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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중국어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 연구
본고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인간이 어떻게 공간을 인지하고 또 이를 어떤 방
식으로 발화에 나타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연구는 단순히 처소사의 분류
에 따라 방위사의 후행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고에서는 인간
이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과 공간에 위치하는 존재물과의 상관관계를 인지
하고 또 이를 통해 어떻게 공간을 개념화하고 발화로 나타내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제들이 작용하는지에 대해 집중하여 논의하였다. 현대중국어에서 공간은 주로
처소명사구와 방위사로 나타낸다. 그 가운데서도 인간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내부
공간의 경우 처소명사구와 방위사 ‘里’로 많이 나타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
든 발화상황에서 ‘里’가 처소명사구 뒤에 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감안하여
이들 간에 어떠한 제약기제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인간이 공간을
인지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처소명사구를 각각 ‘在’의 뒤에 출현하는 처소명사구, ‘到’의 뒤에
출현하는 처소명사구, ‘往’의 뒤에 출현하는 처소명사구 그리고 주어로 쓰이는 처
소명사구 등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발화에서 어떤 경우에 ‘里’를 후행하고 또 어
떤 경우에 ‘里’를 후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처소명사구 뒤에서 ‘里’의 후행여부를 결정하는 제약조건으로 크고 작은 여러 기
제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기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음절적 요인’. 1음절로 된 처소사는 불안정한 음보를 구성하기 때문에 뒤
에 ‘里’를 후행하는 경향이 높다. 예를 들면 ‘屋里’, ‘店里’ 등에서 ‘里’는 ‘안’이라
는 어휘적의미는 소실되고 단지 접사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어의 단
어가 2음절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둘째, ‘대조성’. 처소명사구가 ‘공간 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공간 밖’과 대
조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里’가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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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환유’. 처소명사구가 직장 또는 소속기관, 그 기관에 속하는 사람을 나타
내는 경우 ‘里’는 후행하지 않는다.
넷째, ‘유정물의 존재’. 사람이 어떤 장소에 위치해 있거나 또는 모 장소로 이동
할 경우 처소명사구 뒤에는 ‘里’의 후행여부가 비교적 자유롭지만 동물이나 사물
이 어떤 장소에 존재하거나 또는 이동할 때에 처소명사구 뒤에는 ‘里’를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섯째, ‘경제성의 원칙’. 존재물과 처소 사이의 관계가 항상성을 지닐 경우 ‘里’
가 후행하지 않지만 임시적인 관계일 때는 ‘里’가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존재물이 하나의 참조점만 가지는 경우 ‘里’의 후행여부가 비교적 자유롭지만 제2
의 참조점이 존재하는 경우 처소명사구는 뒤에 ‘里’를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섯째, ‘처소의 공간성 활성화 여부’. 처소명사구가 이동방향, 한 점으로의 도착
지를 나타내는 경우 ‘里’를 후행하지 않지만 이동장소나 도착지의 공간성이 활성
화되는 경우 ‘里’가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위의 논의를 통해 처소명사구 뒤에 후행하는 ‘里’가 단순한 방위를 나타내는 기
능을 하는 문법요소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어휘적 의미가 거의 사라지고 때로
는 전치사와 함께, 또 때로는 단독으로 처소명사구 뒤에 후행하면서 머리어와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언
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어의 방위사 ‘里’를 부치사로 보고 문장에서 처소
를 나타내는 격표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본고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인간이 공간을 인지하는 근본적인 기제 즉 위의 여섯
까지 기제들을 아우를 수 있는 상위제약으로 크게 두 가지가 인간의 두뇌에서 작
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인간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지 여부. 기관 또는 단체를 나타내는 처소사의 경우 인간의 존재를 기본으로 인지
하고 있기 때문에 ‘里’가 후행하지 않고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처소를
나타내는 경우 처소명사구 뒤에는 ‘里’의 후행여부가 비교적 자유로우며 인간의
존재가 불가능한 일반명사의 경우 ‘里’를 후행하여 그 공간성을 나타내고자 하였
다. 둘째, 물체 또는 장소로서의 개체 지시성. 인간이 처소명사구를 하나의 물체인
개체로 인지하는지 아니면 장소인 개체로 인지하는지에 따라 ‘里’의 후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 하나의 물체인 개체로 인지되는 경
우 ‘里’를 후행함으로써 그 공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반면에 후자의 경우 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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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장소인 개체로 인지되는 경우 ‘里’의 후행여부가 자유로움을 볼 수 있었다.
인지언어학 이론에 근거하면 인간은 개념화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인 영상

(lmagery)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영상도식은 많은 연구에서 언어 의미의 중심
이 되는 골격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인지적 기제를 논의함
에 있어서 필요한 영상도식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공간
에 대한 개념화방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처소사, 방위사, 탄도체, 지표, 참조점, 도상성, 출현제약, 환유, 은유,
유정성, 지시성, 자주성
학 번: 2013-3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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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처소’는 사람들이 물리적 세계를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서 구체적인
‘공간’을 가리킨다. 인간에게 ‘공간’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환경으로서 자신의 신체
및 일상에서 반복되는 구체적인 신체경험을 통해서 그 개념이 형성된다. 주지하다
시피 인간은 지각(perception)을 통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대상의 형태나 위치, 방
향, 이동 등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데, 이러한 공간적 경험은 인간의 신체적 경험
중 가장 기초적인 경험이 되며, 이는 공간 개념이 형성되는데 근간을 이룬다. 그리
고 신체적 인지를 기반으로 형성된 공간개념은 인간의 인지영역 중 기본적인 영역
을 구성하여 보다 추상적이고 복잡한 개념을 구상하거나 이해하는데 개념적 토대
가 된다.
현대중국어에서 공간과 관련된 개념들은 주로 ‘방위사’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즉 처소명사구 뒤에 방위사를 후행하든지 아니면 일반명사구 뒤에 방위사를 후행
하여 공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 대부분의 문법서를 보면 단순방위사를

‘上, 下, 前, 后, 里, 外, 内, 中, 左, 右, 东, 西, 南, 北’ 등으로 나누고 있다.2) 이들
방위사 가운데서 우선 ‘左, 右, 东, 西, 南, 北’ 등은 처소명사구 뒤에 직접 후행할
수 없고 ‘上, 下, 前, 后, 外’ 등은 처소명사구나 일반명사구 뒤에 후행할 때 그 어
휘적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 큰 차이를 보이
는데 방위사의 후행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의미를 나타내거나 또는 후행하지 않
으면 비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车停在学校外。/车停在学校。’, ‘书在桌
子上。/*书在桌子。’, ‘有个人站在门前。/*有个人站在门。’ 등이 그러하다. 마지막
으로 ‘里, 内, 中’ 같은 경우에는 비록 의미적 특성이 비슷하지만 ‘小张在教室(里, ?
1) 처소명사구는 처소사 그리고 처소사가 지시사나 수량사 또는 기타 수식어의 수식을 받는
경우의 명사구를 모두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이다.
2) 현대중국어에서 방위사는 ‘단순방위사’와 ‘복합방위사’로 나눌 수 있으나 ‘복합방위사’는
어휘적 성질이 강해 단독으로 문장에서 하나의 NP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의존성이 강
한 ‘단순방위사’와는 차이점을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처소명사구와 일반명사구 뒤에
흔히 후행하는 ‘단순방위사’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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内, *中)。’와 같이 ‘里’는 아주 자연스럽게 후행하지만 ‘内’와 ‘中’이 후행하는 경
우에는 문장이 어색하거나 또는 비문이 된다. 또한 ‘里’의 경우 ‘小张在教室里。’,

‘小张在教室。’ 등과 같이 ‘里’의 유무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
다. 이상 방위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里’는 기타 방위사에 비해 처소명사
구 뒤에 비교적 자유롭게 후행할 수도 있고 후행하지 않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후행여부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현상을 보이지 않는 등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里’가 모든 상황에서 그 후행여부가 자유로운 것은 아니
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小张在教室里。’, ‘小张在教室。’ 등과 같이 ‘里’의 후행
여부가 비교적 자유로운 경우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 후행하는 경향이 강한 경우,
후행하지 않는 경향이 강할 때가 있으며, 또 후행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1) 가. 我们经常在这间教室里(教室)上课。
우리는 늘 이 교실에서 수업한다.
나. 他母亲曾在这个教室里(?教室)教过中国学生学英文。
그의 어머니는 예전에 이 교실에서 중국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다.
다. 目前这所学校(??学校里)有3000多学生。
현재 이 학교에는 3000여 명에 달하는 학생이 있다.
라. 他父母的工作都很稳定, 父亲在邮局(*里)，母亲在一所学校(*里)｡
그의 부모님은 직업이 모두 안정적이다. 아버지는 우체국에 있고 어
머니는 학교에 있다.

(1가)의 경우는 ‘教室’ 앞에 ‘지시-양사’구가 놓이는 경우로 양사 ‘间’이 ‘教室’
앞에 놓이는 경우 뒤에 ‘里’가 후행하거나 후행하지 않아도 문장은 모두 성립된다.
이에 반해 (1나)의 경우 양사 ‘个’가 ‘教室’를 수식하는 경우로서 ‘教室’ 뒤에는 방
위사 ‘里’가 쓰이는 경우가 ‘里’가 후행하지 않는 경우보다 문장이 더 자연스럽다.
계속해서 (1다)를 보면 ‘学校’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자연스럽고 (1라)를 보
면 ‘邮局’, ‘学校’ 등은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을 나타내
고 있는데 이 경우 방위사 ‘里’가 후행하면 오히려 비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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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가~라)를 통해 우리는 어떤 발화는 처소명사구 뒤에 ‘里’의 후행여부와
상관없이 문장이 성립하고 또 어떤 발화는 처소명사구 뒤에 ‘里’의 후행여부에 따
라 발화가 자연스러운 경우와 부자연스러운 경우로 나뉘며 마지막으로 어떤 발화
는 오히려 ‘里’가 후행하면 문장이 비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을 살펴본 결
과 우리는 처소명사구와 ‘里’는 다른 방위사에 비해서는 공기관계가 자유로운 것
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그 후행여부가 다 자유로운 것
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여러 방위사 가운데서도 ‘里’를 중심으로 그가 처소명사구와
공기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제가 작용하고 있는지 논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중국어에서 처소명사구에는 주로 고유명사, 장소명사, 일반명사 등 크게 세 부
류가 포함되는데 그중에서 ‘中国，北京，上海，黄山，长江’ 등 지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는 그 자체가 항상 공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뒤에 방위사를 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学校，银行，教室，房间’ 등 장소명사와 ‘手，
箱子，电话’ 등 일반명사의 경우 뒤에 방위사 ‘里’의 후행여부가 비교적 자유롭다.
따라서 2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겠지만 본 논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처소명사
구에는 고유명사는 배제하고 장소명사와 일반명사를 연구범위에 포함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 현상을 통해 인간이 신체적 경험을 바탕
으로 지각과 시각을 통해 어떻게 공간을 인지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예를 들
어 사람이 어떤 장소에 존재하는 경우와 무정물이 어떤 장소에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인간이 어떠한 인지적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우리는 발화를 통해 그 차
이점을 살펴볼 수 있고 어떤 장소에 어떤 사물이 위치해 있는 경우 그들의 관계가
임시적이냐 또는 항상성을 지니느냐에 따라 처소명사구 뒤에 ‘里’의 후행여부가
결정됨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의 인지세계와 언어 간에는 모종의 대응관계
가 있는데 본 논의에서는 인간이 공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언어로 구현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최종적으로 인간의 공간에 대한 개념화 방식을 이해하고자 한다.

1.2 기존연구 검토
현재까지 처소명사구 뒤에 ‘里’가 후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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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연구되고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처소명사구가 개사

‘在’의 뒤에 쓰일 때 ‘在+처소사+里’가 장소를 나타내는 원형의미에서 점차 시간,
범위나 경계, 상황이나 조건 등을 나타내는 추상적인 의미로 어떻게 확장되었으며
이를 문법화와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에
처소명사구 뒤에 쓰이는 ‘里’의 후행여부에 대한 논의 즉 후행할 때와 후행하지 않
을 때 어떠한 제약조건이 작용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는 학자들에 의해 많이 논의
되지 않았다. 다음 몇몇 학자들의 논의는 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廖秋
忠(1989), 高桥弥守彦(1992), 刘宁生(1994), 储泽祥(1997, 2004), 齐沪扬(1998), 崔希
亮(2002), 方经民(2002), 攀海燕(2008)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우선 廖秋忠(1989)은 방위사로 위치를 설명할 때 어떠한 물체 또는 범위를 참조
하여 설명하는데 이를 방위사의 참조점이라고 하였다. 방위 참조점은 흔히 방위사
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거나 인접되어 있는 선행절이나 발화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고 덧붙였다. 예를 들어 참조점은 반드시 청자도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물체나 범위
여야 한다는 것이다. 논의에서 ‘里’에 대한 언급을 보면 ‘里’는 2차원적인 평면공간
과 3차원적인 입체공간의 범위를 가리키며 이 범위권 안에 위치한 경우 ‘里’에 해
당하고 이 범위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外’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발화환
경 참조점과 방위사가 가리키는 위치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서 ‘里’는 오직 포함
관계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屋里’에서 방위사 ‘里’가 가리키는 위치는 앞에 나
타나는 처소 참조점의 일부분이라고 하였다. 위와 같이 廖秋忠(1989)은 주로 방위
사가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그의 의미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고 어떠한 경우에 방
위사가 생략가능하거나 또는 후행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
다. 하지만 화자가 발화에서 참조점을 선택할 때 청자도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여야
하고 또 발화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등에 대한 기술로 미루어 봤을 때 이미 공간
과 방위에 대해 인지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高桥弥守彦(1992)은 ‘里’는 3차원공간의 면적(体积) 안에 있을 때, 지시하는 범위
가 외부와 명확한 경계선(框框内)이 있을 때, 주변위치(周围)를 가리킬 때, 복수(总
和)를 나타낼 때 쓰인다고 하였다.3) 처소명사의 뒤에 쓰이는 방위사 ‘里’를 생략할
3) 첫째, 3차원공간의 면적(体积) 안에 있을 때 ‘里’가 쓰인다고 하고 다음 예문을 들고 있다.
(1) 庆功会在‘大礼堂’里举行。
(2) 她猛地想起来了, 从衣兜里掏出这月的工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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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 여부는 사건이 발생한 위치가 처소명사가 나타내는 처소 ‘안’이라면 생
략하여도 전체 문장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생략가능하고 만약 사건발생
위치가 처소 ‘밖’이라면 방위사 생략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처소명사가
건물을 지시할 때는 ‘里’가 후행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 사건발
생 위치가 ‘처소 안’이라 할지라도 ‘里’를 생략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구체
적인 논의는 3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刘宁生(1994)은 중국어에서 공간관계를 나타냄에 있어서 언어도식(语言几何)에
근거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언어도식이란 인간이 장기적인 생활과 실천을 통해
인류 특유의 공간을 관찰하는 방식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바로 언어에 녹
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지는 언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지를 떠나 언어를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언어가 재현하는 공간은 실제 세계에
대한 ‘사진도식(传真照片)’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지를 통해 새롭게 가지게 되는 도
식인데 이를 ‘언어도식’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언어도식’은 서로 다른 언어
간에도 많은 도상성(iconicity)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 일상생활에서 공간을 인지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논의에서 ‘画儿在桌子上面’, ‘皮球在水塘
旁边’과 이에 대칭을 이루고 있는 ‘桌子在画儿下面’, ‘水塘在皮球旁边’ 등에서 전자
의 경우는 아주 자연스럽지만 후자의 경우는 문장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하면서
이는 바로 인간이 공간관계를 나타내는 ‘언어도식’과 관련이 있다고만 하였다. 하

둘째, 지시하는 범위가 외부와 명확한 경계선(框框内)이 있을 때 ‘里’가 쓰인다고 하고 다
음 예문을 들고 있다.
(3) 索桂云的眼睛里发潮了。
(4) 亮亮和春春在院子里叽叽喳喳地笑着。
셋째, 주변위치(周围)를 가리킬 때 ‘里’가 쓰인다고 하고 있다.
(5) 他褪下鞋子, 一猛子扎到水底，从水里把她托了起来。
(6) 小雪! 就叫我们在雨里淋着呀?!
(5)와 (6)에서 ‘里’는 주위를 가리키는데 어떠한 물체의 주위가 모두 다른 물체임을 나타낸
다. 두 예문에서 각각 ‘他’와 ‘我们’의 주변은 모두 ‘水’와 ‘雨’이고 다른 공간이 없음을 나
타낸다.
넷째, 복수(总和)를 나타낼 때 또한 ‘里’가 쓰인다고 하였다.
(7) 从到过我家的客人里，我看不出任何迹象，他究竟是谁呢?
(8) 我常想，要是能够出版，那一定是她写过的作品里最动人的一篇。
위의 (7)과 (8)에서 ‘里’는 복수 또는 전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7)에서 만약
‘里’가 쓰이지 않는다면 ‘客人’은 단수를 나타낼 수도 있고 복수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里’가 쓰임으로 인해 반드시 복수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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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본고의 2장에서 언급하게 될 인지문법의 영상도식에서 사용하고 있는 탄도체
와 지표, 참조점 등을 이용한다면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4)
储泽祥(1997)은 처소와 방위(方所)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
고 있다. 우선 처소사, 방위사의 형식을 통해 그 의미와 기능을 모색하고 나아가
발화에서의 화용적인 가치를 밝히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하지
만 방대한 자료를 한권의 저서에서 다루려고 하다 보니 주로 처소사 뒤에 방위사
가 후행하여 처소를 나타내는 경우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처소의 사물성, 앞에
개사가 놓일 때의 방위사의 출현문제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储泽祥(2004)은 ‘在’의 목적어로 나타나는 처소명사구와 ‘里’, ‘上’,

‘中’ 등 방위사의 후행여부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처소사와 일반명사를 분류함에
있어서 모호한 경계에 있는 두 부류를 더 설정하여 처소사에 가까운 부류에 속하
는 단어일수록 ‘在’의 목적어로 쓰일 때 방위사에 대한 의존도가 약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음운적인 요인, 위치의 확정과 위치의 구체성, 대상과 처소의 일상적인 관
계 등 면에서도 방위사가 후행하고 후행하지 않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다. 이 가운
데서 ‘里’와 관련된 논의를 보면 존재물이 참조물 내부에 있는 경우 즉 容入性관계
일 때 ‘里’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하였다.5) 전반적인 논의를 보면 음운, 통사적 면
에서 약간의 언급은 있었지만 왜 그러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하고 또
화용론적 요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齐沪扬(1998)은 공간을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구분하는데 1차원은 점(길이, 넓
이, 높이가 고려되지 않음), 선(넓이, 높이가 고려되지 않음)이고 2차원은 면(높이
를 고려하지 않음)이며 3차원은 면적과 입체로 구분하고 있다. 그는 ‘我在图书馆工
作’와 ‘我在图书馆里工作’ 두 발화를 놓고 전자의 경우 ‘도서관’을 ‘지명’으로 보고

‘일하는 부서’를 강조한다고 하였고 후자의 경우 ‘도서관’을 ‘일하는 장소’로 보았
다. 齐沪扬(1998)의 분석을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일하는 부서’를 강조한다고 하
였는데 여기서 과연 ‘강조’의 의미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이와 관련
4)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건을 관찰할 때 유정물이나 크기가 작고 이동이 가능한 대상을 탄
도체로, 크기가 크고 이동성이 크지 않아 안정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물체나 공간을 지
표로 파악하여 기술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이 보편적으로
공간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5) 储泽祥(2004: 116) ‘参照物起包容作用，目的物被包容在参照物的内部，例如‘在剧场里, 我
遇到一个朋友，他正为一个人看舞剧要打磕睡而忧心忡忡。’ 在这个句子里目的物‘我’, ‘一
个朋友’都处在参照物‘剧场’的内部, 方位词‘里’可以隐去不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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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본고의 3장에서 다루겠지만 본고에서는 전자를 ‘직장을 나타내는 기관명’
으로 보고 후자의 경우는 ‘구체적인 공간을 나타내는 장소명사’로 보기 때문에 전
자의 경우는 인지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간성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里’
가 후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 기존 연구에서 언급했던 ‘강조’의 불분명한 의
미적 특성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崔希亮(2002)은 유형론적 관점에서 중국어의 공간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는 고대
중국어, 현대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핀란드어, 영어
등에서 공간을 나타내는 개사 또는 격표지, 명사 접미사들을 살펴봄으로써 고립어,
교착어, 굴절어 등에 이르기까지 각 언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문장에서 사건의
공간(장소)을 인지하고 어떻게 어순으로 나타내는지를 고찰하였다. 현대중국어의
경우 먼저 탄도체와 참조점의 위치관계를 확정한 후에 동작행위를 실현한다는 점
에서 영어와는 다르고 일본어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그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유형론적인 접근을 통해 인간이 공간관계를 어떻게 인지하고 발화에 어떤 방식으
로 나타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비슷한 유형에 속하는 언어들의 보편성을 찾아내
고자 하였다. 비록 처소사 뒤에 후행하는 방위사 ‘里’의 공기관계에 대해서는 구체
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공간을 나타내는 언어 보편적인 특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
서 큰 의의가 있다.
方经民(2002)은 명사가 공간범주를 나타낼 때 방위사를 후행하는 여부는 일반적
으로 명사를 선천성처소명사(先天性处所名词), 이중성처소명사(可选性处所名词),
비처소성명사(非处所名词) 등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에
근거한다면 비처소성명사의 경우 반드시 방위사가 후행해야만 처소를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운율적인 요인이나 또는 대상과 처소의 위
치관계가 일상적(恒常性)인 관계일 경우 방위사를 후행하지 않고도 처소를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단지 명사의 분류에 근거하여 방위사의 후행여부를 판단하는 것
은 실제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언어생활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는 단점
이 있다. 이 또한 본고의 3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써 기존연구의 보완작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攀海燕(2008)은 ‘上’, ‘下’, ‘里’, ‘中’, ‘内’, ‘外’ 등 방위사의 출현과
소실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크게 의미적 요인, 운율적 요인, 인지적 요인, 문
장에서의 서로 연동적인 작용 등으로 나누어 그 출현제약을 제시하였지만 기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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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함에 있어서 주로 처소사의 분류에 중심을 두고 이론적인 설명에 그치고 있
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발화상황에서 이러한 기제들이 작용하고 왜 그러한
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기제를 모든 발화에 보편적으로
적용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설명이 모호하다.
이상 논의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처소사에 대한 분류에 중점을 두어

‘里’의 후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보거나 또는 인지적인 각도에서 접근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현상에 대한 언급을 하는 데만 그치고 있다. 또한 현상을 언급함
에 있어서는 발화가 쓰이는 구체적인 담화환경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 또한 대부분
이다. 하지만 실제로 예문을 분석하다 보면 구체적인 발화환경에 따라 ‘里’의 후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허다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재의 논의들
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발화환경을 고려한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1.3 논의 구성
본고에서는 처소명사구와 방위사의 제약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인지언어학적
인 관점에서 이를 고찰하고자 한다. 공간은 인간의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환경이다. 즉 인간의 신체적 활동은 물론 심리적 행위까지 인간이 경험
하는 것은 모두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경험은 공간과 관련된
다. 따라서 인간은 일상에서 반복되는 구체적 경험을 통해 공간을 인지하며, 이 과
정에서 공간의 개념이 자연스레 형성되므로 인간에게는 공간의 개념이 보편적으
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의 언어에는 인간의 인지를 통해 경험하는 공간
을 나타낼 수 있는 공간어가 존재하며 중국어 또한 마찬가지다. 중국어에서 공간
에 대한 기술은 처소사와 방위사로 흔히 나타낼 수 있다. 그렇다면 본고의 연구대
상인 처소명사구와 방위사 ‘里’의 공기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처소명사구
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2장에서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처소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赵元任(1980),
朱德熙(1982), 刘月华(2001) 등에서는 모두 “처소사는 ‘在’, ‘到’, ‘往’의 뒤에 놓여
이들의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명사라는 데 일관된 주장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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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在’를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6) Li & Thompson(1981) 또한 “처소구의 구조는

‘在+명사구+(처소사7))’ ”라고 하였다. 이는 처소사 가운데서도 ‘在’의 목적어로 쓰
이는 명사가 가장 전형적인 처소사임을 시사해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따
라서 본고에서는 ‘在’ 뒤에 놓이는 처소사를 기준으로 이들이 ‘里’와 어떠한 공기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본고의 목적은 처소명사구와 방
위사의 제약관계를 밝히는 데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용빈도가 많은 처소명사구라
할지라도 방위사가 후행하는 빈도가 낮다면 이들 간의 제약관계를 밝히는데 한계
가 있으며 따라서 논문에 필요한 데이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논의에
적합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코퍼스에서 ‘在+처소사+里’를 검색어로 하여 출현빈
도가 많은 처소사를 본 연구의 기본 대상으로 삼고 논의 중 더 필요한 처소사는
상황에 따라 추가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처소명사구’를 크게

‘在’, ‘到’, ‘往’의 뒤에 목적어로 나타나는 경우와 ‘처소명사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 그들이 발화상황에서 ‘里’와의 제약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위의 논의에 근거하여 본고는 다음과 같이 8장으로 구성된다.

2장에서는 우선 본고의 연구대상이 되는 처소사와 방위사의 개념을 살펴보고
처소사에 대한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분류작업을 하여 연구범위를 확정한다. 다음
은 논의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인지언어학에서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공간을 인지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요소를 소개한다. 예컨대 무대와 참여자, 탄도
체와 지표, 참조점 등에 대해 영상도식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이
공간을 인지하고 또 이것을 발화로 나타내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처소사로만
또 어떤 경우에는 ‘처소사+里’로 나타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때 ‘里’는 언어유형
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머리어와 명사구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지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이를 부치사의 일종으로 격을 나타내는 표지(mark)로 보고자하고 격에 대한
정의와 유형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중국어의 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3장부터 6장까지는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논의부분이기도 하다. 3장~6장까지는
각각 처소사가 ‘在’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到’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往’의
6) 赵元任(1980)에서는 기점을 나타내는 ‘从’ 뒤에 쓰이는 목적어 또한 처소사의 범위에 포함
시키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처소사라고 공통으로 주장하고 있는 ‘在’, ‘到’,
‘往’ 등의 목적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从’이나 ‘向’ 뒤에 출현하는 처소사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 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7) Li & Thompson(1981[1989])에서 ‘처소사’라고 하는 것은 본고의 ‘방위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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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주어’로 쓰이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각 장에서 처소사와
방위사 ‘里’의 공기제약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在’의 목적어, ‘到’의 목적어로 쓰
이는 처소사에 대해서는 장소명사와 일반명사로 분류하여 각각 이들이 발화에 나
타날 때 ‘里’와의 제약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처소사와 방위사 ‘里’의 공기관계를
통해 중국어의 처소격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본다. 상술한 논의를 통해 인지
언어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지각과 시각을 통해 어떻게 공간을 인지하고 이를 또
어떻게 발화로 나타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람들의 인지세계와 언어 간의 대응
관계를 밝힐 것이다.

7장에서는 ‘里’가 단순한 방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볼 때 부치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다. 우선 부치사에 대한 정의와
그 역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중국어에서 부치사로 볼 수 있는 문법요소들에 대해
기술한다. 다음은 3장에서 6장까지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서 언급되었던 예문들을 토대로 여기서 출현하는 ‘里’의 부치사적 기능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8장은 결론부분으로서 앞서 기술한 논의에 대한 요약을 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공간에 대한 인지와 발화 간에는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제시한다.
본고에서는 코퍼스를 선택함에 있어서 주로 빈도통계를 쉽게 할 수 있는 BCC를
사용하였다. BCC의 경우 북경어언대학 언어교육연구소에서 출시한 코퍼스로 문
학, 신문, 과학기술 등 현대사회 다분야 데이터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에서 가장 이용자가 많은 자연발화를 중심으로 한 微博의 데이터를 대량 수록
하고 있어 현대인들의 자연발화에 가장 가까운 자료로 생각된다.8) 그리고 일부 예
문은 북경대학 중국어언연구중심(北大中国语言研究中心)에서 개발한 코퍼스 CCL
에서 발췌하였으며 필자가 직접 만든 예문도 소수 있음을 밝혀 둔다.

8) BCC코퍼스는 약 150억 자에 달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수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신문
잡지(20억 자), 문학(30억 자), ‘微博’(30억 자), 과학기술(30억 자), 종합(10억 자), 고대중국
어(20억 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 언어생활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는 대규
모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微博’의 경우 여러 사회계층의 이용자들
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좀 생소한 문장에 대해서는 다시 원어민에게 직관(语感)을 감정하
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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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처소사와 방위사 ‘里’
2.1.1 처소사에 대한 정의 및 분류
어떠한 사건을 서술⋅묘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공간적 위치와 시간 위치를 얻지 못하면 그 존재성이 인식의 영역으
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공간은 문장의 구성요소로 나타나게
되며 그 중에서도 공간이란 어떤 사물이 존재하거나 또는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적인 배경으로서 이를 처소(locative)라 한다.
중국어에서 처소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赵元任(1980: 263)은 “처소사란 ‘在……’，‘到……’，‘到……去’，‘上……去’，

‘从……来’, ‘往……走’ 등과 같은 구문에 쓰일 수 있는 체언을 가리킨다”라고 하였
고 여기에 포함되는 단어들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1) 지명
- 국가명, 국가명보다 작은 도시명, 지리단위, 정치단위, 기관학교 등이 지명
으로 쓰인 경우

- 山，水 명칭에 방위사가 부가되어 있는 경우
2) 몇몇 구별사-양사로 된 복합어
- 这个
3) 몇몇 N-L복합어, 방위사가 내재하는 복합어
- 背后，里头 등 방위사가 내재하는 복합어
- 心里，山上 등과 같은 N-L복합어
4) 처소를 가리키는 명사
- 방위사를 부가하여 처소를 나타내는 명사인 江，河，路 등
- 방위사를 부가할 수 있는 명사인 기관명사 家，学校，车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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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德熙(1982: 42)에서는 “처소사는 ‘在’，‘到’，‘往’ 등의 목적어가 될 수 있고 또
한 ‘哪儿’로 질문할 수 있으며 ‘这儿’，‘那儿’ 등 지시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체언
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처소사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1) 中国，亚洲，重庆，长安街，黄庄 등 지명
1음절로 된 지명은 점착성이 강해서 뒤에 늘 명사성성분과 결합해서 2음절 복합
어를 형성한다. 예를 들어 ‘平谷县，大兴县’ 등은 ‘县’을 생략할 수 있지만 ‘定县，
通县’ 등은 ‘县’을 생략할 수 없다. 국가명 또한 마찬가지로 ‘英国，法国’ 등은 ‘国’
를 생략할 수 없다.

2) 学校，公园，邮局，图书馆，电影院 등 장소로 볼 수 있는 기구
이들은 정치단위나 기관으로 쓰일 때는 명사이나 장소를 나타낼 때는 처소사이다.

3) 上头，下边，里头，前边，背后，当中 등 합성 방위사
刘月华(2001: 60)에서는 “처소사란 처소를 나타내는 명사 또는 명사구를 말한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처소사에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1) 방위사
2) 中国，北京，天安门广场，北京大学 등 장소를 나타내는 고유명사
3) 图书馆，学校，门口，车站，周围，附近，国内，外国，这里，那儿 등 처소
를 나타내는 일반명사와 대사

4) 心里，报上，身旁，桥下，天上，书里，西北方向 등 처소를 나타내는 명사구
(대다수가 명사+방위사로 구성됨)
Li & Thompson(1981[1989]: 374)에서는 “처소구의 구조는 ‘在+명사구+(처소사)’ ”
라고 하였다. 여기서 ‘처소사(Locative Particle)’9)는 명사구 뒤에 오며 공간적인 관
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이에 속하는 처소사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9) 본고에서는 여기서 처소사로 칭하고 있는 것들을 ‘방위사’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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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소사

주석

上

上边

上面

上头

위

下／底下

下边

下面

下头

아래

里

里边

里面

里头

안

外

外边

外面

外头

밖

前

前边

前面

前头

앞

后

后边

后面

后头

뒤

旁

旁边

左

左边

左面

왼쪽

右

右边

右面

오른쪽

옆

中间／当中

가운데

东部

东边

동부, 동쪽

南部

南边

남부, 남쪽

西部

西边

서부, 서쪽

北部

北边

북부, 북쪽

这里／这儿

这边

这面

여기, 이곳

那里／那儿

那边

那面

저기, 저곳

<처소사 일람표>

李醍(2005)에서는 장소명사가 지명 혹은 개체의 소재, 도착지나 위치를 나타내
는 단어라고 하였다. 의미적으로 볼 때 실존하는 공간을 나타낼 수 있고, ‘점, 선,
면’의 형태를 이룬다. 그는 또한 장소명사를 ‘명명성 장소명사(命名性处所词)’，‘겸
류장소명사(可选性处所词)’, ‘일부명사(部分名词), 수량사와 방위사의 결합으로 구
성된 장소명사’ 등으로 나누었다.10)
储泽祥(1997, 2006)에서는 朱德熙(1982)의 분류에 ‘전문적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专门指处所的词)’, 예를 들면 ‘周围, 附近, 四周, 外围, 当地, 中央’ 등을 추가
해 이것을 다시 지역이나 지명을 나타낼 수 있는 명사와 나타낼 수 없는 명사로
나누었다. 또한 원형이론에 따라 장소명사의 원형성분과 일반명사의 원형성분을

10) ‘명명성 장소명사(命名性处所词)’는 주로 어떤 지명이나 지역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겸류장소명사(可选性处所词)’는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문법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단체나 기관 등 고유명사들은 일반명사로서의 기능도 하고 ‘처소사’의 기능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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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관련 품사들 간의 경계는 절대적이지 않고 연속 변차선
상에 놓여 있지만, 원형성분 간의 차이는 명확하다고 하였다. 그는 장소명사와 일
반명사를 구분하는 통사적 검증방법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2-1> 원형적인 장소명사와 일반명사를 구분하는 통사적 기준
구 분

원형적인 장소명사

원형적인 일반명사

전치사 ‘在’, ‘到’의 목적어

+

-

수량사의 수식을 받음

-

+

부사어 담당

+

-

<표 2-1>를 보다시피 장소명사의 원형성분은 전치사 ‘在’, ‘到’의 목적어로 쓰일
수 있고 동사 앞에 놓여 단독적으로 부사어로 쓰일 수 있으며 일반명사의 원형적
성분들은 수량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명의 경우는 원형적인 장소
명사로 볼 수 있는데 따라서 ‘在北京’, ‘到北京’과 같이 전치사 ‘在’, ‘到’의 목적어
로 쓰일 수 있고 ‘咱们北京见!’과 같이 부사어 역할도 할 수 있지만 ‘*一个北京’, ‘*
一座北京’과 같이 수량사의 수식은 받을 수 없다. 하지만 ‘桌子’와 같은 원형적인
일반명사의 경우, ‘一张桌子’와 같이 수량사의 수식은 받을 수 있지만 ‘*在桌子’, ‘*
到桌子’와 같이 방위사의 도움 없이는 단독으로 전치사 ‘在’, ‘到’의 목적어로는 쓰
일 수 없고 ‘*书桌子放着’와 같이 단독으로 부사어가 될 수 없다. 이를 통해 원형
적인 일반명사는 사물성이 강한 반면에 장소전치사 ‘在’의 뒤에 쓰일 수 있는 원형
적인 장소명사의 경우 처소성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학자들의 처소사 분류를 종합해보면 대략적으로 <표 2-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2-2> 처소사 분류
구 분
장소명사

고유명사
(국가명, 도시명,

예
中国，韩国，北京，上海，黄山，长江
北京市，吉林省，柳河县，安口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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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
기관 장소명사

学校，公园，邮局，图书馆，电影院，医院

일반 장소명사

屋子，房间，院子，厨房，客厅，教室
路，桌子，车，柜子，黑板，墙

일반명사(방위사와 함께
쓰임)

被窝，电话，口袋
脑子，肚子，手，嘴
车，梦，水

<표 2-2>를 보면 우선 처소사를 장소명사와 일반명사로 크게 분류하고 장소명사
를 다시 ‘고유명사’, ‘기관 장소명사’, ‘일반 장소명사’ 등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
데 이들의 방위사와의 공기관계를 보면 ‘고유명사’의 경우 ‘韩国，北京，黄山，长
江’ 등은 방위사가 후행할 수 없지만 ‘北京市，吉林省，柳河县，安口镇’과 같이
행정단위 ‘市，省，县，镇’ 등이 첨가된 경우에는 ‘里’의 후행여부가 비교적 자유
롭다. ‘일반 장소명사’와 ‘기관 장소명사’의 경우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나 상황
에 따라 후행하고 후행하지 못하기도 한다. 즉 이들과 방위사와의 공기관계를 보
면 공기하지 못하는 데서 자유롭게 공기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다.

고유명사 → 기관장소명사, 일반 장소명사 → 일반명사
<‘里’의 후행여부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필수적>

그리고 일반명사의 경우는 특히 원형적인 일반명사의 경우 반드시 방위사가 후
행해야 처소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일부 일반명사는 방위사의 후행 없이도 장소성을
약하게 나타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는 3장에서 다룰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처소사는 방위사와 함께 잘 나타나는 처소사에 한정
시킬 것이다. 따라서 고유명사의 경우는 논의에서 제외되고 흔히 처소를 나타내는
일반장소명사, 기관과 처소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장소명사, 방위사와 함께 처
소를 나타내는 일반명사 등이 연구의 범위에 포함될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일반장
소명사와 기관을 나타낼 수 있는 장소명사는 통사 의미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같이 묶어 장소명사로 분류하고 나머지는 일반명사로 분류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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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방위사 ‘里’
‘里’는 ‘방향’과 ‘위치’를 나타내는 방위사이다. 그렇다면 다음은 방위사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현대중국어에서 방위사는 일반적으로 명사의 하위 부류
로 분류하고 있지만 일부 학자들은 방위사를 명사와 분리시키거나 혹은 후치사로
보고 허사에 귀속시키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중국어 문법서나 사전류에서는 대체로 12품사 체계를 따르고 있
으며, 12품사 체계에서는 방위사를 시간사, 처소사와 함께 명사로 간주하고 있
다.11) 그렇다면 방위사를 명사로 간주한 몇몇 주요 학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黎锦熙(1998: 18, 129)의 新著国语文法에서는 방위사를 명사로 구분시키고 있
다. 丁声树⋅吕叔湘(1961)에서는 방위사 ‘上, 下, 前, 后, 里, 外, 内, 中, 左, 右, 东,
西, 南, 北’ 등을 명사로 분류하고 첫째, 단독으로 쓰일 수 있으며(예: 前有车, 后有
辙) 둘째, ‘边, 面, 头’ 등과 결합하여 합성방위사(复合方位词)를 구성하며(예: 前头,
里面, 东边 등) 셋째, 명사의 앞뒤에 위치하여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방위사로 간주하였다(예: 屋里, 两个月后 등).
卢福波(1996[1999]: 142)에서는 방위사는 공간과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이며 명사
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단순방위사의 경우 단독으로 거의 쓰이지 않고 일반
적으로 다른 단어나 어구와 조합하여 쓰인다고 하였다.
刘月华 외(2001: 62)에서는 방위사를 명사의 하위부류로 분류하였으나 방위사를

‘방향과 상대적인 위치 관계 명칭을 표시하는 단어’로 간주하면서 방위사의 특수
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刘月华 외(2001: 17)에서도 방위사를 시간사, 처소사
등과 같이 명사의 하위부류로 분류하고 문법기능의 경우 일반명사와 완전히 같지
는 않다고 하였다.
邢福义(2002[2011])에서는 방위사를 ‘특수명사’로 보고, 이를 ‘上, 下, 左, 右, 东,
西, 南, 北, 前, 后, 外, 里/内/中’ 등 대칭적인 것 14개와 비대칭적인 것 ‘旁, 边, 头,
面, 角, 端, 侧, 底, 间’ 등 대략 10개 정도로 나누고, 명사 뒤에 의존하여서만 사용
될 수 있는 비독립적 성격을 지적하였다.
다음은 방위사를 명사 이외의 기타 품사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를 주장하는
11) 12품사 체계는 暂拟汉语教学语法系统(1956)을 거쳐 中学教学语法系统提要(1984)에서
확립된 이래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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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로는 다음과 같다.
呂叔湘(1980)의 中國文法要略에서는 방위사를 독립적인 품사로 분류하였으며

1음절 방위사 이외에 ‘里头, 里面, 里边, 之内, 之中, 当中, 中间’ 등과 같은 복합방
위사도 방위사 범위 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1음절 방위사 가운데서는 ‘里’, ‘上’,

‘下’ 등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언급해 명사와 결합하는 방위사
의 사용빈도에 차이가 발생하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赵元任(1980: 312)에서는 방위사를 명사와 별도의 품사로 보고 ‘体词’의 하위부
류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방위사는 일반적으로 체언과 결합하여 ‘晚上’, ‘桌子上’ 등
과 같이 사물의 시공간 위치를 나타내고 비록 형식적으로는 체언이지만 외국어로
는 개사로 번역되기 때문에 방위사를 후치사(postpositions)로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朱德熙(1982[1997]: 83)에서는 방위사를 명사와 다른 별도의 품사로 보고 ‘体词’
의 하위부류에 넣고 있다. 그리고 방위사를 단순방위사와 합성방위사로 분류하였
으며 ‘上, 下, 前, 后, 里, 外, 内, 中, 左, 右, 东, 西, 南, 北’ 등이 단순방위사에 속한
다고 하였다.
马建忠(1983[1998]: 35)의 马氏文通에서는 중국어 서면어의 품사를 9종류로 나
누고 ‘名字，代字, 动字, 静字, 状字’를 ‘实字’로, ‘介字, 联字, 助字, 叹字’를 ‘虚字’
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状字’에서 ‘上, 下, 左, 右, 内, 外, 中, 间’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马氏文通에서는 비록 ‘방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방위사에
해당되는 단어들을 명사의 부류에 넣지 않고 기타 실사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房玉清(1992: 70)의 實用漢語語法에서는 방위사를 实词에 포함시키고 단순방
위사에는 ‘上, 下, 前, 后, 里, 外, 内, 中, 左, 右, 东, 西, 南, 北’ 등 14개가 있으며
단음절 방위사는 의존성이 강한 품사로서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며 합
성방위사와 비교하면 쓰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방위사를 명사도 아니고 기타 실사도 아닌 ‘후치사’에 가까운 성격
을 띤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며 袁毓林(2000), 刘丹青(2002) 등이 대표적인 학자들
이다.
袁毓林(2000)에서는 방위사12)는 방향과 위치를 나타내는 의미적 특성을 지니고
있고 화용적으로 볼 때 단독으로 나타날 수 없으며 위치적인 분포를 보면 명사 뒤
12) 여기서 방위사는 단순방위사를 가리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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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붙어서 처소명사구를 형성하는 후치사로 보았다.

Greenberg(1980)에서는 ‘框式介词’라는 개념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초기에는 ‘框
缀’ (circumfix)라고 지칭하였다. Greenberg(1980, 1995)에서는 아프리카 동쪽에 위치
한 국가 에티오피아의 셈제어(Semitic)와 이란어족(lranian) 언어에서 환치사(框式介
词)가 발견되었는데 이 두 언어는 모두 전치사가 먼저 존재하였고 후에 또 후치사
가 출현하였으며 전치사와 후치사가 같이 쓰임으로써 환치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고 하였다. 沈家渲(1989)에서는 Comrie(1981)의 ‘adposition’을 번역함에 있어서 ‘附
置词(부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여기에는 전치사(preposition)와 후치사

(postposition)를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刘丹青(2002a), 刘丹青(2002b)에
서는 유형학적 관점에서 ‘在……里’를 환치사로 보았다는 점이 기존의 연구에 새로
운 전환점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개사는 주로 동사가 문법화의 과정을 통
해 그 어휘적 의미가 약해지고 문법적 기능이 강해지면서 개사로 발전하였고 방위
사의 경우는 원래 부사나 명사에서 문법화의 과정을 거쳐 생성되었는데 특히 단음
절방위사의 경우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명사 뒤에 흔히 후행함으로써 점차 환치
사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였다.13)
이상 방위사를 어떤 품사의 부류에 넣을 것인가 하는 학자들의 여러 견해를 살
펴보았는데 각자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방위사
가운데서도 단순방위사의 경우,14) 그가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처소사 뒤에 후행
하여 쓰이는 의존적인 분포특징과 통사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실사보다는 허사의
성격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2.2 공간에 대한 인지적 영상과 도식
인지언어학에서는 인간의 마음이나 마음과 연관된 언어는 인간의 신체적 경험
13) 框式介词의 개념은 유형학의 창시자인 Greenberg(1995)에서 셈제어(Semitic)와 이란어족
(lranian)의 일부 언어의 어순유형의 변화과정을 언급하면서 처음 제기되었다. 그는 처음에
는 框缀(circumfix，Greenberg(1980))라고 했으나 그 기능을 놓고 볼 때 개사의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框式介词라 하였으며 전치사(preposition)와 후치사(postposition)를 모두 개사
(adposition)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다.
14) 대부분의 학자들은 방위사를 대개 단순방위사와 합성방위사로 분류하고 단순방위사에
‘上, 下, 前, 后, 里, 外, 内, 中, 左, 右, 东, 西, 南, 北’ 등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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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분리하여 연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15) 따라서 임지룡(2008: 39)에서는 언어는
세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응한 ‘생태적 지위’와 ‘신체화
의 본질’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고 본다. 이는 인지언어학의 철학적 기초인 ‘체험
주의(experientialism)’를 말하며 ‘인간중심적 관점(anthropo-centric view)’을 반영한
다. 체험주의는 언어 연구에서 인간의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고 언어와 신체적 경
험, 그리고 인지 간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며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이 세계의 중
심이고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지위를 강조한다. 따라서 인지언어학에서 언어
는 외부세계의 객관적인 반영이 아니라 인간이 외부세계를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결과임을 주장한다.
공간에 대한 경험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경험에 속한다.16) Lee(2001[

2003]: 29)에서는 유아들의 공간 개념 이해 과정에서 공간 관계는 그것을 지시하는
낱말보다 먼저 개념적으로 잘 확립된다고 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공간을 통
한 개념화 과정이 신체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였다. 즉 인간의 가장 기초적
인 개념인 공간 개념이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신체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사
실에 근거하여 이를 표현하는 언어적 수단의 양상을 탐구함으로써 각 언어에서 공
간개념이 중요한 기본 개념을 형성하고 있다는 언어적 보편소에 대한 고찰이 많이
이루어졌다. 이와 동시에 공간 개념 자체는 보편적이지만 공간과 공간 관계를 인
지하고 개념화하는 방식은 언어마다 차별성이 있으므로, 공간 개념의 언어적 보편
소가 적용되는 방식이나 공간 개념이 범주화되는 양상이 언어에 따라 실현되는지
를 밝히는 사례연구에도 특정한 관심이 이어져 왔다. 또한 공간에 대한 인지와 개
15) Geeraerts & Cuyckens(2007: 10)에서는 인지언어학의 이론적 지위에 대해서 “인지언어학에
서는 언어가 인간의 전체 인지 능력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지언어
학을 위한 특별히 흥미로운 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언어와 사고 간의 관계, 상
대주의와 개념적 보편소에 대한 질문을 포함해 원형성, 체계적 다의성, 인지모형, 정신적
심상, 은유 같은 자연언어 범주화의 구조적 특징 묘사, 도상성과 자연성 같은 언어 조직의
기능적 원리, 인지문법과 구문문법에서 탐구하는 통사론과 의미론의 개념적 접점, 언어
사용의 체험적⋅화용적 배경이다”라고 하였다.
16) Lakoff & Johnson(1999[2002]: 66-73)에서는 우리는 무의식적 자동적으로 공간 개념어를 사
용하며, 지각체계와 개념체계를 통해 개념을 부과한다고 하고, 대부분의 공간관계는 기본
적인 공간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복합체로, 그릇 도식, 근원-경로-목표 도식과 같은 기본
적 공간 관계를 가지고 대부분의 공간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한편, 이성하(1998: 38)
에서는 Lyons(1977: 718)을 인용하면서 언어 문법에서 사용되는 많은 개념들이 공간성 개
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처소주의(loalisn)이론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처소주의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공간개념이 다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근원영역 개념임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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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의 형성이 또 다른 인지 작용과 개념 형성의 출발점이 된다는 데서 찾을 수 있
다. 즉 동일한 표현이 공간 의미를 비롯하여 시간 의미나 더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
내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간은 모든 개념화의 중심에 있다’. 예를 들어, 이기동

(1983: 71)에서는 언어가 가지는 차원은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각장치가
선택하는 차원이라고 하였다. 자연에는 중력에 의해 정의되는 차원인 수직과 자연
적 평면인 지면층이 있어, 우리는 공간 관계를 묘사할 때 이 두 지각적 불변요소를
사용하는데, 사람이 정상적으로 서 있을 때의 신체의 수직성은 중력의 수직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위-아래’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물체가 3차원 공간에 있을 때는 우리의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안밖’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체험적 근거가 공간을 통한 개념화의 동기가
된다. 이와 같이 인간의 인지 영역에서 기초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간적
사고 및 공간화에 대한 언어적 탐색은 인간의 개념구조와 개념화의 보편적 특징이
라고 할 수 있다.
정수진(2011: 19)에 따르면 인간은 공간 개념을 인지하고 습득하여 개념화할 때
자신이 지닌 신체구조와 그 신체구조를 통해 구체화된 경험의 결과가 무엇보다도
중심적이면서도 근본적인 토대가 된다. 상하, 전후, 좌우 등의 개념은 신체적 기능
에 기반을 두고 인지적으로 처리됨으로써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달되는 공간
인지 능력은 주변 사물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공간성을 이해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
된다. 인간은 자신의 신체를 중심에 두고 신체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를 인지함
으로써 인접 및 원근의 위치개념을 이해하게 된다. 자신의 신체가 중심이 되어 외
부세계의 대상에 손발이 닿을 수 있거나 지각기관을 통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경
우는 가까운 거리로 인지하고 나아가 자신의 공간 영역 내에 있는 것으로 개념화
한다. 이에 반해 특정 대상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범위가 신체적 이동 없이는 불가
능한 경우, 즉 자신의 신체적 기능의 영향이 미칠 수 없는 경우는 먼 거리로 인지
하며 나아가 자신의 공간 영역 밖으로 개념화한다. 또한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대
상의 위치변화를 인지함으로써 이동의 개념이 형성된다.17) Talmy(1996: 270)에서는
17) 공간 개념과 이동 개념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들 수 있다.
Talmy(1985[2000]: 202)는 동사의 의미 구성성분이 어휘구조와 문법구조에 결합되는 방
법에 대한 연구인데, 여기서는 이동사건을 실제 이동, 처소성의 영, 영이동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정지는 이동이 없는 상태로 정지 또는 넓은 의미의 이동에 포함
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동동사의 의미요소를 전경, 배경, 이동, 경로, 이동 방법/원
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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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이 없는 대상을 움직이는 것과 같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인지 역동론

(dynamism), 움직이는 대상을 움직임 없는 대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인지 정지론
(staticism)이라고 하고, 인지를 통해 허구(fictive)의 동작으로 표현된 인지 역동론이
인지 정지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언어표현이 개념적 역동성
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였다. Langacker(1990: 315-344)에서
는 이러한 현상을 주관화(subjectification)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물리적 이동
동작이 ‘객관적’ 이동이라면 이에 대해 물리적 이동 동작이 없는데 이동 표현을 사
용하는 것은 ‘주관적’ 이동이라는 것이다. 이때 개념화자의 정신적 주사(scanning)
가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주관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며, 이와 같은 ‘객관
적 해석’에서 ‘주관적 해석’으로의 변이를 주관화라고 한 것이다.
인지언어학은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객관적 의미론을 거부하고 인간의 인지적
처리에 바탕을 둔 주관적 의미론을 수용한다. 이 이론에 근거하면 인간은 개념화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인 영상(imagery)능력을 가지고 있다. 영상도식은 많은
연구에서 언어 의미의 중심이 되는 골격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어떤 개
념을 이해할 때 그 개념의 중심에 있음을 의미한다. Johnson(1987: 28-29)에서는 영
상도식은 지각과 운동경험을 통해 얻어진 것들을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질서를
잡아가는 활동에서의 반복적이고 역동적이며 규칙적인 유형이며, 경험과 이해를
조직화하는 구조라고 했다. 또한 영상도식은 구조에 의해 관련되는 소수의 기본요
소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반복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일반성과 추상
성 수준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조직화하는 주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영상도식은 또한 Johnson(1987: 1)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가 이해하는 경험을 결속성(coherence)있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영상
도식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상호관련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상당한 양
의 개념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 연구에서 은유적 확장을 일으키는
영상도식으로 다루는 이동도식, 그릇도식, 척도도식은 공간을 통한 은유적 개념화
과정에서 기본적이고 매우 유용한 영상도식이라고 할 수 있다.

Tyler and Evans(2003[2004]: 65)에서는 공간이 개념화되는 과정에 근거하여 인간
이 세계를 지각하거나 경험할 때 공간적 장면(spatial scene)으로 분절할 수 있다고
임지룡(1998: 181)에서는 ‘이동’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떤 실체가 위치에 있어서 지
각적 변화를 겪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동의 문제는 인간 지각의 조직화에서나 언어사용을
통한 실체의 개념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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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공간적 장면은 인간이 개념을 형성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
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은 공간을 인지하는
데 필요한 인지적 요소와 그와 관련된 영상도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2.1 무대(Setting)와 참여자(Participant)
우리는 물리적 피조물로서 공간에 존재한다. 어느 주어진 순간에든 우리는 자신
이 전국적 공간무대 내에 있음을 발견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무대 내에서 특정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눈을 뜨면 언제나 넓은 공간이 우리 시야를 채
운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 시야 내에 있는 제한된 지역의 점유물에 주의를 집중한다.

Langacker(1999[2001]: 122)에 따르면 무대(setting)는 공간이나 시간의 전국적 팽
창이다. 위치(location)는 공간적 혹은 시간적 무대의 어떤 ‘조각’, 즉 어떤 물체나
사건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다.18) 주어진 위치에서 발견되는 개체는 그 위치의
점유자(occupant)라 한다. 공간적 위치의 경우에는 사람이나 물리적 물체가 점유자
이며 시간적 위치의 경우에는 사건이나 상황이 점유자이다. 사람과 물체는 단순히
위치를 점유할 뿐인데 반해, 사람들과 물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간주된
다. 특히 가장 흔히 힘-동력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간주된다. 사람과 물체들
은 사건이나 상황을 이루는 관계에 종사함으로써 참여자들(participants)이 되고 규
범적 사건은 두 참여자들 사이의 동력적 상호작용으로 구성된다.

(1) 가. 他吃了一个苹果。
나. 他在房间里走来走去。

(1가)와 (1나)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8) A setting is a global expanse of space or time. A location is some “fragment” of a spatial or
temporal setting, e.g. the portion containing a certain thing or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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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참여자1

참여자2

참여자
무대

<그림 2-1> 힘-동력

<그림 2-2> 참여자와 무대

<그림 2-1>을 보면 (1가)를 영상도식으로 나타낸 경우로서 ‘참여자1’은 ‘他’이고
‘참여자2’는 ‘苹果’이다. 보다시피 사건의 두 참여자이고 둘 사이에는 힘-동력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참여자가 위치해 있는 장소 비록 (1가)에서는 발
화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 ‘집’ 또는 ‘식당’ 등 처소가 ‘무대’가 될 것이
다. 이어서 <그림 2-2>는 (1나)를 도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때 ‘他’는 사건의 참여
자이고 ‘房间’은 사건의 무대이다. 보다시피 이 사건에서 ‘他’와 ‘房间’의 상호관계
는 힘-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후자에 위치해 있는 관계이다. 이처
럼 처소명사구는 발화에 쓰여 사건의 무대 역할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위와 같
은 현상은 이상적인 무대와 참여자의 모습이다. 즉 사람과 조그마한 물리적 물체
가 참여자 기능을 하기에 적합하고 공간적이거나 시간적인 큰 지역은 무대 기능을
하기에 적합하다. 그렇지만 참여자와 무대, 위치로서의 지위가 어떤 개체의 내재적
성질이 아니며 그 개체가 전국적 상황맥락에서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달려 있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2) 가. 他在公园里遇见了老师。
그는 공원에서 선생님을 만났다.
나. 他在等公园里的朋友。
그는 공원에 있는 친구를 기다린다.
다. 公园遭到人为破坏。
공원이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었다.

(2가~다)를 각각 도식으로 나타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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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1

참여자2

참여자1

참여자2

사람

무대

무대
<그림 2-3> 참여자와 무대

참여자1

<그림 2-4> 참여자와 무대

<그림 2-5> 참여자와 무대

<그림 2-3>은 (2가)를 도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 ‘公园’은 무대기능을 하고
<그림 2-4>는 (2나)를 도식으로 나타낸 결과로 이 경우 ‘公园’은 목적어인 ‘참여자
2’의 위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며 (2다)를 나타낸 <그림 2-5>에서는 ‘公园’이 참여
자 기능을 한다. 한 개체가 무대로 해석되느냐 위치로 해석되느냐 또는 참여자로
해석되느냐 하는 것은 그 개체의 형태나 위치 또는 절에서 그 개체가 가지는 문법
적 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확인될 수는 없다. 따라서 참여자와
무대는 발화에서 문법적 관계를 바탕으로 정해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2.2.2 탄도체(Trajector)와 지표(Landmark)
인간에게는 자동적으로 주의의 초점을 달리하여 장면을 지각하는 기본적 인지
능력이 존재하는데, 이로써 어떤 대상이나 사태의 장면을 파악할 때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지각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지각된 장면의
한 부분은 주의의 초점을 부여하여 현저한 대상으로 전경화(foregrounding)하고 나
머지 부분은 주의의 초점에서 벗어난 대상으로 배경화(backgrounding)하기 때문에
지각된 장면은 인지적 현저성의 차이가 난다.19) 이러한 인지적 현저성의 차이에
의해 장면에서 공간적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 가운데 전경화 되는 대상을 탄도체

(tr)라 하고, 배경화 되는 대상을 지표(lm)라 한다.20)
19) 언어 표현을 통해 우리는 개념적 세계의 특정한 부분에 접근한다. 중심적 영역은 주변적
영역에 비해 접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의미에서 전경화 된다. 그렇다면 배경이란 근원영
역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데 근원영역은 대개 더 구체적이거나 신체적 경험에 더 직접
적으로 정박하고 있어서, 목표영역을 조망하고 이해하는 관점이 되는 개념적 배경을 제공
한다. 따라서 전경과 배경은 담화에서 많이 구현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이야기에서 인물
과 상황에 대한 정적인 기술이 배경의 역할을 하고 이 배경을 바탕으로 ‘줄거리’-일련의
한정된 사건이 일종의 형태로 두드러지는데 이것이 바로 화자가 전경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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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acker(2008[2014]: 105)에서는 서로 다른 정도의 현저성이 사건의 참여자들에
게 주어지고 그 중 가장 현저한 참여자 즉 일차적 초점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개체
가 탄도체가 되고 다른 참여자가 이차적 초점으로 되어 지표가 된다고 하였다. 다
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3) 가. X在Y的上面。
X가 Y의 위에 있다.
나. Y在X的下面。
Y가 X의 아래에 있다.

(3가~나)는 동일한 명제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즉 각각 일차적으로 수직축과 관
련하여 두 물체의 상대적인 공간상 위치를 나타낸다. 이 둘은 또한 동일한 관계에
윤곽을 부여함으로써 지시적으로는 (3가)와 (3나)가 동일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차이점은 사건의 두 참여자들 중 어느 참여자에 현저성을 더 부여
하느냐에 따라 전경과 배경이 달라지는 것이다. 다음은 Langacker(2008[2014]: 105)
에 제시된 <그림 3.9>를 인용한 것이다.

<위>

<아래>

X

tr

X

lm

Y

lm

Y

tr

<그림 2-6> 탄도체와 지표 ‘위’와 ‘아래’

20) Langacker(1987[1999]: 123)에 따르면 탄도체란 용어는 운동을 떠올리게 하는데 물리적 활
동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탄도체는 일반적으로 공간적 탄도를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사실
상 물리적이든 추상적이든 운동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이 도식적 기술은 정적 관계와 동
적 관계에 모두 적용된다. 관계서술에서 다른 현저한 개체들은 지표라 부르며 지표는 당
연히 탄도체의 위치를 잡아 줄 때 참조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그리고 주어와 목적어 개념은 각각 탄도체와 지표의 특별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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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과 같이 왼쪽 그림은 (3가), 오른쪽 그림은 (3나)를 나타낸 것이다. 이
를 통해 (3가)와 (3나)에서 탄도체와 지표가 서로 다르게 선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21) 하지만 앞서 살펴본 (3가~나)와 같이 탄도체와 지표가 늘 역전되는 관계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공간적 장면을 형성하는 참여자들의 크기나 특성
등에 따라 탄도체와 지표는 비대칭적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특히 처소명사구가 쓰
이는 발화가 그러한데 처소명사구는 일반적으로 지표로 선택된다. 다음 예문을 보
기로 하자.

(4) 가. 学生们在教室里。
학생들은 교실 안에 있다.
나. 教室里有很多学生。
교실에는 학생들이 많다.

(4가~나)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r

tr

lm

lm
<그림 2-7> 탄도체와 지표

<그림 2-7>를 보면 왼쪽 도식은 (4가)를 나타내고 오른쪽 도식은 (4나)를 나타낸
다. 이 두 도식을 비교하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가)에서 탄도체는 ‘学生们’이
고 지표는 ‘教室’로서 주어가 탄도체로 선택되는 중국어의 기본어순을 가진 문장
이다. 계속해서 (4나)를 보기로 하자. (4나)의 경우는 무대-주어구문으로서 처소를

21) Langacker(2008[2014]: 105)에서는 초기 연구에서 그는 모든 관계적 표현이 탄도체와 지표
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서 윤곽관계가 유지된다고 말했는데 그러한 정의 하에서는
탄도체와 지표가 별개일 필요가 없고 또한 개별적으로 현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수의 표현이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또 동일한 관계에 윤곽을 부여함에도 불구하
고 탄도체와 지표를 다르게 선택하는 경우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초점 현
저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에 대해 ‘탄도체’와 ‘지표’라는 두 용어를 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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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教室里’가 주어인 문장이다. 하지만 ‘教室’가 주어라고 해서 탄도체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教室’가 지표로 선택되어지고 탄도체는 ‘学生’을 나타
낸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건을 관찰할 때 유정물이나 크기가 작고 이동이 가능한
대상을 탄도체로, 크기가 크고 이동성이 크지 않아 안정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물체나 공간을 지표로 파악하여 기술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것이 인간이 보편적으로 공간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즉 특정 대상의
공간성을 파악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대상과 관련된 주변의 다른 대상, 즉
참조 대상과 결부시키는데, 특정 대상을 가장 쉽게 찾아낼 수 있고 그 공간성을 명
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참조 대상으로 삼는다. 탄도체의 공간적 특성을 보
다 잘 밝힐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참조 대상을 선택하여 지표로 삼고, 이 참조 대
상을 통해 공간적 특성이 밝혀지는, 이동성을 갖는 현저성을 띤 대상을 탄도체로
구조화한다. 따라서 무대-주어 구문에서는 (4나)와 같이 공간적 특징을 가진 ‘教室’
가 주어로 쓰이지만 그 안에 위치한 ‘学生’이 탄도체로 선택되고 ‘教室’는 지표로
선택되기 때문에 비대칭적인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공간적 장면을 구성하는 탄도체와 지표는 특정한 ‘공간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공간 관계는 탄도체와 지표의 상호작용적 관계로서 대개 지표를 단서로 탄도체의
위치를 기술한다. 예를 들어 (4나)에서 지표는 ‘教室’로서 이때 탄도체인 ‘学生’의
기능이나 행위의 범위를 지표인 ‘교실 안’으로 제한한다.
이상 인간은 공간적 장면을 형성하고 인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경험대상
을 선택적 주의에 따라 전경과 배경으로 나누어 지각하기 때문에 공간적 장면도
자연스럽게 탄도체와 지표로 분리하여 조직한다. 따라서 지표는 탄도체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기준점으로 역할을 하고 실제 탄도체의 위치는 지표와 관련된 영역
즉 탐색영역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3 참조점(reference point)
인지문법은 근본적 인지 능력과 경험적으로 도출된 인지모형이 직접적이고 편
재된 언어적 표상들을 가지고 있으며, 역으로 인지모형은 언어구조가 기본적인 심
리적 현상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김종도(2002: 171)에서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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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개체들이 동일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
하지 않듯이 개체들이 동일하게 현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어떤
개체는 자신의 내재적 속성 때문에 혹은 우리가 부여한 감정이입(empathy) 때문에
다른 개체보다 더 현저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현저한 개체는 우리가 쉽게 위
치를 파악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개체는 다른 더 현저한 개체를 참조해서
위치를 포착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더 현저한 개체를 참조하여 덜 현저한 개체
의 위치를 포착하는 것을 참조점 모형(reference point model)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조점 현상은 매순간의 경험에서 아주 근본적이고 보편적이어서 대체로 우리
는 그것을 망각한다. 소유 표현 분석의 경우에, 참조점 현상은 다른 개체 개념과의
심리적 접촉을 확립할 목적으로 한 개체 개념을 소환하는 능력, 다시 말하면 개별
적으로 의식하기 위해서 그 개체를 솎아 내는 능력으로 가장 잘 기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두칠성 끝에까지 뻗어 있는 경로를 심리적으로 추적해 올라감으로써
북극성의 위치를 포착할 때, 우리는 지각적 참조점을 사용한다.
우리의 참조점 능력은 명시적인 주의의 분계점 아래에 남아 있다. 우리는 그런
종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그 능력을 사용할 뿐이다. 예를 들어,
숫자를 세고 있을 때 우리는 1 다음 2를 세고 2 다음 3을 세지만 우리는 2를 셀 때

1을 참조점으로 하고 3을 셀 때 2를 참조점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은 Langacker(1999[2001]: 265)에서 제시하고 있는 참조점 모형이다.

T
R
D
C
<그림 2-8> 참조점 모형 (C=개념화자, R=참조점, T=목표, D=영향권)

<그림 2-8>은 개념화자(C)가 어떤 개체(R)를 참조점으로 삼고 참조점의 영향권
내에 있는 다른 어떤 개체(T)와 심리적 접촉을 가져서 위치를 포착하는 것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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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다. 개념 화자가 어떤 개체의 위치를 포착한다는 것은 개념화자가 참조
점(R)을 통하여 목표(T)를 식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D는 화자가 영
향권(dominion)으로 부르는 추상적 개체를 나타낸다. 영향권은 특정 참조점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개념적 지역(또는 개체들의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굵은 선의
원은 전 처리시간 동안의 참조점과 목표의 지속적인 현저성을 나타낸다. 처음에는
참조점이 내재적이거나 맥락적으로 결정되는 어떤 인지적 현저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어떤 개체가 가장 먼저 참조점으로 선택되게 되는 것은 바로 어떤 종류의 현
저성 탓이다. 어떤 개념이 참조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활성화되어서 현
재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체로 확립되어야 한다.
인지 문법은 현저성이 참조점 선택의 유일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므로 어떤 개체
라도 주위의 다른 개체들보다 더 현저하면 참조점이 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감정
이입 현상은 ‘전체 > 부분’, ‘구체적 물체 > 추상적 물체, 인간 > 물체’와 같은 계층
구조를 이룬다. 이 계층 구조에서 선행 개체는 후행 개체보다 더 현저하여 참조점
이 될 가능성이 높다.
참조점의 영향권은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 가능하다. 참조점의 이웃, 참조점을
통한 위치 포착이 가능한 물체들의 집합. 예를 들어 “Where is your school?”에 “It

is in Korea.”라는 대답은 참조점과 영향권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다. 예를
들어 “Where is Seoul?”에 대한 응답으로 “It is by our school.”은 이상하다.

Langacker (1991[1999])는 소유 동사(have), 소유 표현, 그리고 은유나 환유까지도
참조점 모형에 관련지어서 분석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어와 화제도 결국은 참조
점 세우기와 관련지어야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인지언어학에서는 환유가 기본적인 참조점 현상이라고 인정한다. 임지룡(1997:

199)에 출현하는 환유를 나타내는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5) 가. 안동은 인심이 좋다. (안동 = 안동사람)
나. 백악관이 그 일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악관 = 미국 대통령)

(5가)는 장소인 ‘안동’으로 장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인 ‘안동사람’을 지칭하는
경우이고 (5나)는 건물인 ‘백악관’으로서 그 건물에 거주하는 ‘주인’을 지칭하는 경
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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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환유적 표현에 의해서 지시되는 개체는 원하는 목표에 심리적으로 접근하
게 해주는 참조점의 기능을 한다. (5가)에서 ‘안동’을 통해 화자는 ‘안동사람’을 지
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안동’은 <그림 2-8>에서 보면 R(참조점)에 해당하고 ‘안
동사람’은 참조점을 통해 목표영역에 이르기 때문에 T(목표)로 볼 수 있다. (5나)
또한 마찬가지로 ‘백악관’이 참조점이고 ‘미국대통령’은 참조점을 통해 개념화자
의 심리적 경로가 이르는 목표영역이다. 이처럼 바로 채택되는 참조점이 목표를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시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혼동
되지 않는다. 우리의 참조점 능력이 근본적이고 편재해 있기 때문에 환유는 널리
퍼져 있다. 우리의 참조점 능력에 의해서 정선된 환유적 표현은 우리에게 현저하
고 쉽게 부호화되는 한 개체를 언급하게 해주며, 이로 인해 덜 흥미롭거나 이름 짓
기 더 어려운 목표를 근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소환하도록 해준다.

2.3 처소를 나타내는 격 표지
2.3.1 격(case)에 대한 정의
격(格)은 희랍어 ptõsis, 라틴어 casus, 영어 case가 차례로 번역돼 이어져 온 것으
로, 한국어로는 ‘자리’ 또는 ‘틈’으로 불려 지기도 한다. Case의 어원인 casus가 ‘떨
어짐’이나 ‘일탈’을 의미했던 것에 비해, case의 번역인 格은 일본 문법에서 따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资格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격이라는 말은 원래 명사뿐 아
니라 동사의 변화를 의미하기도 했는데, 문장을 이루는 두 가지 주요 요소, 즉 명
사와 동사의 기본형이 있고 이에 대한 변화형을 빗나간(떨어진) 형태(격)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 이후 BC 3세기부터 스토아학파에 의해 격이라는 용어가 명사 격변
화에 한정되어 쓰였다. 오늘날의 격의 개념과 같은 문법범주가 알렉산드리아 학파
의 Dionysus Thrax(B.C 179-90)에서부터 성립되었다. 그는 명사를 정의하여 명사는
격변화를 하며, 사람이나 사물을 의미하는 품사라 하고, 명사는 성, 유형, 형태, 수,
격 다섯 가지 특질을 가진다고 하였다.
격의 정의에 대한 논의는 전통문법, 격문법, 생성문법 등 언어학 이론의 변천에
따라 다른 각도에서 연구되어 왔다. 전통문법에서 격에 대한 기술은 주로 고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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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어와 라틴어에 기초한다. 전통문법에서는 격이 정확히 정의되거나 규정되기보
다는 일반적으로 어느 언어에서 어떤 격들이 있는지, 격들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
는지, 각 격의 대표적인 기능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다루어 왔을 뿐, 격이 어떤 통
사적 과정을 거쳐서 실현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그 후 격문법과 생
성문법 등 이론 언어학에서 격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면서 그 실현 기제 혹은
격의 존재 이유에 대한 구명이 시작되었다. Fillmore(1968)에서 언어는 표층 외에
심층이 있고 심층은 언어 보편성을 가진다는 이론에 따라 격문법의 틀을 문법의
기저구조로서 제시하게 되었고 문법 이론에서의 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심층 격
에 입각한 보편문법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는 격은 단문의 심층구조 상에서 서술
어를 핵으로 한 명사들의 통사⋅의미론적 관계라 하였다. Chomsky(1965)는 문체상
의 어순도치와 같은 변형으로는 격을 영향주지 않지만, 격은 일반적으로 심층구조
가 아니며, 표층구조에 있어서의 명사의 위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Chomsky의 생성문법체계-구문구조에서, 통제와 결속 이론을 거쳐, 장벽이론과 그
이후 최소이론 및 필수이론까지 격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고 계속
발전되고 있다. 생성문법에서 격이란 전통 문법에서의 격과 달리, 추상적인 격

(abstract case)을 의미하고, 형태론적인 격과 구별하기 위해 보통 대문자 C를 사용
한다.

Blake(1994)의 다음 정의는 좁은 의미의 격 개념으로서 고전적 격 정의를 대표한
다고 할 수 있다.

격이란 명사들이 핵어(head)에 대해 갖는 의존인 관계를 표시하는 체계이다. 전
통적으로 이 용어는 곡용 표시(굴절 표지)를 가리킨다. 특히 절(clause) 차원에서
명사가 동사에 대해 갖는 관계나 구(phrase) 차원에서 명사가 전치사 또는 다른
명사에 대해 갖는 관계를 나타낸다.22)

이 정의에 의하면, 격은 곡용 표시(굴절 표지)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며, 동사의
지배를 받는 명사와 전치사 뒤에 나타나는 명사 그리고 소유격 명사가 이에 속한
22) Case is a system of marking dependent nouns for the relationship they bear to their heads.
Traditionally, the term refers to inflectional marking, and, typically, case marks the relationship
of a noun to a verb at the clause level or of a noun to a preposition or another noun at the
phrasal level. (Blake, 199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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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어를 갖지 않는 호격(vocative) 따위는 격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정의는 굴
절어인 유럽언어 중심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보다 넓은 의미의 격 정의를 대표할
만한 것은 다음 König(2004a)의 정의이다.

격이란 명사/명사구가 핵어(head)에 대해 어떤 유형의 관계를 갖는가를 표시하
는 곡용 체계이다. 곡용 체계란 접사, 성조, 강세 전이나 어근 축소 등을 통해 나
타난다. 부치사 체계는 S, A, O23) 와 같은 핵심 참여자(성분)가 부치사(adposition)
로 표시되는 경우에만 격 체계에 포함된다.24)

이 정의는 Blake(1994)의 정의를 바탕으로 하되 곡용 체계(inflectional system)를
넓은 의미로 해석함과 동시에, 전치사와 후치사를 함께 일컫는 개념인 ‘부치사’에
의한 격 표시를 인정하고 있다.

2.3.2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중국어의 격(Case)
전통적인 격 정의는 명시적인 형태 표지가 있는 경우만을 ‘격(case)’이라고 부른
다. 이러한 유형의 언어를 이들은 ‘격 언어(case language)’라고 하며(Blake, 1994: 1),
독일어나 한국어가 이 유형에 속한다. 명시적인 형태 표지가 없는 언어의 경우 명
사의 주요기능은 어순을 통해 나타나는데, 이러한 유형의 언어를 ‘무격 언어

(caseless language)’ 또는 ‘격 패턴 언어(case pattern language)’라고 부른다. 영어, 중
국어, 베트남어, 타이어 등을 여기에 넣었다(Blake, 1994: 14; König, 2004a: 4f). 안기
섭(2005)에서는 중국어의 격을 논의함에 있어서 이와 관련하여 부치사를 격 표지
의 범주에 넣는다면 ‘격 언어’와 ‘무격 언어’의 구분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어의 경우 부치사 중에서도 후치사에 속하는 조사가 격 표
23) 이 정의에서 핵심 참여자(Core Participants)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S: intransitive Subject(자동사의 주어)
A: transitive subject (Agent)(타동사의 주어)
O: transitive Object (혹은 P = Patient)(타동사의 목어)
24) Case is an inflectional system of marking nouns/noun phrases for the type of relationship they
bear to their heads. Inflectional systems are expressed by affixes, tone, accent shift, or root
reduction; adpositional systems are included only if they encode core participants such as S, A,
and O. (König, 2004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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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고, 이에 의하여 ‘격 언어’로 분류하면, 비록 핵심 참여자인 주어, 목적어, 소유
격 관형어의 기능을 범주 삼아 분류한 개념이지만 한국어의 조사가 나타내는 여타
관계나 영어의 전치사가 나타내는 여타 관계로까지 넓힐 경우, 중국어의 개사(전
치사에 상당)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의존적 관계 또한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이
다. 특히 중국어의 개사는 의미상 타동사의 목적어인 명사나 명사구의 앞에도 쓰
이기 때문에 ‘무격’의 의미는 사라지고 만다고 하였다.
앞서 살펴본 좁은 의미의 격과 넓은 의미의 격을 종합해본다면 사실상 ‘격은 곧
문장 가운데서 명사 또는 명사구가 갖는 기능을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격이란 문장에서 명사 또는 명사구가 다른 낱말 또는 구에 대해 갖는 문법 기능
내지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핵심 참여자 중심의 격 개념에 따르면 중국어의 격은 분명 기본으로 어순에 의
해 결정되므로 ‘무격 언어’가 된다. 하지만 넓은 의미의 격을 다룰 때, 특히 유형론
적 관점에서 격을 논할 때 개사(전치사)는 중국어에서 격 표시 기능이 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송경안⋅이기갑(2008: 15)에서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볼 때 격 실현방법은 개별
언어에 따라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6) 가. 어순(Word order)
나. 명사구 표지(NP—marking)
다. 교차지시(Cross-reference)

어순에 의한 격 실현이란 특별한 형태적 장치가 없이 어순으로 명사의 주요 기
능이 표시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언어를 무격 언어 혹은 격 패턴 언어라고 부
른다.
명사구 표지에 의한 격 실현이란 명사구에 형태적 격표지(morphological marker)
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는 격어미에 의한 표시 방법과 부치사에 의한
표시 방법이 있다. 부치사(adposition)란 전치사와 후치사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교차지시란 동사나 조동사류에 명사에 대한 정보가 표시되는 경우를 말하며 유
럽 언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주어-동사 일치 현상(agreement)이 그 대표적인 예이
다. 개별언어에 따라 이상에서 살펴본 세 가지 격 실현 방법 가운데 한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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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을 함께 쓰고 있는 언어들도 많다. 영어의 경우
보통 어순에 의해 격이 표시되지만 대명사에는 격 변화 형태가 남아 있고 광범위
한 격을 말할 때 전치사에 의한 격을 실현할 수도 있다.
중국어의 경우, 명사 또는 명사구가 문장에서 갖는 기능, 즉 참여자의 격은 기본
적으로 어순에 의해 나타난다. 그러므로 좁은 의미에서 볼 때 중국어는 ‘무격 언
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7) 가. 我爱妈妈。
나는 엄마를 사랑한다.
나. 妈妈爱我。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7가)의 경우는 ‘我’가 주어이고 목적어는 ‘妈妈’이며 (7나)에서는 ‘妈妈’가 주어
이고 ‘我’가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계속해서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8) 가. 我吃苹果。
나는 사과를 먹는다.
나. *苹果吃我。
사과는 나를 먹는다.

(8가)에서 ‘我’는 주어이고 ‘苹果’는 목적어이다. 하지만 (8나)는 비문이다. 주어
가 ‘苹果’이고 목적어가 ‘我’이며 술어가 ‘吃(먹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무표
적인 문장에서 중국어는 어순에 의해 참여자의 격이 할당되는데 가령 동사의 앞에
놓이는 명사구가 주격(행위자)을 담당하고 동사의 뒤에 놓이는 명사구가 목적격

(피위자)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8나)는 중국어의 어순에 어긋나기 때문에 비문
이 된 경우이다. 하지만 중국어 문장에서 참여자가 늘 주격, 목적격 두 명사구만 출
현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목적어를 동사 앞에 전치시키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9) 가. 小王的父亲是医生。
왕씨의 아버지는 의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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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我把苹果吃了。
나는 사과를 먹었다.

(9가)를 보면 여기서 ‘的’는 앞의 명사구와 뒤 명사구를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
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9나)에서는 목적어 ‘苹果’ 앞에 ‘把’를 씀으로써 원래 동
사 뒤에 있어야 할 목적어를 동사 앞에 놓고 있다. 즉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격이 문장 가운데서 명사 또는 명사구가 다른 낱말 또는 구에 대해 갖는 문법 기
능 내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9가~나)의 경우 ‘的’와 ‘把’도 격을 나타내는
일종의 수단 또는 표지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다면 중국어는 한편으로
는 어순에 의해 나타내는 격이 존재하고, 또 한편으로는 명사구와 명사구 간의 의
미상의 격과 개사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격이 존재하는 언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어는 무표격 언어에서 유표격 언어로 변해 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인류언어의 보편성을 추구하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중국어의 격을 바라
본다면 전통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 시야를 조금 넓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격 언어’와 ‘무격 언어’로 분류한다면 중국어는 어순에 의해 S(자동사의 주어), A
(타동사의 주어), O(타동사의 목적어)의 격을 나타내는 ‘무격 언어’에 속한다. 하지
만 격의 범위를 다소 넓히면, ‘的’는 소유격 표지로 간주할 수 있게 되어 ‘유표’의
격이 있는 언어로 볼 수도 있으며 아울러 술어와 목적어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
지 의미관계와 개사와 목적어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관계를 포함하여 ‘격’범주를
설정하면, 중국어는 어순이 나타내는 기본적인 ‘격’ 외에도 여러 가지 ‘유표’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안기섭(2005)에서는 한국어의 후치사인 조사가 나타내는 격을 인정하는 넓은 의
미의 격 관념을 중국어의 전치사인 개사에 적용한다면 개사에 의해 여러 가지 격
이 나타난다고 하였다.25) 그중에서 본 논의와 관련된 개사 ‘在’, ‘到’, ‘往’ 등을 살
펴보면 ‘在’의 경우 처소사 앞에 나타나는 경우 처격을 나타낸다고 보았고 ‘到’와

‘往’은 향격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는 현대중국어는 무격, ‘的’에 의한 소유격 표
현, 동사와 목적어 간 의미상의 격 등에 그치지 않고, 부치사로서의 개사가 나타내
25) 안기섭(2005: 110)에서는 부치사 중에서도 전치사에 속하는 개사가 나타내는 격 범주는 아
주 복잡하다. 처격, 시간격, 범위격, 통과격, 주격, 향격, 공동격, 비교격, 탈격, 대상격, 목
표격, 이유격, 여격, 도구격, 의거격, 포함격, 제외격, 피동격, 대체격, 목표격, 처치격 등의
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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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관계까지를 포괄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서구 언어에서 부치사의 격 기능이
격의 범주에서도 다루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어의 개사는 대부분 동사에 근
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사로 겸하여 쓰는 것이 많아 격의 범주에 넣을 이
유가 충분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본고에서는 중국어 개사도 격을 나타내는 표지로 볼 수 있다는 유형론
적인 관점에서 개사 ‘在’, ‘到’, ‘往’ 그리고 처소사 뒤에 후행하는 ‘里’에 대해서도
그들을 격표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7장에서 별도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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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는 처소사가 어떤 경우에 ‘里’를 후행하고 어떤 경우에 ‘里’를 후행하
지 않으며 인간이 공간을 인지하고 발화하는 것 사이에 어떠한 도상성이 있는지
등의 문법현상을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처소사를 앞서
분류한 기준에 따라 우선 ‘在’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해당 처소사와 ‘里’의 제약
관계를 밝히고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내재적인 문법기제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吕淑湘(1980) 现代汉语八百词에서는 ‘在’에 대해 동사, 부사, 개사 등 세 품사
로 나누고 있는데 부사의 경우 본 연구와 큰 관련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동사와
개사 두 품사에 대해서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동사의 경우 세 의미항목을 두었다.

① 存在。
(父母健~／精神永~)
② 表示人或事物存在的处所，位置。
(文件~桌上／小陈~图书馆)
③ 在于; 决定于。可带名词，动词或小句作宾语。
(体育锻炼贵~坚持／这事~你自己)

다음은 개사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개사의 경우 ‘시간, 처소, 방위를 나타내는
단어와 결합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처소와 관련된 설명만 언급하기로 한다.

① 指动作发生或事物存在的处所，‘在…’用在动词，形容词或主语前。
(~高空飞翔／~休息室里，大家谈得很高兴)
② 指出生，发生，产生，居留的处所，‘在…’可在动词后或前。
(住~动城／~北京出生／在老张家里发生了一件事)
③ 指动作达到的处所，‘在…’用在动词后。
(跳~水里／看~眼里，记~心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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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在’는 동사와 개사로 쓰일 때 뒤에 처소사를 목적어로 가질 수 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뒤에 처소사가 나타나는 경우 동사 ‘在’ 뒤에 쓰이면 동사의
목적어로 보고 ‘在+처소명사구’구문, 개사 뒤에 쓰이면 개사의 목적어로 보고 개사
구가 동사 앞에 쓰이는 경우 ‘在+처소명사구+VP’구문으로, 동사 뒤에 쓰이는 경우

‘V+在+처소명사구’구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쓰이는 예문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해당 구문의 ‘처소명사구’로
나타나는 명사에 대해 우선 장소명사와 일반명사로 분류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장소명사와 일반명사는 ‘里’에 대한 의존도에 대해 확연한 차이를 보이
기 때문에 ‘里’의 출현제약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큰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 논의를 바탕으로 우선 장소명사에 대해 각 구문에서 처소명사구로 쓰이면서

‘里’와 함께 나타날 때와 단독으로 쓰일 때 어떠한 차이점을 보이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일반명사가 각 구문에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3.1 장소명사와 ‘里’의 공기관계
BCC검색결과 ‘在’ 뒤에 놓이는 장소명사+‘里’의 빈도수가 많은 10개를 열거하
면 다음 <표 3-1>과 같다.

<표 3-1> 장소명사+‘里’의 출현빈도
屋里(3925)26)

房间里(3414)

医院里(1968)

屋子里(1765)

学校里(3091)
厨房里(1663)

办公室里(2193)

院子里(2119)

客厅里(1646)

店里(1638)

3.1.1 ‘在+처소명사구’구문에서 ‘里’와의 공기 관계
이 절에서는 동사 ‘在’ 뒤에 나타나는 장소명사의 출현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빈도수에 따라 열거해 놓은 ‘在’ 뒤에 나타나는 장소명사 중에서 어떠한 장소

26)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BCC에서 ‘在+n+里’를 검색하였을 때 장소명사가 나타나는 출현횟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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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가 ‘里’와 함께 동사 ‘在’의 목적어로 쓰이고 또 ‘里’ 없이 장소명사 단독으로

‘在’의 목적어로 쓰이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표 3-1>에 있는 장소
명사의 출현 빈도 순서대로 ‘里’가 후행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의 예문
을 보기로 각각 한 개씩 열거하였다.

(1) 가. 我眼泪一下子就涌出来了. 还好自己在屋里。
나. “哟，闹半天你在屋，我还跟老江说你出去了呢！”
(2) 가. 太太出去打牌了，二小姐刚刚才回来，在房间里。
나. 下午1点半，龙军的弟弟去学校，只留龙军1人在房间。
(3) 가. 有一天，别的学生都出去了，单留她一个人在学校里。
나. 亲爱的，你走了，却剩我一个人在学校。
(4) 가. 我抬起头来，微笑道：“你们好，来早了呢！总经理在办公室里。”
나. 下午一个人在办公室, 突然感觉到工作的美好。
(5) 가. 我在你们这儿看到这么多农夫在院子里。
(6) 가. 我本来想问什么事，后来就懒得问，反正人在医院里，不会差。
나. 人在学校，心在医院，我整天魂不守舍，情绪低落。
(7) 가. 彼得听了很是惊奇。觉得这叫声就在屋子里。
나. 我真的很害怕自己一个人在屋子, 四周尤其寂静的让人心里直哆嗦。
(8) 가. 房间里很热。我和他都在厨房里。
나. 他是这样的，不在书房就在厨房。
(9) 가. 电话不在这边, 在客厅里。
나. 迎接他的是一张字条：“皮箱在客厅。皮鞋在壁橱里。”
(10) 가. 只要这个营业员还在店里，消费者就会走进这个店。
나. 气死我了！就剩我一個人在店了。

위와 같이 예문 검색을 통해 각각의 출현빈도를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각 예문에
쓰이는 주어가 유정물인지 무정물인지도 같이 관찰해 보았다. <표 3-1>에 열거된

10개의 장소명사를 모두 검색한 결과 도출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 <표 3-2>와 같
다.27)
27) BCC에서 동사 ‘在’ 뒤에 쓰이는 처소사 ‘n’과 ‘n里’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우선 검색 키워
드에 각각 ‘在n里。’, ‘在n里,’, ‘在n里!’, ‘在n里?’ 등으로 1차 검색을 한 후 ‘在’ 앞에 동사
가 놓이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v在n里’를 ‘排除’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예문을
추출한 후 예문들을 수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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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在+장소명사’구문에서 장소명사와 ‘里’의 공기 비율
순
차
1
2
3
4
5
6
7
8
9
10

장소명사

출현빈도

주어: 유정물

주어: 무정물

屋里
屋
房间里
房间
学校里
学校
办公室里
办公室
院子里
院子
医院里
医院
屋子里
屋子
厨房里
厨房
客厅里
客厅
店里
店

293
19
153
83
50
135
66
166
47
0
97
328
89
1
74
94
67
118
111
5

285
19
148
77
47
72
62
159
43
0
97
314
80
1
63
88
64
113
109
4

8
0
5
6
3
63
4
7
4
0
0
14
9
0
11
6
3
5
2
1

‘里’ 공기 비율

94%
6%

65%
35%

27%
73%

28%
72%

100%
23%
77%

99%
1%

44%
56%

36%
64%

96%
4%

<표 3-2>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屋’, ‘院子’, ‘屋子’, ‘店’
등 장소명사는 ‘在’의 목적어로 쓰일 때 ‘里’를 후행하는 경우가 각각 94%, 100%,

99%, 96% 등을 차지하는 만큼 그 비율이 아주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房间’의 경
우가 ‘里’와 함께 나타나는 빈도가 65%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또 ‘里'가 후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在’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 장소명사가 있는데 이들은

‘里’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낮았다. 따라서 이들 장소명사들의 ‘里’에 대한 의존
도를 보면 ‘医院’(23%), ‘学校’(27%), ‘办公室’(28%), ‘客厅’(36%), ‘厨房’(44%) 등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 장소명사 뒤에 ‘里’의 후행여부와 출현빈도에 따라 의존성
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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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장소명사의 ‘里’에 대한 의존도

<里에 대한 의존도 높음>
↑

院子(100%), 屋子(99%), 屋(94%), 店(96%)

房间(65%)

--------------------------------------------50%
厨房(44%), 客厅(36%)
医院(23%), 学校(27%), 办公室(28%)
↓

<里에 대한 의존도 낮음>

<표 3-3>를 통해 장소명사 중에서도 동사 ‘在’의 뒤에서 목적어로 출현할 때 ‘里’
를 자주 후행하는 장소명사가 있는가 하면 또 ‘里’가 없이 단독으로 목적어로 쓰이
는 경우가 더 흔한 장소명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장소명사는 동사 ‘在’ 뒤
에 목적어로 쓰일 때 반드시 ‘里’를 후행해야 하는지 또는 반드시 ‘里’ 없이 단독으
로 출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 중에
는 ‘里’에 대한 의존성이 강한 장소명사가 있고 또 반대로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약
한 장소명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里’에 대한 의존도는 강에서 약으로 또
는 약에서 강으로 점진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어의 위치
에 유정물이 많이 쓰이고 무정물은 상대적으로 아주 적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인간이 어떠한 사건을 서술할 때 ‘누가 어디서 무엇을 하다’와 같
이 ‘인물’, ‘장소’, ‘구체적인 일’ 등 순서로 사건을 인지하고 기술하는 습관이 있다.
따라서 존재문의 경우에는 존재물이 유정물인지 무정물인지에 따라 유정물인 경
우에는 ‘누가 어디에 있다’라는 방식으로 유정물을 주어로 기술하는 것이 보편적
이고 반면에 무정물인 경우에는 ‘어디에 무엇이 있다’라는 서술방식을 무대 주어
구문으로 택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在’존재문에서 주어로 쓰이는 어휘들을 보
면 대부분이 사람을 지칭하는 유정물이 많고 무정물이 쓰이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무정물이 주어의 위치에 쓰이는 경우는 문맥을 살펴보면 이
미 주어진 정보로 화자에게 인식되었을 경우 화제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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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주어의 위치에 쓰임을 알 수 있었다.

3.1.2 ‘在+처소명사구+VP’구문에서 ‘里’와의 공기 관계
장소명사가 개사 ‘在’의 목적어로 나타나는 경우 ‘在+처소사’가 동사 앞에 놓이
느냐 또는 동사 뒤에 놓이느냐에 따라 그의 통사적 기능과 의미를 연구하는 논의
는 많았다.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呂叔湘(1980: 46, 51), 朱德熙(1982: 182-183), 兪咏
梅(1999: 21-29), 林齊倩(2003: 72-78)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
해보면 개사구가 동사 앞에 쓰이는 경우, 동작이나 사건 발생 장소를 나타내고 동
사 뒤에 쓰이는 경우, 동작이 발생한 후의 종점을 나타낸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在+처소사’가 동사의 앞이나 뒤에 출현할 때 뒤에 ‘里’의 후행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기존 ‘在’개사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그가 서술어 앞에 위치하는지 아니면 뒤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어떠
한 통사 ⋅ 의미적 차이점을 보이는지에 논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는 장소명사가 개사 ‘在’의 목적어로 쓰일 때 어떤 경우에 뒤에 ‘里’가 후행
하고 어떤 경우에 단독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里’가 쓰이는 기제를 밝
히는 데 있기 때문에 통사 ⋅ 의미적 기능을 다룬 기존의 논의와는 연구 목적이
다르다.
다음은 ‘在+장소명사’가 동사 앞에 놓여 ‘在+처소명사구+VP’구문을 형성할 때
장소명사가 ‘里’와 함께 쓰이는 경우와 장소명사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의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3-1>에 열거해 놓은 장소명사의 순서대로 그들이 ‘里’와 같
이 나타날 때와 단독으로 개사 ‘在’의 목적어로 쓰일 때의 예문을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11) 가. 他急得团团转，在屋里转了一圈，又拉开门伸出头望望。
나. 今天我们在屋背英语, 做了好多有意义的事情。
(12) 가. 他从椅子上立起身来，在房间里走来走去。
나. 自己一个人在房间吃宵夜看电视，真够无聊的。
(13) 가. 有什么东西是国内孩子们在学校里学不到的？创造力？想象力？兴趣？
나. 大多学生离家比较远，午饭在学校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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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 他在办公室里坐了两个多钟头。
나. 这跨年的夜晚，只能一个人在办公室加班了。
(15) 가. 将近9点钟，只有两个人在院子里散步。
나. 新年第一缕阳光，我在院子晒太阳，时光仿佛倒转，牵动冗长的回忆｡
(16) 가. 医生说，你要在医院里住一段时间。
나. 孩子因难产死亡，产妇重伤，至今仍在医院抢救。
(17) 가. 她皱眉紧绞着手指，在屋子里走来走去。
나. 我坐在屋子看书，有人敲门。
(18) 가. 小峰从沙发上站起来，在厨房里找到了一瓶酒。
나. 人们不仅在厨房做饭，吃饭，还可以在这里聊天，玩耍。
(19) 가. 初云没有睡独自在客厅里看书。
나. 你先在客厅坐一下我进去告诉他一声。”
(20) 가. 这几天在店里看到的宝宝都很白，很漂亮，很可爱。
나. 好的一方面是她每晚在店打烊后，都会从后门偷溜上去和强尼共度一晚｡

위와 같이 장소명사들이 개사 ‘在’의 뒤에 놓여 개사구를 형성하여 동사 앞에
나타날 때 ‘里’를 후행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로 나누어 그 빈도수를 조
사한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28) 아울러 자주 출현하는 동사의 경우도
그 횟수를 조사하였다.

<표 3-4> 동사 앞에 출현하는 ‘在+장소명사’와 ‘里’의 공기 비율
순

장소명

차

사

출현
빈도

출현동사(횟수)

(횟수)
走来走去(86),

1

屋里

빈도비율

1753

看(78),

来回(69),

转

(55), 走(38), 呆(36), 坐(35), 睡觉(30),

98%

哭(24), 听(23)
屋

40

待(4), 呆(3), 看(3), 躲(1)

2%

28) 각 장소명사들의 출현빈도를 조사하는 방법은 검색어를 ‘在n里v’와 ‘在nv’로 검색한 후
‘在n里v’/‘在nv’ 앞에 동사가 놓이는 경우를 배제하기 위해 다시 ‘v在n’을 排除하는 방식으
로 예문을 추출하였다. (예를 들어 ‘屋’의 경우 ‘在屋里v’와 ‘在屋v’로 검색한 후 다시 ‘v在
屋’를 검색어로 넣어 배제시키는 방식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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走来走去(106), 看(79), 踱来踱去(67),
房间里

1468

做(33), 走(25), 放(25), 踱步(24), 转

73%

(23), 睡觉(22), 哭(20)

2

看(79), 吃(20), 睡觉(20), 听(19), 休息
房间

552

(18), 玩(14), 走来走去(13), 哭(9), 呆

27%

(8), 开(6)
学(82), 学习(39), 有(28), 看到(22), 读
学校里

1125

书(21), 做(17), 找(17), 开展 (17), 发生

17%

(15)

3

吃(185),
学校

5411

开展(181),

学(147),

学习

(137), 读书(124), 有(120), 上课(119),

83%

是(116), 看(108), 做(106)
办公室
里

860

看(38), 坐(27), 吃(22), 找(15), 听(15),
写(13), 呆(13), 接(11), 走来走去(10)

30%

看(100), 加班(81), 吃(68), 坐(61), 接

4
办公室

2068

(45), 呆(40), 做(38), 听(32), 睡(31), 待

70%

(26)
散步(37), 玩(33), 看(23), 转(18), 站
院子里

1029

(18), 晒太阳(18), 种(17), 吃(15), 走

96%

(15), 看到(15)

5
院子

46

晒(3), 竖起(2), 玩(2), 晾(2), 看(2), 跳
4%

(2), 发现(2)
住(64), 度过(28), 躺(21), 陪(20), 做

医院里

668

(15), 见(15), 呆(15), 接受(12), 照顾

17%

(10), 待(8)

6

接受(301), 陪(134), 救(127), 住(113),
医院

3228

做(85), 进行(72), 躺(59), 度过(50), 呆

83%

(47), 看(47)
走来走去(41), 转(35), 看(20), 走(17),
屋子里
7

682

走动(15), 踱(15), 踱步(11), 坐(10), 绕

97%

(10), 做(10)
屋子

20

嘀咕(2), 走来走去(2), 看(2)

- 44 -

3%

3. ‘在’ 뒤에 출현하는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

忙(98), 洗(32), 做(31), 找(26), 吃(20),
厨房里

838

忙活(17), 准备(16), 帮(15), 做饭 (15),

44%

喝(13)

8

忙(100), 做饭(78), 洗(62), 做(57), 忙活
厨房

1081

(47), 帮 (25), 找(25), 吃(24), 做菜(20),

56%

煮(17)
看(68),
客厅里

639

坐(46),

走来走去(14),

接待

(12), 聊天(12), 听(11), 转(9), 踱(9), 等

41%

候(9), 见(9)

9

看(240), 坐(39), 玩(24), 等候(20), 聊天
客厅

905

(20), 吃(19), 睡(14), 发呆(12), 等待

59%

(11), 喝(11)
买(43), 看(32), 吃(30), 看到(26), 帮忙
10

店里

770

(19), 做(18), 呆(14), 忙(14), 喝(13), 卖

97%

(13)
店

27

打烊(2), 看(2)

3%

<표 3-4>를 통해 볼 수 있다시피 ‘屋’, ‘院子’, ‘屋子’, ‘店’ 등은 ‘在’개사구로 동
사 앞에 출현하는 경우, ‘里’와 함께 출현하는 빈도수가 ‘里’없이 단독으로 출현할
때보다 훨씬 많아 각각 98%, 96%, 97%, 97%를 차지한다. 그리고 ‘房间’의 경우에
는 ‘里’가 후행하는 경우가 전체의 73%를 차지하였다. ‘厨房’, ‘客厅’의 경우에는

‘里’에 대한 의존도가 앞선 장소명사보다는 낮아 각각 44%, 41%를 차지하였다. 마
지막으로 ‘办公室’, ‘学校’, ‘医院’ 등의 경우는 ‘里’에 대한 의존도가 더 낮아 각각
전체의 30%, 17%, 17% 등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뒤에 나타나는 동사들을 보면 ‘走
来走去, 转, 踱来踱去, 踱步, 散步’ 등 위치이동동사와 ‘坐, 站, 躺, 睡’ 등 자세동사,
그리고 ‘看，洗，休息, 等候’ 등 위치이동이 없는 동작지속동사가 많이 출현함을
볼 수 있다. 이들 장소명사의 ‘里’에 대한 의존도를 다음 <표 3-5>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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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장소명사의 ‘里’에 대한 의존도

<里에 대한 의존도 높음>
↑

屋(98%), 院子(96%), 屋子(97%), 店(97%)
房间(73%)

--------------------------------------------50%
厨房(44%), 客厅(41%)
办公室(30%), 学校(17%), 医院(17%)
↓

<里에 대한 의존도 낮음>

<표 3-5>를 통해 볼 수 있다시피 10개의 장소명사 중에서 개사 ‘在’의 뒤에서 목
적어로 출현할 때 ‘里’를 자주 후행하는 장소명사로는 ‘屋, 院子, 屋子, 店, 房间’ 등
이 있고 상대적으로 ‘里’가 없이 단독으로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가 더 흔한 장소명
사로는 ‘厨房, 客厅, 办公室, 学校, 医院’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모두 장소
명사에 속한다 할지라도 ‘里’에 대한 의존도는 개개의 장소명사에 따라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표 3-5>와 <표 3-3>을 대조하면 장소명사가 동사 ‘在’의
목적어로 쓰일 때와 개사 ‘在’의 목적어로 쓰이면서 동사 앞에 나타날 때 ‘里’와의
공기 여부는 비슷한 분포적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다음 절에서는 ‘在+처소명사구’가 동사 뒤에 놓이는 상황에 대해 살펴보
기로 한다.

3.1.3 ‘V+在+처소명사구’구문에서 ‘里와의 공기 관계
다음은 ‘在+장소명사’가 동사 뒤에 놓여 ‘V+在+처소명사구’구문을 형성할 때 장
소명사가 ‘里’와 함께 쓰이는 경우와 장소명사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의 예문을 살
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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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 我因与他不熟，只独自坐在屋里。
나. 有年暑假他把自已反锁在屋三天不出门也不吃东西。
(22) 가. 他借口偏头痛，把自己关在房间里。
나. 我真的不想一个人呆在房间。
(23) 가. 几乎有三分之一以上的学生都留在学校里。
나. 讲实话我真的没勇气留在学校。
(24) 가. 一个人呆在办公室里, 静待黑夜来临，不想回去!
나. 下班回家，到了门口才发现钥匙放在办公室。
(25) 가. 当他开了小屋门时，房东一家子已经起来都站在院子里。
나. 夏夜的时候，坐在院子喝着热乎乎的甜汤，汗水流得畅快，真是人生
一大享受。
(26) 가. 我一年几乎不在家中生活，都住在医院里。
나. 我不放心把宝宝留在医院。
(27) 가. 奶奶不让我去，把我关在屋子里。
나. 放假也是把自己关在屋子, 走着走着觉得突然很凄凉，凄凉的有点可怕。
(28) 가. 当我忙着做饭时, 她站在厨房里。
나. 她把食品放在厨房, 然后走向这座老式公寓的卧室。
(29) 가. 妻子和女儿，还有妻子的妹妹都坐在客厅里。
나. 今天他回家后，看见母亲坐在客厅。
(30) 가. 当民警赶到现场时，这名男子正气呼呼地坐在店里呢。
나. 张氏一家枯坐在店，愁眉愁眼的对望着。

위와 같이 장소명사들이 개사 ‘在’의 뒤에 놓여 개사구를 형성하여 동사 뒤에
나타날 때 ‘里’를 후행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로 나누어 그 빈도수를 조
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다.29)

29) BCC에서 검색어 ‘v在n里’와 ‘v在n’으로 검색하여 추출한 예문에서 다시 v의 자리에 명사
또는 부사 등 동사가 아닌 기타 품사가 오는 경우를 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얻은 데이터이
다. 그리고 v의 위치에 가장 많이 출현하는 동사에 대해 빈도조사를 진행하여 괄호 안에
빈도수를 통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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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동사 뒤에 출현하는 ‘在+장소명사’와 ‘里’의 공기 비율
순
차
1

2

3

4

5

6

7

8

9

10

장소명 출현빈도

출현동사(횟수)

빈도비율

坐(173), 关(162), 躲(137), 呆(83), 待(82), 留(68)

99.7%

사

(횟수)

屋里

1246

屋

3

房间里

1240

关(261), 躲(174), 坐(120), 待(75), 留(73), 呆(72)

房间

305

躲(58), 关(44), 呆(40), 待(32), 坐(19)

学校里

368

留(77), 住(47), 呆(30), 走(21), 待(15)

学校

767

留(294), 呆(105), 住(80), 待(60)

办公室里

850

坐(477), 呆(42), 关(35), 留(27), 待(25), 放(24)

办公室

1011

坐(448), 呆(64), 放(60), 留(56), 待(52)

院子里

565

站(144), 坐(106), 放(26), 蹲(22), 停(20)

院子

20

坐(5), 站(4), 留(3), 摆(1)

医院里

503

躺(185), 住(123), 死(43), 留(27), 待(26)

医院

592

留(118), 躺(113), 住(102), 待(45)

屋子里

668

关(167), 坐(79), 躲(75), 待(57), 呆(47), 留(32)

屋子

13

关(2), 坐(2)

厨房里

358

坐(71), 站(41), 放(30), 待(27), 躲(26)

厨房

224

放(30), 坐(27), 站(25)

客厅里

661

坐(359), 放(33), 站(30), 挂(24), 留(19)

客厅

566

坐(285), 放(51), 站(27), 留(27), 摆(20), 挂(19)

店里

316

坐(48), 留(33), 住(28), 放(27)

店

5

站(1), 关(1), 反锁(1)

0.3%

80%
20%

32%
68%

46%
54%

97%
3%

46%
54%

98%
2%

吃(1), 住(1), 枯坐(1), 寄存(1), 悬挂(1)

62%
38%

54%
46%

98%
2%

<표 3-6>을 통해 볼 수 있다시피 ‘屋, 院子, 屋子, 店’ 등은 ‘在’개사구로 동사 뒤
에 출현하는 빈도수가 ‘里’ 없이 단독으로 출현할 때보다 훨씬 많아 각각 99.7%,

97%, 98%, 98% 등을 차지한다. 그리고 ‘房间’, ‘厨房’, ‘客厅’ 등의 경우는 그 다음
으로 방위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각각 80%, 62%, 54% 등을
차지하였다. 이에 반해 ‘学校’, ‘办公室’, ‘医院’ 등의 경우는 단독으로 출현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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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가 오히려 ‘里’와 같이 출현하는 경우보다 조금 많아 ‘里’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
적으로 낮았는데 각각 32%, 46%, 46%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은 한 가지 공
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在+장소명사’ 앞에 출현하는 동사들을 보면 ‘坐’,

‘站’, ‘呆’, ‘躲’, ‘待’ 등 자세동사 또는 ‘放’, ‘挂’, ‘留’ 등 배치동사가 많이 나타난다
는 것인데 이는 이 구문이 동작 완성 후의 종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통사⋅의
미적 특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다시 ‘里’에 대한 의존도가 강한 데서 약한 순서로 표시하면 다음 <표

3-7>과 같다.

<표 3-7> 장소명사의 ‘里’에 대한 의존도

<里에 대한 의존도 높음>
↑

屋(99.7%), 院子(97%), 屋子(98%), 店(98%)
房间(80%)
厨房(62%), 客厅(54%)

--------------------------------------------50%
办公室(46%), 医院(46%)
学校(32%)
↓

<里에 대한 의존도 낮음>

<표 3-7>과 앞서 제시한 <표 3-3>, <표 3-5>와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장소명사는
‘在’가 동사이든 개사이든 막론하고 뒤에 목적어로 쓰일 때 ‘里’가 후행하는 빈도
가 거의 비슷하지만 ‘厨房’, ‘客厅’ 등 장소명사의 경우에는 개사 목적어로 동사 뒤
에 나타날 때 ‘里’에 대한 의존도가 앞서 살펴본 동사 ‘在’의 목적어, 그리고 개사

‘在’의 목적어로 동사 앞에 출현할 때보다 높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BCC에서 찾은 빈도수가 가장 많은 10개의 장소명사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어떤 장소명사는 ‘在’ 뒤에 목적어로 쓰일 때 ‘里’에 대한 의존도가 강
하고 어떤 장소명사는 방위사 없이 단독으로 출현하는 빈도가 더 높았으며 또 일
부 장소명사는 ‘里’를 후행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비슷한 빈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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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간위치에 있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다음 절에서는 이들 장소명사가 왜 이
러한 현상을 보이는지 또 어떤 경우에 단독으로 출현하고 어떤 경우에 ‘里’가 후행
하는 지에 대해 그 기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4 ‘里’의 출현제약
3.1.4.1 음절제약(Syllabic constraints)
앞서 살펴본 10개의 장소명사 중 1음절로 된 장소명사 ‘屋’, ‘店’ 등은 동사 ‘在’
의 목적어로 쓰일 때와 개사 ‘在’의 목적어로 쓰일 때를 막론하고 ‘里’를 후행하는
경우가 모두 90%를 훨씬 넘는 비율을 보였다. 이는 중국어의 단어가 2음절화 경향
을 보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Li & Thompson(1981[1989]: 33)에서는 흔히 중국어의 단어들이 대부분 1음절인
단음절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형태론적으로 표준중국어의 특징을 정확히 나타내
는 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구어에서 단어의 특징은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독립성과 완전성을 지니고 있는 단위라는 점이다.30) 예를 들어 ‘学
校’，‘茄子’，‘图书馆’ 등은 비록 2개 혹은 3개의 글자로 구성된 다음절어라고 하
더라도 하나의 단어로 보아야 한다. 고대중국어에는 단음절어가 많지만 현대중국
어에는 확실히 단음절어보다 다음절어가 많다. 이와 같이 주장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중국어의 단어를 정의할 때 다른 언어에서처럼 통사와 의미상의 독립성과
완전성에 의해서 정의해야지, 편협하게 중국어의 표기체계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가급적 다른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단어’의 개념을 따르는 것이 합리
적이다.
둘째,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견해는 표준중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대
개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통념과 일치한다. 예를 들어 영어가 모국어인 학생은

‘과일’이라는 뜻인 중국어 ‘水果’를 배울 때, 이것을 두 단어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
30) 표기체계에서 ‘단어(word)’와 ‘글자(character)’가 일대일 대응된다면 표준중국어는 분명히
단음절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읽을 때 한 개의 글자는 한 개의 음절을 이루
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어의 개념을 표기체계만을 가지고 정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독단
적인 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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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어로 간주한다. 어휘 중에서 이러한 단어가 차지하는 비율을 알아보기 위해
중국어사전인 F. F. Wang의 Mandarin Chinese Dictionary(1967)에서 임의로 열 페
이지를 조사해 보았는데, 모두 129개의 단어 가운데 87개(67%)가 발음표기 상으로
음절사이에 하이픈이 없거나 혹은 띄어 쓰지 않은 다음절어였다. 이것은 단어의
절반 이상이 다음절어임을 말해 준다.
셋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표준중국어가 중국의 모든 방언 중에서 가장 높
은 비율의 다음절어를 가지고 있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현대 중국
방언의 고대어가 단음절이었다는 점과 관계가 있다. 남부방언에서는 그다지 음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표준중국어에서는 음운변화가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전에는 뚜렷하게 구별되던 많은 음절들이 표준중국어에서는 발음이 같아졌다.
예를 들어 광둥어에서는 아직 ‘yiu’(要)와 ‘yeuhk’(药)의 구별이 있지만 표준중국어
에서는 모두 ‘yào’로 발음된다. 이렇게 동음이의어가 많이 생겨 혼동을 초래하면서
변별적 기능을 나타내기 위해 다음절어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储泽祥(2004)에서도 방위사의 출현제약을 설명함에 있어서 음율적 측면에
서 볼 때 ‘店’의 경우 ‘里’를 후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중국어에서 단어가 2음
절화 되는 영향을 받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 BCC의 예문검색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屋’, ‘店’ 등과 같은 장소
명사는 단독으로 ‘在’ 뒤에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가 아주 적은 것이 사실이다. 이
들은 또 是자문의 술어로 쓰일 때에도 단독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这儿是屋。’，‘那儿是店。’ 등과 같이 단독으로 발화에 잘 쓰이지 않지만 앞에 수
식어가 놓이는 경우에는 ‘这儿是我的屋。’，‘那儿是他家的店。’ 등과 같이 또 가
능하다. 수식어가 놓여 ‘我的屋’, ‘他家的店’ 등과 같이 음절이 두 개 이상이 될 경
우 비교적 안정적인 음보를 이루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들
이 동사나 개사 ‘在’의 뒤에서 ‘里’의 후행 없이 단독으로 목적어로 쓰이기에는 음
율적인 요인으로 인해 그 출현빈도가 적고 상대적으로 ‘里’가 후행하는 경우에는

2음절화가 되기 때문에 ‘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3.1.4.2 대조성(Contrast)
高桥弥守彦(1992)에서는 장소명사 뒤에 ‘里’가 후행하여도 후행하지 않아도 그
발화의 의미에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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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 他们在食堂(里)吃饭。
그들은 식당에서 식사한다.
나. 他们在学校(里)练太极拳。
그들은 학교에서 태극권을 연습한다.

위와 같이 (31가~나)에서 ‘里’의 유무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
였다. 储泽祥(2004)에서도 이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그는 참조물과 목표
물의 관계가 容入性관계일 경우 장소명사가 ‘在’의 목적어로 쓰일 때 ‘里’는 후행
여부가 자유롭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他馒头庵里修行’과 ‘他在馒头庵修行’에서
목표물 ‘他’가 ‘馒头庵’의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里’는 후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위의 학자들의 견해와는 다른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을 보고
자 한다. 이때 ‘里’는 자유롭게 후행 가능하며 발화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이 아니라 장소명사가 나타내고자 하는 위치가 ‘공간 밖’과 대조를 이루면서 ‘공간
안’이라는 사실을 강조할 경우에는 장소명사 뒤에 ‘里’를 후행하는 경향이 강한 것
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장소명사가 동사 ‘在’의 목적어로 출현하는 예문이다.

(32) 煮肉的人应该在厨房(里)。可是厨房里却只有肉，没有人。
고기를 삶는 사람은 당연히 주방 안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주방에는 고
기만 있고 사람은 없다.

보다시피 (32)는 ‘里’의 유무와 상관없이 문장이 성립되며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아래와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발화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의
미적 특성을 지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33) 가. 질문: 煮肉的人应该在什么地方?
고기를 삶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대답: 煮肉的人应该在厨房(里)。
고기를 삶는 사람은 주방 안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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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질문: 煮肉的人应该在厨房外面吗?
고기를 삶는 사람은 주방 밖에 있어야 합니까?
대답: 不, 煮肉的人不应该在厨房外面，应该在厨房里(?厨房)。
아니요, 고기를 삶는 사람은 주방 밖에 있으면 안 되고 주방
안에 있어야 합니다.

보다시피 (33가)의 질문에는 ‘厨房’ 또는 ‘厨房里’가 모두 쓰일 수 있지만 (33나)
의 질문에는 반드시 ‘厨房里’가 쓰여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33가)를 보
면 이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대한 질문으로 발화의 초점은 신정보인 장소명
사 ‘厨房’에 놓인다. 하지만 (33나)의 경우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서로 대조
관계를 이루며 발화의 신정보는 ‘厨房里’에 놓이며 그중에서도 대조초점인 ‘里’에
놓인다.
다음 예문을 계속해서 보기로 하자.

(34) 坐班也就是上班时间教师必须在学校(里)。对于这条规定，很多教师表示异议｡
‘근무’ 즉 출근시간에 교사들은 반드시 학교 안에 있어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해 많은 교사들이 이의를 표시하였다.

(34)의 경우 (32)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발화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学校里’
의 ‘里’는 후행해도 되고 후행하지 않아도 문장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발화상황이 가정된다고 할 때 ‘里’의 후행여부는 자유롭지 않음을 관
찰할 수 있다.

(35) 가. 질문: 坐班也就是上班时间教师必须在什么地方?
‘근무’ 즉 출근시간에 교사들은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대답: 上班时间教师必须在学校(里)。
‘근무’ 즉 출근시간에 교사들은 반드시 학교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질문: 坐班也就是上班时间教师可以在学校外面吗?
‘근무’ 즉 출근시간에 교사들은 학교 밖에 있어도 됩니까?
대답: 上班时间教师不能在学校外面，必须在学校里(?学校)。
출근시간에 교사들은 학교 밖에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학교
안에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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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가)와 (35나)는 각각 다른 발화상황이 주어졌을 때 나타나는 발화이다. 보다
시피 (35가)의 질문에는 ‘学校’ 또는 ‘学校里’가 모두 쓰일 수 있지만 (35나)의 질문
에 해당하는 대답으로는 ‘学校里’가 쓰여야 더욱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
가)의 경우는 질문의 초점이 ‘什么地方’에 놓임에 따라 대답에서 신정보는 ‘学校’
에 놓이게 된다. 이와 달리 (35나)의 경우는 주어가 위치하게 되는 장소가 서로 대
조성을 가지게 되는데 따라서 이때의 발화의 신정보는 ‘学校里’에 놓이며 그중에
서도 ‘里’에 대조초점이 놓이게 된다.
이상 (33가~나)와 (35가~나)를 통해 질문의 초점이 장소에 대한 단순질문인 경우
장소명사 뒤에 ‘里’의 후행여부는 자유롭지만 질문의 초점이 장소 ‘안’과 ‘밖’에 대
한 대조성을 지니는 경우 장소명사 뒤에는 ‘里’가 후행하는 경향이 강함을 볼 수
있었다.
앞서 장소명사가 동사 ‘在’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다음은 개
사구 ‘在+장소명사’가 동사 앞 또는 동사 뒤에 출현하면서 사건의 장소를 나타내
는 경우 그 장소가 ‘밖’과 대조의미를 이루는 경우라면 또한 장소명사 뒤에는 ‘里’
가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36) 가. 你不能在教室(里)抽烟。
너 교실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
(발화상황: 학생A가 교실에서 담배 피는 것을 보고 학생B가 A에게
발화)
나. 你不能在教室里(?教室)抽烟。(教室外面可以抽)
너 교실에서 담배 피우면 안 돼.
(발화상황: 학생A가 교실 밖에서 담배를 피다가 교실 안으로 들어오
는 것을 보고 학생B가 A에게 발화)

(36가)와 (36나)를 한국어로 대응시킨다면 양자는 모두 ‘너 교실에서 담배 피우
면 안 돼’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중국어의 경우 (36가)와 (36나)는 발화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36가)를 살펴보면 이때 ‘教室’와 ‘教室里’는 모두 가능
하지만 (36나)의 경우는 ‘教室里’를 쓰는 경향이 훨씬 강하다. 이는 발화상황에 인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우선 (36나)의 경우는 ‘너 교실에서 담배 피면 안 되지만
교실 밖에서는 피도 돼’라는 함축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36가)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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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교실’이라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서는 안 된다’는 의미 외에는 ‘교실 밖’에 대
한 의미는 함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36가)와 (36나)는 의미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在+처소사’가 동사 뒤에 놓이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7) 가. 你不能呆在学校。
학교에 있어서는 안 돼.
나. 你不能呆在学校里。
학교에 있어서는 안 돼.

(37가)와 (37나) 또한 한국어로 대응시키면 그 의미는 같다. 하지만 이 둘이 쓰이
는 발화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면 그 의미적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38) 가. 这个周末你不能呆在学校(里), 因为新生有面试。
이번 주말에 너 학교에 있어서는 안 돼, 신입생 면접이 있거든.
나. 这么好的天气, 你不能呆在学校里(?学校), 应该到学校外面走走。
이 좋은 날씨에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학교 밖으로 나가야 돼.

우선 (38나)를 보면 이때 ‘학교 안’과 ‘학교 밖’이 대조를 이루는 경우로 쓰인 상
황이고 (38가)에서는 ‘네가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학교에서 신입생 면접
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 ‘학교’는 ‘안과 밖’의 대조를 함축하지 않고
단지 장소 ‘学校’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 있다.
이상 논의를 통해 ‘里’의 후행여부가 비교적 자유로운 장소명사라 할지라도 그
가 나타내는 ‘공간 밖’과 대조하여 ‘공간 안’을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 장소명사 뒤
에 ‘里’를 쓰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러한 대조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장소명사
뒤에 ‘里’의 후행여부가 자유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4.3 직장/소속(Work/Institution)
‘在’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발화에서는 장소명사 뒤에 ‘里’는 후
행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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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가. 邻居两口子工作都很稳定, 男的在市政府、女的在学校。
이웃에 사는 부부는 직업이 모두 안정적이다. 남편은 시청에 있고
아내는 학교에 있다.
나. 这个同学在法院, 那个同学在医院, 要么就是还在读书的。
이 친구는 법원에 있고 저 친구는 병원에 있고 아니면 아직 공부하
고 있다.

(39가)에서 ‘市政府’, ‘学校’ 등은 모두 구체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을 나타내고 있다. (39나) 또한 마찬가지로 ‘法院’, ‘医
院’ 등은 각각 ‘이 친구’와 ‘저 친구’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 즉 직장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在+장소명사’ 개사구가 동사 앞에 쓰이는 다음 예문을 살펴
보기로 한다.

(40) 가. 艰辛的家庭生活，并没有影响瑶瑶在学校做一名品学兼优的学生。
어려운 가정생활은 瑶瑶가 학교에서 품성과 학업 모두 우수한 학생
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나. 获得了医疗系的大本文凭，终于转到了临床, 在医院做内科医生。
그는 의대를 졸업하고 임상으로 이전하여 병원에서 내과의사를 한다.
다. 罗晶晶把龙小羽推荐到父亲的制药厂里，在办公室做文秘。
罗晶晶은 龙小羽를 아버지의 제약공장에 추천하여 사무실에서 비서
일을 하게 했다.
라. 我是天津静海人，在厨房做了四五年了，打算明年去北京学厨师，考
个证书。
나는 천진 정해 출신으로 주방에서 4~5년 했으며 내년에는 북경에
가서 요리사를 공부해 자격증시험을 보려고 한다.

(40가~라)를 보면 ‘学校, 医院, 办公室, 厨房’ 등과 같은 장소명사들이 개사 ‘在’
의 뒤에 놓여 이러한 쓰임을 보이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사람이 소속될 수 있는
기관이나 직장으로 쓰일 수 있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 여기서 ‘厨房’과 ‘办公室’
의 경우는 ‘学校’, ‘医院’ 등과는 성질이 조금 다르다. ‘学校’, ‘医院’ 등은 그 자체
로 직장을 나타낼 수 있지만 ‘厨房’과 ‘办公室’는 각각 그 상위기관을 대표하는 하
위부류에 속하는 부서 명칭이기는 하지만 ‘厨房’은 식당에서 대표적인 근무공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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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쓰이고 ‘办公室’의 경우는 회사를 대표하는 작업공간으로 쓰인다. 즉 이들은

‘부분이 전체’를 지칭하는 환유라는 인지문법을 통해 각각 주방-식당, 사무실-회사
등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40가~라)에 쓰인 동사 ‘做’를 제외하고
또 어떤 동사들이 쓰일 수 있는지 예문들을 더 살펴보기로 한다.

(41) 가. 我是医学专业毕业，一直在学校工作。
나는 의과대학을 졸업 후 줄곧 학교에서 일했다.
나. 沈恒发为什么要辞去在学校干得好好的女儿呢？
沈恒发는 왜 학교에서 일 잘하고 있는 딸을 그만두게 했을까?
다. 刘政委刚转业在办公室当秘书，打水、扫地、分鸡蛋，他勤奋干好每
项工作。
刘政委는 금방 이전하여 사무실에서 비서를 하고 있는데 물 길어 오
고 청소하고 계란 나누기 등 모든 업무를 근면하게 하였다.
라. 我不想在医院干了,

罗主任找我谈三次话了，非让我解决“个人生活问

题”。
나는 병원을 그만두고 싶다. 나주임이 나를 세 번이나 찾아와 “사생
활문제”를 해결하라 고 하였다.
마. 你还在银行工作吗？真羡慕你。
너 아직 은행에서 일하고 있니? 정말 부럽다.

(41가~마)와 같이 동사의 위치에 또 ‘当’, ‘干’，‘工作’ 등 동사들이 출현하고 있
다. 그렇다면 이들은 ‘在+X+VP(V+Y)’구문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X는
사람이 소속할 수 있는 기관을 나타낼 수 있는 장소명사이고 V는 ‘做’ 또는 (41가~
마)에 나타나는 ‘工作’류의 동사들이 출현 가능하고 Y는 직업이나 기간을 나타내
는 시간명사구가 놓일 수 있다. 따라서 ‘在+X+VP(V+Y)’ 구문은 X가 단순히 VP의
동작이 발생하는 ‘장소’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직장이나 소속’의
의미를 나타내며 이 경우는 ‘里’가 후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储泽祥(2004)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임시활동장소로 쓰이는 경우는 ‘里’
가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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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 你真是一年前在宾馆里为我叠被铺床被我呼来喝去的那位丽达小姐?
我爱我家
너는 정말 1년 전 호텔에서 내 침실을 정리해주고 내가 부르면 오던
그 리다아가씨인 거니?
나. 也是我在旅馆当服务员那会儿认识的，你不也见过吗? 我爱我家
내가 여관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알게 되었는데 너도 만났었잖아?

(42가)의 경우는 처소사가 임시활동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里’가 후행하고 이
와 달리 (42나)에 쓰인 처소사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직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里’
가 흔히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31) 그렇다면 다음은 코퍼스에서 검색한 예문을
보기로 하자.

(43) 가. 在西石岭村长大的徐淑侠已落户到秦皇岛市，因长期没有正式工作，
在市里捡过破烂、在医院里做过保姆照顾病人，也曾为挣钱卖过血。
서석령촌에서 자란 徐淑侠는 현재는 진황도시에 살고 있으며 장기간
고정된 직장이 없어 폐품 줍고 병원에서 간병인도 했으며 돈 벌기
위해 피도 팔았었다.
나. 以前我在医院里工作，同他只不过是医生与病人的一般关系。
예전에 내가 병원에서 일할 때 그와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불과하다.
다. 原来在公司里做市场经理的李锐如今开了一家小小的音像制品店。
원래 회사에서 시장경리를 하던 李锐는 지금 작은 음향제품을 파는
가게를 하고 있다.
라. 9年前, 我还在工厂里当临时工, 现在, 我自己也成了老板!
9년 전 나는 공장에서 임시공으로 일했지만 현재는 사장이 되었다.

(43가)를 보면 ‘医院’은 ‘徐淑侠’가 ‘일시적으로 일했던 직장’으로 볼 수 있고 (43
나)에서 ‘医院’은 ‘내가 의사로 일했던 병원’을 가리키고 (43다)에서 ‘公司’는 李锐
가 지금의 일을 하기 전 ‘소속되어 있던 직장’으로 볼 수 있으며 (43라)에서 ‘工厂’
은 ‘9년 전 내가 임시공으로 일했던 직장’을 가리킨다. (43가)의 경우는 储泽祥

(2004)에서 언급한 ‘임시활동장소’로 볼 수는 있지만 (43나)에서 ‘医院’은 ‘내가 의
31) 储泽祥(2004: 117)에서는 “一个人的单位与他的工作就是长期的常规联系，表达某人在某单
位工作时，位置与维向不必具体清楚，方位词倾向于隐去不用。”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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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일했던 병원’으로 구체적으로 ‘의사로 있었던 기간’이 발화 속에 나타나지 않
고 있어 기간을 추측하기가 어렵다. (43다)의 경우는 ‘시장경리’라는 직급까지 올
라갔던 李锐의 입장에서 볼 때 ‘公司’는 ‘그가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일 가능성
을 배제할 수 없다. (43라) 또한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얼마동안 임시공으로 있었
는지에 대한 정보’는 발화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43나~라)의 경우는 이때

‘医院’, ‘公司’, ‘工厂’ 등을 단순하게 ‘임시활동장소’로 보기에 과연 적절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储泽祥(2004)에서 언급한 ‘임시활동장소’가 넓은 의미의

‘과거 직장’을 가리킬 수도 있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렇게 가정한다면 (42나)의
‘也是我在旅馆当服务员那会儿认识的，你不也见过吗?’에 쓰인 ‘旅馆’ 역시 ‘임시활
동장소’로 보아야만 마땅하다. 하지만 储泽祥(2004)은 (42나)의 ‘旅馆’은 ‘장기적인
직장’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里’가 후행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는 (43나~다)는 储泽祥(2004)에서 언급하는 ‘임시활동장소’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 (43가~라)와 (42가)를 보기로 하자.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
면 이 예문들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医院’, ‘公司’, ‘工
厂’, ‘宾馆’ 등이 모두 해당 행위자가 ‘과거에 가졌던 직장’이라는 점이다. 그렇다
면 왜 ‘과거의 직장’을 얘기할 때 장소명사 뒤에 ‘里’가 후행하는 것일까? 우선 ‘과
거’라는 개념은 ‘현재’를 참조점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시간관념이다. 따라서 시
간 축에서 볼 때 우리는 ‘과거의 직장’은 ‘현재의 직장’과 대조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직장’을 나타내는 장소명사 뒤에는 ‘里’가 후
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里’가 후행한다는 것은 유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으며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므로 한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里’가 ‘공간 한정’을 표시하는 데서 ‘시간 한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은유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32) 그렇다면 과거의 직장을 나타내는 장소명사 뒤에 ‘里’가
후행한다는 것은 ‘과거의 직장’이 [+Telic]이라는 점, 시간을 기준으로 ‘과거의 시간
범위’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럽게 ‘현재의 직
장’[-Telic]과 대조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 Lakoff & Johnson(2005[2006])에서는 ‘은유’를 경험의 한 영역, 즉 ‘근원영역’에서부터 다른
경험의 영역, 즉 ‘목표영역’으로의 체계적인 ‘인지 사상’(cognitive mapping)이라고 규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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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 환유(Metonymy)
Radden & Koevecses(1999: 17)에서는 환유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ⅰ) 환유는 개념적 현상이다.
(ⅱ) 환유는 인지적 과정이다.
(ⅲ) 환유는 이상적 인지모형 내에서 이루어진다.

위의 세 가지 환유의 자질을 바탕으로 환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다.

‘환유는 하나의 개념적 개체(매체 혹은 원천)가 동일한 이상적 인지모형 내에서 다
른 개념적 개체(목표)에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인지적 과정이다.’
다음으로 Barcelona(2000)는 환유에 대해 ‘환유는 하나의 인지영역을 또 하나 다
른 영역에로의 개념적 사상이다. 두 영역이 동일한 영역 혹은 인지모형(ICM)에 포
함되어 있어서 원천이 목표에 심리적 접근을 제공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Grady(1997)에서는 환유는 참조점에 바탕을 두고 목표에 심리적으로 접촉
하여 목표를 식별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작용은 관련되는 두 개념 사이의 인
지적 지위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래서 환유는 지시를 더 가깝고, 간
단하고 친근한 참조점 지시대상에서 더 멀고, 더 복잡하고 어려운 목표 지시대상
으로 옮기는 작용이라 할 수 있다.
앞서 <표 3-2>를 통해 볼 수 있다시피 동사 ‘在’ 뒤에 나타나는 장소명사들을 보
면 ‘医院’，‘学校’ 등이 ‘里’를 후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이는 비율이 각각 23%,

27% 등을 차지하는 만큼 높았으며 또한 기타 장소명사의 경우에는 주어의 위치에
대부분이 유정물이 쓰이는 데 반해 이 두 장소명사가 쓰이는 문장의 경우에는 주
어의 위치에 무정물이 비교적 많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44) 가. 校服款式决定权在学校。
교복의 디자인 결정권은 학교에 있다.
나. 这次发生的医疗事故主要责任在医院。
이번에 발생한 의료사고의 주요책임은 병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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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가~나)를 보면 우선 주어로 쓰이는 명사들은 존재물이 아니라 추상적인 명사
이다. 그리고 ‘学校’, ‘医院’ 등은 이들 주어가 위치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44가)에서 ‘学校’는 ‘교복의 디자인 결정권’은 ‘학교’라는 장소에 있
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관계자’를 지칭하고 있다. 그리고 (44나)에서 ‘医
院’ 역시 ‘이번 의료사고의 주요책임’은 ‘병원의 관계자’에게 있는 것으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이처럼 장소명사가 ‘구체적인 장소’를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와 관련된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 ‘里’는 후행해서는 안 된다.
이는 장소로 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지칭하는 ‘환유’의 용법으로 볼 수 있
다.33) 장소로서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나 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
를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45) 가. 전국체전에서 서울이 우승했다. (서울팀)
나. 대법원은 그 사안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법관)

(45가~나)는 보다시피 ‘서울’로 ‘서울팀’을 축소지칭하고 ‘대법원’으로 ‘대법원의
법관’을 축소지칭하고 있다. 즉 장소명사를 써서 그 장소에 소속된 사람이나 또는
관계자를 가리키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환유는 참조점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장소나 기관으로서 그에 소속된 사람이나
관계자를 가리키는 것은 바로 한 개체(장소)가 다른 개체(사람)와 심리적 접촉을
수립할 목적으로 참조점으로서 소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참조점이 되
는 그 개체는 일반적으로 한 개념의 원형이며 이를 통해 원하는 목표에 심리적으
로 접근할 수 있는 바탕이기도 하다. 또한 분명한 것은 참조점이 될 수 있는 이 개
체는 우리의 일상 경험의 기본적이고 현저한 국면들을 나타내고 있어서 개념적 원
조가 될 자격이 있다. 따라서 참조점 분석은 항상 원형적 쓰임과 더 일반적 쓰임에
서 관찰되는 비대칭성을 설명해주는 장점이 있다. 다음은 Langacker(1999[2001]:

265)의 참조점 모형을 통해 환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33) 이는 앞서 살펴본 ‘하나의 개체를 통해 동일한 영역 내에 속하는 또 다른 개체로의 접근
을 나타내는’ 환유의 정의와 부합된다. 다시 말해서 환유는 그것과 ‘연속성’을 가진 대상
을 지칭하는 데 쓰이는 언어전략이다. 여기서 ‘学校’, ‘医院’ 등의 경우는 장소로서 ‘그 기
관에 소속된 사람’을 축소 지칭하는 양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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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R
D
C
<그림 3-1> 참조점 모형

<그림 3-1>에서 C는 개념화자를 나타내고 R은 참조점, T는 목표 즉 개념화자가
심리적 접촉을 가지기 위해 참조점을 동원하게 하는 개체이다. 점선 화살표는 개
념화자가 목표에 이르는 데 따라가는 심리적 경로를 가리킨다. 마지막으로 D는 화
자가 영향권(dominion)으로 부르는 추상적 개체를 나타낸다. 영향권은 특정 참조점
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개념적 지역(또는 개체들의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굵
은 선의 원은 전 처리시간 동안의 참조점과 목표의 지속적인 현저성을 나타낸다.

<그림 3-1>의 참조점 모형에 근거하여 (44가)를 분석한다면 ‘学校’는 R로 볼 수 있
고 주어 ‘校服款式决定权’와의 관계를 통해 개념화자는 그 지시대상이 되는 목표

(T)를 영역 내에서 찾게 된다. ‘决定权’을 가질 수 있는 성분은 유정물 행위자이어
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조점(R)인 ‘学校(학교)’를 통해 ‘학교 관계자’가 목표물임
을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 ‘学校’는 ‘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
로서 환유가 일어난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44나)의 경우 역시 (44가)와 같이 분석할 수 있으며 ‘医院’은

‘병원의 관계자’를 지칭하기 때문에 환유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환유가 일
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바탕은 인간의 경험상 ‘学校’，‘医院’ 등은 늘 사람이 존재
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부류에
속하는 장소명사들은 모두 기관을 지칭하는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기관에 소속
된 관계자로 환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명사들일 것이다. 예를 들면 ‘学校’，‘医
院’ 등을 제외하고도 ‘邮局’，‘银行’, ‘宾馆’ 등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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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 유정성(Human)
Greenberg(1974)에 따르면 유정성 위계에서 인간은 일반적인 생물(예: 동물)보다
는 언어학적 규칙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생물은 무생물보다 규칙에 포함될 가
능성이 더 높다. Myhill(1992: 38)에서는 유생성의 구분은 인간의 인지 내에서 이루
어진 인간 중심적(anthropocentric)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은 유생의
위계에서도 인간은 다른 생물과는 다른 위상을 가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따
라서 인간은 유생적 존재 사이에서도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좀 더 특권적인 위
치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정된다.
유생성이 언어 내에 부호화되는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 그
잣대가 되는 것이 유생성위계라 하겠다. 유생성의 위계는 Comrie(1989)가 논의한
바와 같이 세상의 모든 개체를 단순히 일직선상으로 정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요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논의를 위해
유형론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생성 위계는 다음과 같다.

(46) 인간(Human) > 동물(Animate) > 무생물(Inanimate)

유생성은 크게는 생물과 무생물로 구분이 되지만 (46)의 일반적 위계를 보면 생
물을 인간과 인간 이외의 동물로써 인간을 동물과는 다르다고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인지 내에서는 모든 생물들이 동등한 위치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형이론(prototype theory)에 따르면 한 범주 안에서
도 핵심 구성성분이 있고 주변적인 구성성분이 있는데 생물 역시 어떤 생물체는
좀 더 생물이라 부를 수 있는 핵심 안에 있고, 다른 생물은 좀 더 주변에 있을 수
도 있다. 즉 적어도 인간의 인지 내에서 유생성이란 정도(degree)가 있기에 위계를
가지고 있으며 원형이론에 의해서도 위계를 구분 지을 수 있다.
유생성의 위계를 또한 의미적인 자질 측면에서도 구분 지을 수 있다. Fowler

(1977: 16-17)에서는 ‘유생’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움직임이나 변화를 가
져올 수 있어야 하고, 이동할 수 있는 속성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자
질들을 가지는 정도에 따라서도 위계를 지을 수 있다고 했다. Fowler의 이론에 의
하면 식물은 살아 있는 생물이지만 이러한 자질들을 결여하고 있기에 전형적인 유
생성을 지녔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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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가 유정성을 나타내는지 또는 [-유정성]을 지녔는지에 따라 장소명사 뒤에

‘里’의 후행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음 예문을 통해 볼 수 있다.

(47) 가. 妈妈在厨房(里)。
엄마는 주방에 계신다.
나. 狗／老鼠在客厅里(?客厅)。
강아지/쥐는 거실에 있다.
다. 书包在房间里(?房间)。
가방은 방에 있다.

(47가~다)를 통해 볼 수 있다시피 (47가)에서 주어 ‘妈妈’는 [+유정성]을 띠고 있
다. 이 경우 주어의 존재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 장소명사 ‘厨房’은 뒤에 ‘里’의 후
행여부가 자유로운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47나)와 (47다)의 경우는 주어가
각각 ‘狗／老鼠’, ‘书包’로 동물이나 무생물이 쓰이는 경우이다.34) 이 경우에도 그
들의 존재 장소를 나타내는 장소명사인 ‘客厅’, ‘房间’ 등 뒤에는 ‘里’가 후행하는
경우가 발화상 더 자연스러움을 볼 수 있다.
계속해서 코퍼스에서 검색한 다음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48) 가. 钱包在公司里, 你在这里等我，我马上去拿。
지갑은 회사에 있어, 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내가 금방 가서 가져
올게.
나. 她说论文在宿舍里, 想让我帮她看一看。
그녀는 논문은 기숙사에 있는데 내가 조금 봐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 电话在客厅里, 你不用问我, 有事随便打。
전화는 거실에 있어, 나한테 묻지 말고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

보다시피 (48가~다)는 모두 무생물인 ‘钱包’, ‘论文’, ‘电话’ 등으로 이때 그들의
존재 장소를 나타내는 ‘公司’, ‘宿舍’, ‘客厅’ 등 뒤에는 모두 ‘里’가 후행하고 있음
을 볼 수 있으며 만약 ‘里’의 후행 없이 장소명사 단독으로 쓰인다면 발화가 어색
34) ‘妈妈’는 [+human]이고 ‘狗／老鼠’는 [+animate][-human], ‘书包’는 [+Inanimate], [-animate],
[-human] 자질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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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상 논의를 통해 장소명사는 인간의 인지 속에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으
로 인식되기 때문에 ‘厨房’, ‘客厅’, ‘房间’ 등에 [+human]인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
에는 ‘里’의 후행여부가 자유롭지만 사람을 제외한 동물이나 사물인 경우에는 장
소명사 뒤에 ‘里’를 후행하여 무정물이 존재한다는 공간성을 부여해주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3.1.4.6 개체(Entity) 지시 와 공간(Space) 지시
우선 ‘里’와 함께 목적어로 출현하는 빈도가 높은 ‘院子’와 ‘屋子’를 보기로 한
다. 이 두 장소명사는 ‘在’가 동사일 때나 개사일 때 모두 ‘里’에 높은 의존도를 보
이고 있었는데 모두 95% 이상의 빈도를 보였다. 우선 ‘院子’와 ‘屋子’ 두 장소명사
를 보면 모두 접미사 ‘子’를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그렇다면 접미사 ‘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赵元任(1968)에서는 중국어의 조어법을 설명함에 있어서 명
사 접미사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영형태’, ‘儿’，‘子’ 등을 들고 있고
朱德熙(1982)에서도 명사 접미사로 가장 먼저 ‘子’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子’는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赵元任
(1968)를 보면 명사에 접미사 ‘子’가 결합하여 명사를 만드는 예로 ‘屋子’，‘院子’
등을 들고 있는데 이들을 ‘扇子, 孙子, 靴子, 椅子’ 등 사물명사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 또한 ‘屋子’，‘院子’는 사물을 가리키는 양사 ‘个’로 셀 수 있는 특징이 있다.

BCC를 검색해보면 ‘屋子’의 경우 앞에 양사 ‘个’가 출현하는 경우가 180회，‘院子’
의 경우는 370회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동시에 공간을 나타내는 양
사 ‘间’의 수식도 받을 수 있다.35) 다시 말해 ‘屋子’와 ‘院子’는 그가 나타내는 물체
를 하나의 개체로 인지할 수도 있고 동시에 또 그가 지니고 있는 공간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储泽祥(2004)에서는 ‘屋子’와 같은 단어들은 처
소사와 일반명사 사이에 있는 인접성(连绵性)을 띠고 있는 비전형적인 처소사로서
방위사를 후행하지 않고도 ‘在’의 목적어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방위사에 대한 의
존도가 기타 일반사물명사에 비해 낮다고 하였다.36) 본고에서 코퍼스를 검색한 결
35) ‘院子’의 경우에는 ‘屋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사 ‘间’의 수식을 잘 받지 않는 편이지만
BCC 검색결과 2개 예문이 출현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36) 储泽祥(2004)에서는 처소사와 일반사물명사의 인접성(连绵性)을 설명함에 있어서 처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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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따르면 ‘屋子’는 储泽祥(2004)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처소사와 일반명사의 특
징을 모두 갖고 있지만 ‘里’에 대한 의존도가 95%이상으로 아주 높은 빈도를 보이
고 있었다. 조어법의 관점에서 볼 때 ‘子’는 사물이나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를 만
드는 접미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지 세계에서는 ‘屋子’，‘院子’ 이 두 명사를
인지할 때 공간성을 우선 현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체로 인식하는 경향
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들은 처소사로 쓰일 때 ‘里’가 흔히 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소명사가 하나의 물체로 인지되는지 아니면 공간으로 인
지되는지에 따라 양사의 수식을 달리 받고 이 또한 ‘里’의 후행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49) 가. 我们经常在这间教室里(教室)上课。
우리는 늘 이 교실에서 수업한다.
나. 他母亲曾在这个教室里(?教室)教过中国学生学英文。
그의 어머니는 예전에 이 교실에서 중국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다.

(49가)의 경우는 ‘教室’ 앞에 ‘지시-양사’구가 놓이는 경우로 양사 ‘间’이 ‘教室’
앞에 놓이는 경우 뒤에 ‘里’는 후행하거나 후행하지 않아도 문장은 모두 성립한다.
이에 반해 (49나)의 경우 양사 ‘个’가 ‘教室’를 수식하는 경우로서 ‘教室’ 뒤에는

‘里’가 쓰이는 경우가 ‘里’가 후행하지 않는 경우보다 발화가 더 자연스럽다. 그렇
다면 ‘间’과 ‘个’를 볼 때 전자는 공간성을 나타내는 양사이고 후자는 물체의 개수
를 세는 양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49나)의 경우 양사 ‘个’가 ‘教室’를 수식하는
경우 ‘教室’는 그가 지니는 공간성보다 한 물체로의 지시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
경우 ‘里’가 후행하지 않으면 ‘수업장소’로서의 ‘공간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될 것
와 일반사물명사를 a조, b조, c조, d조, e조, f조 등 부류로 나누고 있다.
处所词 ……………………………………… 一般事物名词
a组
b组
c组
d组
e组
旁边
办公室
黄山
屋子
电梯
前面
警察局
长江
土窑
抽屉
东边
外贸公司
黄龙洞
阳台
甲板
西部
火车站
广济桥
走廊
石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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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组
家具
思想
洪水
大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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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와는 달리 (49가)의 경우 ‘间’은 공간성을 나타내는 양사이기 때문에 ‘教
室’ 앞에 놓이는 경우 ‘这间教室’는 공간성이 자연스럽게 확보되기 때문에 ‘里’의
후행여부가 비교적 자유롭다.

‘里’는 또 다음과 같이 장소명사 앞에 수식어가 놓이는 경우에 장소명사 뒤에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음은 장소명사가 동사 ‘在’의 뒤에서 목적어로 쓰이고
있는 예문이다.

(50) 가. 小李在小卖店(小卖店里)。
小李는 매점에 있다.
나. 小李在楼下大叔家的小卖店(小卖店里)。
小李는 아랫집아저씨의 매점에 있다.
다. 小李在楼下大叔家刚开的小卖店里(*小卖店)。
小李는 아랫집아저씨가 금방 오픈한 매점에 있다.
라. 小李在楼下大叔家刚开的生意特别火的那家小卖店里(*小卖店)。
小李는 아랫집아저씨가 금방 오픈한 장사가 아주 잘되는 그 매점에
있다.

(50가~라)는 ‘小李在哪儿?’의 물음에 해당되는 대답으로 볼 수 있다. (50가)의 경
우 ‘小卖店’ 혹은 ‘小卖店里’ 모두 가능하다. 여기서 ‘小卖店’은 총칭(任指)를 나타
내는 것이 아니라 청자도 알고 있는 ‘小卖店’으로 봐야 할 것이다. (50나)의 경우는
물음의 대답으로 ‘楼下大叔家的小卖店’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정된 성분이
다. 이어서 (50다)의 경우는 ‘小卖店里’는 가능하나 ‘小卖店’은 불가능하다. 이와 마
찬가지로 (50라)의 경우에도 ‘小卖店里’는 가능하고 ‘小卖店’은 불가능하다. 그렇다
면 (50나~라)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이들 문장은 모두 ‘在’의 목적어로 장
소명사가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장소명사가 앞에 수식어가 놓이면서 한
정명사구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50나)의 경우는 ‘小卖店’이 ‘楼下大叔家’의 수
식을 받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때 장소명사구는 단순한 장소명사가 아닌 명사의
수식을 한번 받은 한정명사구이다. 이에 반해 (50다)는 ‘小卖店’이 ‘楼下大叔家刚
开’의 주술구의 수식을 받고 있다. 그리고 (50라)는 ‘小卖店’이 ‘楼下大叔家刚开的’,

‘生意特别火的’, ‘那家’ 등 각각 두 번의 ‘주술구’와 ‘지시사-양사’의 수식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50나)는 방위사가 놓이지 않아도 가능한데 왜 (50다~라)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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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가 후행해야 문장이 성립되는 것일까?
우선 (50가)와 (50나)가 모두 ‘里’에 대한 의존성이 자유로운데 왜 이러한지에 대
해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장소명사 ‘小卖店’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장소명사 부류
중에서 ‘办公室, 医院, 学校’ 등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장
소명사의 특징은 ‘在’의 뒤에 놓일 때 ‘里’에 대한 의존도가 ‘屋子’나 ‘院子’ 등에
비해 낮은 편이여서 ‘里’에 대해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50가)는 앞서 설
명했다시피 총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어떤 한
정된 ‘小卖店’을 가리키기 때문에 (50나)의 ‘楼下大叔家的小卖店’과는 같은 유형의
한정(有定)목적어로 해석하면 된다. 그렇다면 Langacker(1999[2001]: 111)에서 제시
된 ‘전치사 in’의 영상도식을 참조하여 (50가)의 문장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tr
C

lm/IS
MS

<그림 3-2> ‘小李在小卖店。’의 영상도식

<그림 3-2>과 같이 최대범위(MS)는 발화문맥에 근거하여 ‘小卖店’주변을 포함한
일정한 범위라고 가정한다. (50가)에 따르면 ‘小李’는 탄도체(tr)이고 ‘小卖店’은 지
표(lm)로 볼 수 있다. ‘小卖店’의 경우 우리는 신체경험상 3차원적인 입체공간으로
인지되며, 탄도체는 지표가 나타내는 공간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때 공간 안을 가리키는 ‘里’의 후행여부는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지표가 나타내
는 ‘공간 안’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거나 ‘공간 밖’과 대조를 이루는 경우에는

‘里’를 반드시 쓰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이어서 (50다~라)에서 장소명사 뒤에 왜 ‘里’가 반드시 후행해야 되는
지를 분석하기로 한다. 문장의 구조상 (50다)를 설명할 수 있다면 (50라) 또한 자연
스럽게 설명이 되기 때문에 (50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50다)와 (50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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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해보면 ‘在’ 뒤에 놓이는 목적어의 차이로 인해 전자는 ‘里’가 후행되어야 하
고 후자는 단독으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里’가 후행해야 하는 이유는 (50다)의
목적어에 있다고 잠정적으로 가정해보기로 한다. (50다)에서 동사 ‘在’의 목적어로
쓰이는 ‘楼下大叔家刚开的小卖店’를 보면 이는 하나의 ‘명사구’이고 또 이 ‘명사
구’의 내부구조는 ‘주술구로 이루어진 절’이 명사 ‘小卖店’을 수식하고 있는 구조
이다. 이 명사구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는 ‘절’로 구성된 명사의 도식을 이
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Langacker(2008[2014]: 550)에서 관계절(the book I was

reading)을 구현하는 도식을 참조하여 위 명사절 ‘楼下大叔家刚开的小卖店’의 구조
를 도식화해보기로 한다.

X
tr

tr

lm

X

‘楼下大叔家刚开’

‘小卖店’

<그림 3-3> ‘楼下大叔家刚开的小卖店’의 영상도식

<그림 3-3>를 보면 여기서 ‘小卖店’의 윤곽을 ‘楼下大叔家刚开’의 도식적 지표와
동일시한다. ‘小卖店’이 윤곽결정소이기 때문에 이 합성표현은 ‘아저씨가 매점을
개업하는 과정보다는 매점’을 지시한다. 그 결과 하위 절에서 ‘开’의 지표인 ‘小卖
店’은 대응을 통해서 상위 절의 중심어 기능을 수행하는 명사의 윤곽과 동일시되
며 이는 또한 명사구에서 탄도체가 된다. 명사구 ‘楼下大叔家刚开的小卖店’를 보면

‘的’는 앞의 동사구를 명사화하는 표지이기도 하고 뒤에 오는 성분이 명사임을 나
타내 주는 표지이기도 하다.37) 그렇다면 이 명사구는 명사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
37) 呂叔湘(1980: 157)에서는 “除连词，助词，叹词外，各种词语都可构成‘的’字短语修饰名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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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들에게 하나의 물체인 개체로 인지된다. 하지만 이 명사구는 ‘在’의 목적어로 쓰
여 (50다)의 문맥상 주어가 위치해 있어야 하는 ‘공간’을 나타내야 한다. 앞서 살펴
본 <그림 3-2>와 같이 ‘在’ 뒤의 목적어인 장소명사가 공간을 나타내는 경우 ‘내부
공간’ 방위를 나타내는 ‘里’의 후행여부는 비교적 자유로운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림 3-3>과 같이 명사구 ‘楼下大叔家刚开的小卖店’는 하나의 개체로 인지되어
공간 지시성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里’를 후행해야만 공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里’는 반드시 명사구 뒤에 쓰여야 한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처럼 기저구조에서 주술구조를 가진 문장이 상위구조에서
목적어를 수식하여 명사화되는 이러한 주술구가 한정어로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
고 기타 한정어의 수식을 받는 장소명사의 경우 ‘在’ 뒤에서 ‘里’에 대한 의존도가
어떠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在+장소명사’로 된 개사구가 동사 앞에 출현하는 경우인데 이때 장소명
사 앞에 속성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놓이면 물체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里’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지게 된다.

(51) 가. 孩子们在一间教室(里)上课。
아이들은 교실에서 수업한다.
나. 孩子们在一间非常简陋的教室里(?教室)上课。
아이들은 아주 누추한 교실에서 수업한다.
다. 孩子们在一间连黑板都没有的非常简陋的教室里(??教室)上课。
아이들은 칠판조차 없는 아주 누추한 교실에서 수업한다.

(51가)는 장소명사 ‘教室’가 단독으로 개사 ‘在’의 목적어로 쓰인 문장으로 이 경
우 ‘里’의 후행여부는 자유롭다. 하지만 (51나)의 경우는 ‘教室’ 앞에 속성을 나타
내는 수식어 ‘非常简陋的’가 놓이는 경우로 이때 ‘教室’는 장소성보다 물체성이 강
해진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里’가 후행해야 문장이 더 자연스럽다. 이와 마찬가
지로 (51다) 역시 ‘教室’ 앞에 ‘连黑板都没有的’, ‘非常简陋的’ 등 속성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놓임으로 인해 ‘教室’는 장소성이 약해지고 물체성이 강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은 도식을 통해 속성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놓이는 경우 왜 물체성이
(접속사, 조사, 감탄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나 구, 절은 ‘的’와 결합하여 ‘的’자구를 이루며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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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简陋的教室’를 Langacker (2008[2014]:

419-420)의 수식구문을 참조하여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简陋的教室’

y

X

X

y
tr
‘简陋’

‘教室’

<그림 3-4> ‘简陋的教室’의 영상도식

<그림 3-4>를 보면 여기서 tr(탄도체)는 ‘教室’이고 탄도체는 물체에 윤곽을 부여
하고 이 물체를 X로 표기한다. 수식어는 속성형용사이기 때문에 비과정적 관계에
윤곽을 부여한다. 전형적으로 수식어는 어떤 특성(y)을 자신의 탄도체에게 할당한
다. 수식어와 명사의 통합을 이끌어 내는 것은 이 도식적인 탄도체와 명사의 윤곽
사이의 대응이다. 따라서 명사는 이 도식적인 탄도체를 정교화한다. 따라서 이때
탄도체인 ‘教室’는 자신의 윤곽을 합성구조 층위에서 상속받는다. 그리고 합성표현
도 또한 물체에 윤곽을 부여하기 때문에, 합성구조에서 ‘教室’는 탄도체이며 중심
어가 된다. 이처럼 합성구조의 단계인 명사구에서 <그림 3-4>와 같이 ‘教室’는 물
체로 현저화되기 때문에 이때 ‘教室’가 나타내는 공간은 현저성을 띠지 못한다. 따
라서 명사구가 개사 ‘在’의 목적어로 쓰여 어떠한 공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里’
가 반드시 후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51다)의 경우에도 개사목적어

‘连黑板都没有的非常简陋的教室’ 역시도 물체를 가리키는 하나의 개체로 사람들에
게 인지되기 때문에 ‘里’가 후행하지 않으면 발화가 자연스럽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상 장소명사 앞에 속성을 나타내 주는 한정어가 놓일 때 장소명사가 물체성이
강해지는 이유를 도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속성을 나타내는 한정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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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명사 앞에 많이 놓일수록 장소명사는 장소성이 약해지고 물체성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里’를 후행하는 것이 문장이 자연스럽다.
하지만 장소명사 앞에 공간성을 나타내 주는 수식어가 놓이는 경우에는 속성을
나타내는 한정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里’에 대한 의존도가 약해진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52) 가. 孩子们在一间非常宽敞的教室里(教室)上课。
아이들은 아주 넓은 교실에서 수업한다.
나. 孩子们在一间近100平方米的教室里(教室)上课。
아이들은 약 100평방미터에 달하는 교실에서 수업한다.
다. 孩子们在一间比以前大2倍的教室里(教室)上课。
아이들은 전보다 2배나 큰 교실에서 수업한다.
라. 孩子们在一间近100平方米的非常宽敞的教室里(?教室)上课。
아이들은 약 100평방미터에 달하는 아주 넓은 교실에서 수업한다.
마. 孩子们在一间比以前大2倍的非常宽敞的教室里(?教室)上课。
아이들은 전보다 2배나 큰 아주 넓은 교실에서 수업한다.
바. 孩子们在一间比以前大2倍的近100平方米的非常宽敞的教室里(?教室)
上课。
아이들은 전보다 2배나 큰 약 100평방미터에 달하는 아주 넓은 교실
에서 수업한다.

보다시피 (52가~다)는 ‘教室’ 앞에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 주는 한정어가 한 개씩
놓이는 경우로 이 때 ‘里’의 후행여부는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52라~마)는 ‘教
室’ 앞에 공간 수식어가 두 개 또는 세 개 놓이는 경우로 이때는 ‘里’가 후행하는
경우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 문장이 자연스럽게 여겨진다. 즉 공간을 나타내
는 수식어가 장소명사 앞에 놓이는 경우 속성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놓일 때보다

‘里’의 후행여부가 조금 더 자유롭기는 하지만 수식어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그래
도 ‘里’가 후행하는 경우가 문장이 더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다음은 ‘在+장소명사’ 개사구가 동사 뒤에 출현할 때 장소명사 앞에
한정어가 오는 경우 ‘里’의 출현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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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가. 他生病住在一家医院(医院里)。
그는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다.
나. 他生病住在一家专治肿瘤的医院里(?医院)。
그는 병에 걸려 종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
다. 他生病住在一家离单位不远的专治肿瘤的医院里(??医院)。
그는 병에 걸려 회사에서 멀지 않은 종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
원에 입원해 있다.
라. 他生病住在一家离单位不远而且环境比较好的专治肿瘤的医院里
(*医院)。
그는 병에 걸려 회사에서 멀지 않고 환경이 비교적 좋은 종양을 전
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

우선 (53가)를 보면 장소명사 ‘医院’이 단독으로 개사 ‘在’의 목적어로 쓰일 때

‘医院’은 ‘里’를 후행해도 후행하지 않아도 문장은 모두 성립된다. 계속해서 (53나)
를 살펴보기로 하자. (53나)의 경우, 수량사 ‘一家’와 ‘专治肿瘤’라는 동사구가 ‘医
院’을 수식하는 구조인데 이때 ‘里’ 없이 ‘医院’ 단독으로 쓰이면 문장은 자연스럽
지 않다. 이는 앞서 살펴본 (50다)의 ‘大叔家刚开的小卖店’과 같이 동사구 ‘专治肿
瘤’는 명사 ‘医院’을 수식하는 단계에서 이미 동작성을 잃고 ‘医院’이 중심어가 되
기 때문에 이때 ‘医院’은 한 물체로서의 개체로 인지된다. 따라서 ‘医院’이 나타내
는 공간성은 상대적으로 현저성을 띠지 못하게 되므로 주어 ‘他’가 위치해 있는 공
간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医院’ 뒤에 ‘里’가 후행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 (53
다)와 (53라)는 ‘医院’ 앞에 놓이는 수식어가 더 확장된 경우로서 ‘医院’에 대한 한
정범위가 더 좁아진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역시 ‘医院’은 한 물체인 개체로
서 사람들에게 인지된다. 따라서 이 경우 역시 반드시 ‘里’가 후행해야만 문장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Dik(1989)의 원리에도 부합된다. Dik(1989: 398-406)의 기능문법적인
관점을 보면 연결어(relator)가 놓이는 위치는 피연결성분의 가장자리이며 두 피
연결성분의 사이에 오는 것이 가장 선호됨을 제시한다.38) 이와 관련하여 박정구
38) Dik(1989: 406)은 연결사(relator)는 두 연결성분의 사이와 연결성분의 가장자리에 오며 연
결사가 연결하는 두 성분은 대등병렬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종속관계에 놓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범언어적으로 ‘[성분X] [연결사] [성분Y]’의 어순은 선호되지만 ‘[성분X] [성
분Y] [연결사]’나 ‘[연결사] [성분X] [성분Y]’는 선호되지 않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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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에서는 Dik이 말하는 연결사는 부치사, 격 표지, 수식어 표지, 접속사 등을
포함하는데 즉, 동사와 그의 논항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부치사는 동사와 논항의
연결어로서 그 둘 사이에 와야 한다는 것이다. [NP V] 구조의 인지적 우월성을 높
이는 방법은 논항인 NP와 V 사이에 그 둘을 연결하는 성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는 언어유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어에서 전치사를 사용하면서도 왜 후치성
분을 함께 사용하는지, 왜 그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51다)를 살펴보기로 하자. (51다)를 보면 명사구

‘一间连黑板都没有的非常简陋的教室’가 동사 앞에 놓이고 있으며 이 경우 동사와
의 논항관계는 개사 ‘在’를 통해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39) 따라서 이때 전치
사 ‘在’는 사실상 뒤에 오는 동사와 연결항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P NP V] 구조에 있어서 전치사구의 성분확인에 상대적으로 인지적 어
려움이 있으며 P와 V의 사이가 멀어질수록 구조를 파악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마
련이다.

Hawkins(1994)는 조기직접성분(Early Immediate Constituent) 원리를 제시하여 성
분확인역(Constituent Recognition Domain) 내에서 직접성분 간의 관계를 일찍 확인
하려는 기제를 제시하였다.40) 이와 마찬가지 원리로 동사의 앞이든 뒤이든 선형
어순에 있어서 [P-NP]에서 NP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전치사구의 전체 역을 확인하
는데 장애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여 [P-NP]-V 구조의 인지적 우월성을
높이는 방법은 NP의 길이를 줄이거나 또는 NP의 외치(문두로 이동시켜 문장의 화
제로 삼는 방법)를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시피 (51다)의 경우에 NP의 길이
를 줄일 수도 없고 또 문두로 외치시킬 수도 없는 상황에서는 NP의 뒤에 후치사를
사용함으로써 V와의 연결항으로서의 역할을 보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
면 이 경우 ‘里’는 NP 뒤에서 물체를 지시하는 성격이 강한 것을 공간성으로 전환

39) 현대중국어에서 원래는 연동문으로 쓰였던 문장이 앞에 놓인 동사가 점차 문법화되어 동
사의 어휘적 의미가 약해지고 기능적 의미가 강화되면서 동사구가 점차 전치사구로 전환
되어 쓰이고 있다.
40) Hawkins(1994)은 조기직접성분 원리로 영어의 명사구 외치를 설명하였는데. 아래 문장의
(a)에서 동사 ‘gave’와 전치사 ‘to’ 사이에 긴 명사구가 존재하여서 전치사구의 확인이 느
리지만, (b)에서는 동사 ‘gave’로부터 명사구를 확인하는 ‘the’까지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서 성분 확인을 더 빨리 할 수 있다. [박정구(2015 재인용)]
(a) I [VP gave [NP the valuable book that was extremely difficult to find] [PP to Mary].
(b) I [VP gave [PP to Mary] [NP the valuable book that was extremely difficult to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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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동사와의 연결항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결과 NP가 공간성을 나타내는 경우 ‘里’의 후행여부가 자유롭지만
NP가 물체성을 나타내는 경우 ‘里’의 후행을 통해 공간을 나타내게 되므로 ‘里’를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NP의 물체와 공간성의 지시여
부는 앞에 놓이는 양사, 그리고 수식어 유형, 한정성분의 길이 등과도 밀접한 관련
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3.1.4.7 항상성(Homeostasis)과 임시성(Temporary)
본고에서 언급하는 항상성은 물체와 물체 간의 ‘일상적인 관계(常规关系)’를 말
한다. 徐盛桓(1993)에서는 ‘일상적인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일상
적인 관계’는 객관세계에 존재하는 일종의 현실관계로서 사물과 기타 사물의 관계
를 말한다.’ 모든 사물은 일정한 시간, 공간, 조건, 환경 속에 존재하며 모든 사건은
발생, 발전과 변화, 결과 등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물이나 사건은 모두 주변
의 기타 사물 또는 공간, 시간 등과 일정한 관계를 맺게 된다. 사람들은 이를 인지
한 후 의식 속에 담아 두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인지세계에서의 항상성이
라 볼 수 있다. 徐盛桓(2002)에 따르면 ‘일상적인 관계’는 또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사물 간의 ‘일상적인 관계’는 사람들이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기 때
문에 사람들은 감각기관을 통해 구체적인 현상을 추상적인 사유를 통해 인지 속에
저장하게 된다.
둘째, ‘일상적인 관계’는 비교적 구체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를 발화에서 어떤
사건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인지도구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셋째, 인간은 ‘일상적인 관계’를 인지도구로 사용하여 화용적인 추리를 하고 인
지과정 중에 복잡한 장면들을 쉽게 간편화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鲍明捷(2002)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일상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54) 奶牛产牛奶.
젖소가 우유를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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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에서 ‘奶牛’와 ‘牛奶’의 관계는 ‘젖소가 우유를 생산하다’의 조건에서 ‘일상
적인 관계’가 생겨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牛奶’를 보면 자연스럽게 ‘奶牛’가 생산
한 것으로 인지하게 된다. 우리는 ‘콜라’를 보고 이것이 ‘젖소’가 생산한 것이라 절
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은 ‘콜라’와 ‘젖소’ 간에는 이러한 ‘일상적인 관계’가 사람들
의 인지 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시피 ‘일상적인 관계’는 사물이 주변환
경에서 기타 사물과 갖게 되는 ‘규칙적인 약속’과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사회활동
이나 경험을 통해 이러한 관계를 습득한 후 이를 머릿속에 저장하여 인지하게 되
며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 보편성과 항상성의 특징을 지닌다.
徐盛桓(2002)에 따르면 발화는 함축을 떠나지 않으며 함축은 ‘일상적인 관계’를
떠나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함축적인 표현은 인간의 최적화 사유와도 관련이
있는데 이는 어릴 때부터 언어를 배우는 단계에서 형성된다고 한다. 이는 인류가
생존과정에서 터득한 원리와도 비슷한데 최소한의 힘을 들여 최대한의 수확을 거
두려고 하는 데서 시작하여 이러한 행위가 의식에도 반영이 되어 최적화 사유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사유의 제약을 통해 언어전달 또한 최적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화자는 최소한의 발화를 통해 청자에게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언어의 함축이고 ‘일상적인 관계’를 통해 함축이 가능해진 것
이다.

<표 3-4>를 통해 ‘在+장소명사’가 동사 앞에 출현하는 경우를 보면 장소명사와
뒤에 놓이는 동사 간에 ‘일상적인 관계’를 가지는 경우 ‘里’가 후행하지 않는 경향
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소명사 ‘办公室’의 경우 뒤에 동사 ‘加
班’과 함께 통합할 때 ‘里’가 후행하는 횟수는 3회에 그치는데 반해 ‘里’가 후행하
지 않고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81회에 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厨房’, ‘客厅’,

‘学校’ 등이 ‘在’ 뒤에서 개사구로 쓰이면서 각각 ‘做饭’, ‘看电视’, ‘学习’ 등을 술
어로 취하는 경우 ‘里’를 후행하는 경우보다 단독으로 쓰이는 빈도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5) 가. 突然而至的检查任务, 这个钟点还在办公室加班。
갑자기 내려온 검사임무로 인해 이 시간까지 아직 사무실에서 야근
하고 있다.
나. 他的太太一边在厨房做饭, 一边还里里外外照顾着来往的顾客。
그의 부인은 주방에서 밥하면서 또 한편으로 손님들을 챙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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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刚刚在客厅看了会电视, 还挺感人的!!!
방금 거실에서 TV를 보았는데 정말 감동적이네.
라. 学生除了要在学校学习一系列课程外，还要意识到，他们是社会的参
与者。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련의 교과목을 배우는 것 외에 또 그들이 사호
의 참여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55가~라)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55가)의 경우 ‘办公室’는 ‘야근’하는 장소
로 일상적인 대응관계를 보이고 (55나)에서 ‘厨房’은 ‘밥을 하는’ 장소, (55다)에서

‘客厅’은 ‘TV를 보는’ 장소, (55라)에서 ‘学校’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처소 등 장소
명사와 술어 간에는 모두 일상생활에서 일대일 대응관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이들
은 목표물과 참조물 사이의 관계가 우리의 인지 속에 모두 항상성을 띠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里’는 쓰인다 할지라도 새로운 정보량을
담지 못하게 되므로 ‘언어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里’를 쓰지 않고 장소명사 단독
으로 쓰이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면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56) 가. 今天外面下雨，孩子们只好在教室里(*教室)上了体育课。
오늘은 비가 와서 아이들은 할 수없이 교실에서 체육수업을 했다.
나. 我朋友有辆电动车，没电，要在饭店里(*饭店)充电，饭店就是不肯。
내 친구의 전동차가 배터리가 없어 식당에서 충전하려고 했지만 거
절당했다.

(56가)를 보면 목표물인 ‘孩子们上体育课’와 참조물 ‘教室’사이의 위치관계 즉
‘아이들이 교실에서 체육수업을 하는 것’은 우리의 인지 세계에서는 일상적인 대
응관계가 아니다. (56나) 또한 ‘전동차 충전을 식당에서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우
리가 대응시킬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참조물인 ‘장소’를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데 이 때 방위사를 후행함으로써 방위사에 새로운 정보
량이 실리게 되며 따라서 이 경우 ‘里’에 강세가 놓이게 된다.
이상 우리는 현실생활에 존재하는 객관사물들의 일정한 공간관계 또한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인류는 오랜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언어전달에
있어서도 언어의 최적화 사유와 기제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언어의 도상성,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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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경제성 등 면에서 나타나며 언어의 함축은 수사학(修辞学)，인지언어학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3.1.4.8 지시성(Referentiality)과 비지시성(Nonreferentiality)
Li & Thompson(1981[1989]: 143)에 따르면 명사구는 ‘지시적(referentiality)으로 쓰
일 수도 있고 ‘비지시적(nonreferentiality)’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명사구가 어떤 실
체(entity)를 의미할 경우 지시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체는 물질적인 것
혹은 개념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실적인 것 혹은 가정적일 것일 수도 있으며 단수
혹은 복수일수도 있다고 하였다. 개사 ‘在’의 목적어로 쓰이는 장소명사는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里’를 후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이는 경향이 있다.

(57) 가. 学生每天在教室学习６~７个小时，加强卫生工作，可以大大减少学生
呼吸疾病的患病率。
학생들은 매일 교실에서 6~7시간 공부하기 때문에 청결을 강화해야
학생들의 호흡기 질환 발병률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나. 孩子在学校出了事儿找学校，病人在医院出了意外当然就是医院的责
任了。
아이들이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의 책임이고 환자가 병원에
서 뜻밖의 일을 당하면 당연히 병원의 책임이다.

(57가~나)를 보면 ‘在+장소명사’에서 장소명사는 비지시적(任指)이다. (57가)에서
‘교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정한 교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총칭(generic)을
나타내고 (57나)에서 ‘학교’와 ‘병원’ 또한 ‘특정된 한 개의 학교와 병원’을 가리키
는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Li & Thompson(1981[1989]: 146)에서는 분류사구가
없는 명사구가 화제의 위치에 오거나 전치사 ‘把’ 또는 ‘被’ 뒤에 오면서 특정 개체
를 가리키기보다는 그 종류의 실체 전체를 가리킨다면 이것을 비지시적으로 쓰인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실체 전체를 의미하는 비지시 명사구를 ‘총칭적’이라고 부른
다고 하였다.41)
41) 비지시적 명사구는 절대로 분류사를 취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비지시적 명사구
를 구별해낼 수 없다. 가끔 지시적 명사구도 분류사 없이 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화
자가 청자 사이에 ‘이불’이 한 개 놓여 있는 발화상황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拿被给他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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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다음 (58)을 보기로 한다.

(58) 가. 小张今天在教室(里)学习了６~７个小时。
장씨는 오늘 교실에서 6~7시간 공부했다.
나. 我们在医院(里)守候了三个小时，一直不见婴儿的生父及奶奶出现。
우리는 병원에서 3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아기의 생부와 할머니는 나
타나지 않았다.

(58가)를 보면 이때 ‘教室’는 ‘장씨의 교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한정성
(definiteness)을 띠기 때문에 지시적이다. (58나) 또한 이때 ‘医院’은 任意의 ‘병원’
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3시간 동안 있었던 병원’을 가리키기 때문에 지
시성과 한정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42) 따라서 이 경우 장소명사는 ‘里’의 후행
여부가 비교적 자유로우며 그가 지닌 한정성으로 인해 문두에 나타날 수도 있다.

(58) 가' 在教室(里)小张今天学习了６~７个小时。
교실에서 장씨는 오늘 6~7시간 공부했다.
나' 在医院(里)我们守候了三个小时，一直不见婴儿的生父及奶奶出现。
병원에서 우리는 3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아기의 생부와 할머니는 나
타나지 않았다.

(58가'~나')와 같이 ‘在教室里’, ‘在医院里’ 등 처소명사구가 문두에 나타나는 경
우에도 문장은 성립하며 이 경우 처소명사구는 각각 문장에서 화제의 역할을 하게
되며 문장의 명제내용은 (58가~나)와 같으나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일반적
인 발화에서 문두에 오는 성분이 화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58가'~나')에서는 개사
구 ‘在教室里’, ‘在医院里’ 등이 화제로 쓰이는 경우로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다음은 왜 비지시성을 나타내는 (57가)의 ‘教室’는 ‘里’를 후행하지 않
고 한정성을 나타내는 (58가)의 ‘教室’는 ‘里’에 대한 후행여부가 자유로운지에 대

上。’이라고 발화한다면 이때 ‘被’는 지시적 명사구이며 한정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42) 한정적⋅비한정적 명사구는 모두 지시적인데 비한정적 명사구는 화자는 알고 있지만 청
자는 모르는 실체를 가리키는 반면 한정적 명사구는 화자와 청자 모두가 알고 있는 실체
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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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도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57가)에서 선행절 ‘学生每天在教室学习６~７个小时。’를 도식으로 나타내
고자 한다. 다음 도식은 Langacker(1999[2001]: 383)의 ‘복수 총칭 영상도식’을 참조
하여 나타낸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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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学生每天在教室学习6~7个小时。’의 영상도식

<그림 3-5>에서와 같이 유형 명세사항은 특정한 개별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
라, 오직 물체 유형들 x(学生)와 y(教室) 만을 지시한다. 임의의 두 사건 실례(x-y)
가 동일한 탄도체나 동일한 지표를 갖는다는 가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 간에
는 대응선들이 없다. 따라서 세상 구조의 한 국면이 ‘学生每天在教室学习’라는 이
사건 유형의 다수의 실례들의 발생이다. 복수 총칭에서는 서로 다른 개별체들이
각각의 사건 실례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상위 탄도체는 다수
의 ‘学生’들로 구성되고 상위 지표는 다수의 ‘教室’들로 이루어진다. 이 사건 실례
들은 실제적 공간이 아닌 구조적 공간에 있기 때문에 모두 시간축에 대응되는 특
정한 시점이 없다.43) 따라서 이들은 개체들의 집합(다수의 탄도체, 다수의 지표)을
43) 실제적 공간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개념화되는 사건 실례들로 구성된다. 즉 어떤
실제적인 사건의 발생은 과거 실상 또는 미래 잠재성의 문제일 수 있다. 또한 그것은 단
언될 수도 있고, 부인될 수도 있다. 반면에 구조적 공간은 실제성에서 아무런 지위도 지니
지 않는 사건 실례들로 구성된다. 이 실례들은 단지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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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으로 부각시키기 때문에 장소명사 뒤에 후행하여 한정적인 ‘공간 안’을 나타
내는 ‘里’는 후행하지 않게 된다.
이어서 (58가) ‘小张今天在教室里学习了６~７个小时。’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x

y
<그림 3-6> ‘小张今天在教室里学习了6~7个小时。’의 영상도식

<그림 3-6>는 보다시피 <그림 3-5>에서 한 사건 실례(x-y)를 가져온 것과 비슷하
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사건 실례는 보다시피 탄도체는 x인 ‘小张’이고 지표(y)인

‘教室’는 ‘장씨의 교실’이기 때문에 한정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
라서 (58가)에서 탄도체인 ‘小张’과 지표인 ‘教室’는 모두 윤곽을 받으며 또한 ‘教
室’는 탄도체인 ‘小张’이 ‘学习’를 하는 공간이므로 이 경우 ‘里’의 후행여부는 비
교적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3.1.4.9 자주성(Independence)과 비자주성
목표물인 탄도체가 비자주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 ‘在+장소명사’ 뒤에는 흔히

‘里’가 후행한다. 그리고 이때 동사로는 배치동사가 많이 쓰이며 ‘在+장소명사’의
뒤에 놓일 수도 있고 앞에 놓일 수도 있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59) 가. 王会计已在办公室里摆好了茶和瓜子。
왕회계는 이미 사무실에다 차와 해바라기씨를 차려놓았다.
나. 老师就在教室里放了一面镜子, 让学生经常照照自己。
선생님은 교실에다 거울을 가져다 놓고 학생들에게 자주 비춰 보게
하였다.

특징 규명할 목적을 위해서만 개념화된다. 따라서 이것들은 구조적 공간 밖에서는 그 존
재를 전혀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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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糟了, 徐某送给我的３万元钱，还放在办公室里。
큰일 났어요, 서씨가 나한테 준 3만위안이 아직 사무실에 있어요.
라. 我偷偷拿了你的画，然后将它藏在书房里，没想到被小风那捣蛋鬼发
现了。
나는 몰래 너의 그림을 훔쳐서 서재에 숨겨 놨는데 샤오펑한테 발견
당할 줄 몰랐다.

정윤철(2007)에서는 (59가)와 같은 경우는 ‘王会计摆好了茶和瓜子+茶和瓜子在办
公室里’와 같이 두 절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행위자의 위치는 나타내지 않으
며, 단지 동작이나 상태의 발생 위치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이 경우의 처소사
는 행위자가 어떠한 행위대상에게 행위를 가하여 행위대상이 위치하게 되는 장소
로 볼 수 있겠다. (59나) 역시 (59가)와 같은 구조를 가진 예문으로 볼 수 있다. 다
음은 (59다~라)를 보기로 하자. 이때 장소는 ‘행위대상이 동작을 통해 도달하게 되
는 장소’로 볼 수 있다. 즉 결과적으로 볼 때 (59가~나)와 (59다~라)는 모두 행위대
상이 행위자의 동작을 통해 어떠한 장소에 처해지고 이때 행위자가 그 장소에 있
는지 여부는 관심밖에 있으며 행위대상이 모두 무정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위치이동 동사나 정태지속 동사와는 달리 행위자
가 위치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정물인 행위대상이 위치하는 장소를
나타내며 전자는 행위자가 유정물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주적 의지를 지닌다고
볼 수 있고 후자는 무정물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비자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비자주적 특성을 가진 무정물인 행위대상이 배치동사에 의해 어떠한 장
소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59가~라)와 같이 장소명사 뒤에 ‘里’가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만약 이 경우에 ‘里’가 후행하지 않고 장소명사 단독으로 ‘在’의 목적어로
쓰인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60) 가. ?王会计已在办公室摆好了茶和瓜子。
나. ?老师就在教室放了一面镜子, 让学生经常照照自己。
다. ?糟了, 徐某送给我的３万元钱，还放在办公室。
라. ?我偷偷拿了你的画，然后将它藏在书房，没想到被小风那捣蛋鬼发现
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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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가~라)는 보다시피 (59가~라)와 비교했을 때 발화가 자연스럽지 않다. 그렇다
면 무정물이라는 특징 때문에 행위자에 의해 어느 장소에 배치되는 경우 ‘里’를 후
행하게 되는 것일까?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61) 抓来的人都关在一个大货仓里。
잡혀 온 사람은 모두 큰 화물창고 안에 갇혀 있다.

(61)을 보면 이 경우 행위대상은 유정물인 ‘사람’을 가리키는데 행위대상인 ‘잡
혀 온 사람’은 행위자인 ‘누군가’에 의해 ‘화물창고’안에 갇혀 있다. 이 경우 역시
행위자에 의해 행위대상은 어떠한 ‘장소’에 위치하게 되며 이 경우에도 장소명사
뒤에는 ‘里’가 후행함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행위대상이 반드시 무정물이라 하여

‘里’가 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59가~라)와 (61)의 공통점은 행
위대상이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간에 모두 비자주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다. 또한 이 경우 행위대상이 위치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장소 안에는
행위대상만이 위치하고 행위자는 그 장소 안에 위치하지 않는다. 다음은 영상도식
을 통해 보기로 한다.
우선 (59가) ‘王会计已在办公室里摆好了茶和瓜子。’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는 ‘王会计摆好了茶和瓜子+茶和瓜子在办公室里’와 같이 두 절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도식을 연결시켜 완성한 것이다.

tr

lm

tr
lm
T

<그림 3-7> ‘王会计已在办公室里摆好了茶和瓜子。’의 영상도식

<그림 3-7>에서 우선 왼쪽 도식을 보기로 한다. 여기서 탄도체(tr)는 ‘王会计’이
고 지표(lm)는 ‘茶和瓜子’이다. 탄도체와 지표의 관계는 힘의 작용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시간축에서 굵은 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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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 부분은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간 즉 과정의 ‘시간윤곽’을 나타낸다. 이어서
오른쪽 도식을 보기로 한다. 여기서 탄도체는 앞서 왼쪽 도식의 지표인 ‘茶和瓜子’
가 이에 해당되고 지표(lm)는 ‘办公室’이다. 이때 행위대상 ‘茶和瓜子’는 비자주적
인 특성으로 인해 행위자의 도움 없이는 그 장소를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잠정
적인 위치고정을 가져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우리는 장소명사가 동사 ‘在’의 목적어로 나타날 때 ‘里’는 흔히 후행하지
않으며 주어의 위치에 대부분 유정물이 쓰인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유정물이 어
떤 장소에 위치해 있을 때 우리는 ‘里’를 흔히 쓰지 않는데 가령 ‘妈妈在家。’, ‘老
师在办公室。’ 등이 그러하다. 하지만 무정물이 어떤 장소에 있다고 설명할 때에
는 ‘里’가 흔히 후행한다. 예를 들면 ‘书在家里。’，‘眼镜在办公室里。’ 등과 같다.
邱琳(2005)에서는 ‘在’는 ‘内动字’로서 행위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을 때 쓰인다고
하였다. 马氏文通의 분류법에 따르면 ‘在’는 주동 혹은 자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在’가 나타내는 ‘存在’라는 이 상태는 오로지 자연적인 주동(主动)상태를
말하는데 ‘在’는 ‘스스로 위치해 있는 것’이지 ‘피동적으로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
라고 하였다. 의미 관계장에 존재하는 ‘존재물’은 처소에서 ‘존재주체’로서의 사물
이고 소위 ‘존재주체’라는 것은 공간 안의 ‘내용물’이 자연스러운 상태로 위치해
있는 것으로 외부의 힘의 제약이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며 피동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한다면 ‘妈妈在家。’, ‘老师在办公室。’ 등은 능동성을 가
진 유정물인 ‘妈妈’, ‘老师’ 등이 스스로 이동하여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기 때문에 위의 설명에 부합된다. 하지만 ‘书在家里。’, ‘眼镜在办公室里。’ 등에서
무정물인 ‘书’와 ‘眼镜’은 스스로 그 장소에 이동하여 존재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在’를 사용하여 그 위치를 나타낸다는 것은 ‘행위자가 스
스로 어디에 위치해 있을 때’에만 사용이 가능하던 ‘在’가 ‘사물 또는 사람이 피동
에 의해 위치하게 되는 경우’에도 쓰이는 것으로 의미 확장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
으며 이 경우에는 처소사 뒤에 공간을 나타내는 ‘里’를 후행함으로써 인간의 인지
속에 공간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해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인간의 경험상
장소명사는 행위자가 위치해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행위자인
사람에 의해 피동적으로 물체 또는 피행위자가 어떤 장소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는

‘里’라는 공간 방위사를 사용함으로 인해 장소로 인지하고자 한다. 가령 ‘书在桌子
上。’，‘书包在教室里。’ 등과 같이 사물이 어느 위치에 처해 있을 때 처소사 뒤에
는 늘 방위사 ‘上’이나 ‘里’ 등이 후행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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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59다) ‘糟了, 徐某送给我的３万元钱，还放在办公室里。’를 도식화하기
로 한다.

행위자

tr
lm
<그림 3-8> ‘徐某送给我的３万元钱，还放在办公室里。’의 영상도식

<그림 3-8>을 보면 탄도체(tr)는 ‘３万元钱’이고 지표는 ‘办公室’이며 비록 도식
에서 현저성을 받지 못하지만 이는 지표 밖에 있는 ‘누군가’인 행위자에 의해 탄도
체가 지표 안에 위치하게 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도식에서 윤
곽을 받는 부분은 지표 안에 위치해 있는 탄도체 ‘３万元钱’와 지표 ‘办公室’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탄도체 ‘３万元钱’와 지표 ‘办公室’의 관계는 앞서
살펴본 ‘茶和瓜子’와 ‘办公室’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무정물이 어떤 장소에 잠정적
으로 위치해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무정물인 ‘３万元钱’은 스스로 ‘办公室’라는
장소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에 의해 피동적으로 존재해 있는 상태이
다. 따라서 이때 ‘里’가 후행하여 장소라는 것을 인간의 인지 속에 반영하고자 한
다는 것이다.
또한 배치동사가 쓰이는 발화를 보면 ‘把’자문이 많으며 이는 행위자가 행위대
상을 어떠한 위치에 처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62) 가. 他把照片镶框，挂在办公室里了。
그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 사무실에 걸어 놓았다.
나. 我买了阳春面，放在厨房里了，你快去吃吧！
내가 면을 사서 주방에 놓았으니 빨리 가서 먹어!
다. 他把行李箱放在客厅里了, 去倒了一杯暖开水给她。
그는 캐리어를 거실에 놓고 나서 온수 한잔을 그녀에게 가져다주었다.

(62가~다)는 행위자와 피위자의 관계를 ‘把’자문으로 나타낸 예문으로 이때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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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피위자는 행위자에 의해 장소명사가 나타내는 장소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로 처
소사 뒤에는 ‘里’가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把’자문에 대해 중국어 문법학자인
王力(1947)에서는 ‘처치식(处置式，disposal form)’이라고 하면서 ‘처치식은 사람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조정되며, 취급되는 지를 진술한다. 그리고 사물이 어떻게 처
리되며,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진술한다’고 하였다. 즉 ‘처치’라는 것은 직접목
적어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와 관련이 있다. 위의 (62가)와 (62다)를 보면 모두

‘把’자문인데 이들은 행위자가 각각 직접목적어인 ‘照片’, ‘行李箱’ 등을 ‘사무실’,
‘거실’에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모두 처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허성
도(2007: 596)에서는 ‘동사+在+처소목적어’형식의 문장에 대상목적어가 함께 나오
는 경우에는 대상목적어가 위치할 곳이 없기 때문에 ‘把’자문으로 말해야 한다고
하였다.4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존재물이 비자주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경우
장소명사는 ‘里’를 후행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马氏文通의 분류법에 따르면

‘在’는 주동 혹은 자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주동상태를 말하
며 ‘스스로 위치해 있는 것’을 뜻하는 원형의미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현대중국어
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3.1.4.10 정태성(Static)과 동태성(Dynamic)
‘在+장소명사’가 동사 앞에 쓰일 때 <표 3-4>를 보면 ‘屋’, ‘屋子’, ‘院子’, ‘房间’,
‘办公室’, ‘客厅’ 등 장소명사의 경우, 뒤에 ‘里’가 후행할 때 술어의 위치에 ‘走来
走去, 踱来踱去, 转, 走, 踱步, 散步’ 등 위치이동동사가 많이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3) 가. 他紧张不安地在屋里走来走去。
그는 긴장돼서 불안하게 방에서 왔다갔다 하였다.
44) (1) 가. 我把皮包忘在教室里了。
나는 가방을 교실에 두고 왔다.
나. 他把汽车停在公园里了。
그는 차를 공원에 세워 놓았다.
허성도(2007)에서는 위와 같은 예문이 바로 ‘把’자문으로 나타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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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回到家，她在屋子里转了几圈：“这彩票放哪儿好呢？”
집에 돌아온 후 그녀는 방에서 몇 바퀴 돌더니 “이 복권을 어디다
숨기면 좋을까?”
다. 清晨，我抱妞妞在院子里散步。
이른 아침 나는 妞妞를 안고 마당에서 산책하였다.

(63가~다)를 보면 장소명사로 ‘屋’, ‘屋子’, ‘院子’ 등이 쓰이고 있는 예문이다. 앞
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주요인으로 음절제약과 물체
지시성이 큰 작용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 장소명사는 뒤에 위치이동동사와
의 통합으로 인해 ‘里’가 후행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다음은 ‘里’
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자유로운 ‘房间’, ‘办公室’, ‘客厅’ 등이 위치이동동사와
쓰인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64) 가. 他从椅子上立起身来，在房间里走来走去。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방안에서 왔다갔다 하였다.
나. 他挣脱了她的拥抱，开始在客厅里踱步，这时他感到胸中似有一股巨
浪在翻滚。
그는 그녀의 포옹에서 벗어나 거실에서 거닐기 시작했고 그때 그의
가슴에는 거센 파도가 나뒹구는 것 같았다.
다. 陆清放下揉皱了的薄纸，背着手在办公室里踱着。
陆清은 구겨진 종이를 놓고 뒷짐을 지고 사무실에서 거닐고 있었다.

(64가~다)는 보다시피 장소명사 ‘房间’，‘客厅’，‘办公室’ 등이 ‘在’ 뒤에 놓여
개사구를 형성하고 그 개사구가 위치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또는 동사구 ‘走来走
去’, ‘踱步’, ‘踱着’ 등과 통합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장소명사 뒤에 ‘里’가 후행함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치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里’의 후행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储泽祥(2004)에서는 처소사가 정태지속을 가지는 동사 앞
에 나타날 때 ‘里’의 사용은 자유롭지만 동작진행을 나타내는 동사 앞에 나타날 때
는 ‘里’를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45) 그리고 储泽祥(2004)에서는 동작진행을 나타내는 동사로
45) 某个活动是静态持续性的，还是动态过程性的，对方位词的隐现也有影响。比较
(1) a. 和我一起在公园里聊过天的女孩子含笑看着我: “他怕你是个流氓。”(王朔<一半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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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聊天(이야기하다)’, ‘下锚(닻을 내리다)’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설명하
고자 하는 위치이동 동사는 ‘走来走去’, ‘踱来踱去’, ‘踱步’, ‘踱着’ 등으로 储泽祥

(2004)에서 언급한 동작진행 동사인 ‘聊天’, ‘下锚’ 등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왜
냐하면 ‘走来走去’, ‘踱来踱去’, ‘踱步’, ‘踱着’ 등은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고 그
공간 안에서 행위자가 이동을 하는 동작을 나타내지만 ‘聊天’, ‘下锚’ 등은 사실상
행위자의 위치가 꼭 이동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치이동 동사의 경
우는 동작을 통해 위치가 이동되기 때문에 분명한 동작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储泽
祥(2004)에서 언급한 ‘聊天’, ‘下锚’ 등보다 동작진행 동사의 원형범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은 위치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장소명사가 ‘里’를 후행
하는 것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64가~다)에 쓰인 동사구를 살펴보면 ‘走来走去’, ‘踱步’, ‘踱着’ 등이 나타
나는데 이러한 동작을 진행하려면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한다. 예컨대 ‘走来走去’,

‘踱来踱去’ 등과 같은 경우를 보면 일정하게 확보된 공간 안에서 ‘왔다 갔다’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되는데 이와 달리 정태지속을 나타내는 ‘坐’, ‘看’, ‘等候’ 등
동사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한 장소에 머무르기 때문에 초점조절의 관점에서 보면
이 경우 탄도체는 지표가운데서 한 점으로 인지할 수 있다.46) 실제로 <표 3-4>를
통해 볼 수 있다시피 ‘坐’, ‘看’, ‘等候’ 등 앞에 놓이는 개사구는 ‘里’를 후행하지
火焰一半是海水>)
b. 我在公园等了一个小时后，心情慢慢沮丧了。(王朔<浮出海面>)
(2) a. 由于水浅码头小，客轮在港湾里下了锚，旅客分批乘汽艇登陆。(王朔<一半是火焰
一半是海水>)
b. 客轮在港湾停留了很长时间。(王朔<一半是火焰一半是海水>)
例(1a)、(2a)的活动‘聊天’、‘下锚’是动态过程性的，‘公园’和‘港湾’后边倾向于用方位词
‘里’，而例(1b)、(2b)的活动‘等’、‘停留’是静态持续性的，用不用方位词比较自由。
46) Langacker(1987[1999]: 123)에 따르면 ‘언어표현들은 개념화된 상황 혹은 장면과 관련되어
있다. 개념화 상황을 구조짓는 데 쓰이는 영상들은 여러 가지 매개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데 이러한 변화를 초점조절이라 한다’고 하였다. 초점조절은 크게 선택, 원근법, 추상 등
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조할 대상은 ‘추상’과 관련이 있다. 추상
은 상황이 그려지는 자세성 수준과 관계가 있다. Langacker(1987[1999]: 141)에서는 ‘낮은
수준의 도식성에서 높은 수준의 도식성으로 초점을 조절하면 사소한 자질들이 자취를 감
추게 되는데 이 차이는 조밀한 그물코 망으로 구조를 나타내는 것(사소한 자질도 나타난
다)과 듬성듬성한 그물코 망으로 구조를 나타내는 것(큰 자질만 보존된다) 사이의 차이와
유사하다. 이를 다음 표(a)와 (b)로 나타낼 수 있다. (a)의 조밀한 도표의 표상과 (b)의 듬성
듬성한 도표 표상을 비교해보면 (b)가 (a)보다 덜 정확할 뿐만 아니라 (a)의 어떤 자질은
너무 자세해서 (b)의 듬성듬성한 망으로 포착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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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里’를 후행하는 경우보다 많았다.

‘里’는 영어의 ‘IN’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기동(1984: 87-300)에서는 전치사
들의 기본의미가 여러 개별 의미에 일관성 있게 확장되어 적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그가 설정 하고 있는 IN 전치사의 기본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다.

IN: X in Y에서 in은 X가 Y의 영역이나 경계 안에 있는 관계를 나타내며 이때
in은 영역을 한정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47)
전치사는 기본적으로 두 개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다. 전치사는 이 두 개체
중 앞에 나오는 존재(X)와 뒤에 나오는 존재(Y)사이의 의미적인 관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두 존재 X, Y의 한 관계로 볼 수 있다.

Langacker(1987[1999]: 250)에서는 탄도체와 지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
리고 있다.

사실상 모든 관계서술48)에서 부각된 참여자들 사이에는 비대칭성이 관찰된다.
그 중 하나가 탄도체(tr)라 불리어지고 특별한 지위를 가지며 관계윤곽 내의 모습
(figure within a relational profile)으로 특징 규명된다. 탄도체란 용어는 운동을 떠
올리게 한다. 물리적 활동을 묘사하는 과정(아마 관계에서는 원형일 것이다)에서
탄도체는 일반적으로 공간적 탄도를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앞서의 정의는 물리
적이든 추상적이든 운동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도식적 기술은 정적
관계와 동적 관계에 모두 적용된다. 관계서술에서 다른 현저한 개체들은 지표(lm)
라 부른다. 지표는 당연히 (원형적 실례에서) 탄도체의 위치를 잡아 줄 때 참조점

(a)

(b)

47) 분석의 편의를 위해 특별한 기호 X와 Y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X는 전치사의 선행사 또는
탄도체(tr)를, Y는 전치사의 목적어 또는 지표(lm)를 나타낸다.
48) 어떤 접속사들은 가능한 예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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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우선 위치이동동사가 쓰이는 (64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64가) 他从椅子上立起身来，在房间里走来走去。(他在房间做什么?)

(64가)를 인지모형으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 도식은 Langacker(1999[
2001]: 98)의 ‘There’s a mailbox across the street.(길 건너에 우체통이 있다.)’의 도식
과 Langacker(1987[1999]: 260)의 ‘Arrive(도착하다)’의 도식을 참고하여 나타낸 것이
다.

lm/IS
tr

tr

tr

C
T
MS
<그림 3-9> ‘他从椅子上立起身来，在房间里走来走去。’의 영상도식

<그림 3-9>를 보면 여기서 바깥 네모는 최대범위(MS), 즉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
의 완전한 망이라고 보면 된다. (64가)의 발화를 통해 우리는 <그림 3-9>의 최대범
위를 ‘집’으로 가정할 수 있겠다. 화살표로 된 T는 시간을 나타내 준다. (64가)에서
술어부인 ‘走来走去’는 동사구로서 의미극이 과정(process)을 지시하는 상징적 표
현이다. 따라서 과정서술은 양성적 시간윤곽(positive temporal profile)을 가지고 있
으며 개념화 시간 내내 과정이 진화하는 것을 연쇄적으로 주사한다. 시간 축에서
보면 굵은 선으로 된 부분은 동작이 이루어지는 기간 즉 과정의 ‘시간윤곽’을 나타
낸다. 그리고 굵은 선으로 표시된 네모는 윤곽 개체의 특징규명에서 가장 두드러
지는 최대범위의 여러 국면들로 이루어진 직접범위(IS: immediate scope)를 나타낸
다. (64가)에서 직접범위인 ‘房间’은 또한 이기동(1984: 87)에서 설정하고 있는 Y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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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문장의 지표(lm)이기도 하다. 탄도체(tr)는 문장의 주어인 ‘他’이다. 마지
막으로 모든 발화는 화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화자와 동일시될 수 있는 개념화
자(C: conceptualizer)을 상정하게 되는데 (64가)의 문맥을 통해 우리는 <그림 3-9>와
같이 개념화자는 직접범위 안에 놓인다고 볼 것이다. <그림 3-9>에서 보다시피 탄
도체의 움직임은 지표인 ‘房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 지표와 탄도체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시간윤곽 안에서 서로 관계적인 윤곽을 가진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탄도체의 이동은 지표 안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 지표인 ‘房间’은

<그림 3-9>와 같이 윤곽을 받으며 (64가)의 사건의 발생(명제내용)은 ‘房间’이라는
공간적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 ‘里’는 ‘공간을 한정’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뒤에 정태(静态)지속을 나타내는 동사가 오는 경우의 예문을 보기로 한다.

(65) 가. 我捧着那封信竟呆呆地在办公室坐了一个小时。(你下午做了什么?)
나는 그 편지를 들고 멍하니 사무실에 한 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나. 他在房间看了一会儿书。(他在房间做了什么?)
그는 방에서 한참동안 책을 보았다.
다. 我在客厅等了她一个小时。(你在客厅等了她多长时间?)
나는 거실에서 그녀를 한 시간 기다렸다.

우선 (65가) ‘我捧着那封信竟呆呆地在办公室坐了一个小时。’를 도식화하면 다음
과 같다. 이 도식은 Langacker(1991[1999]: 218)의 도식을 참조하여 나타낸 것이다.

tr
C

lm/IS

T
MS
<그림 3-10> ‘我捧着那封信竟呆呆地在办公室坐了一个小时。’의 영상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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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에서 최대범위(MS)는 ‘办公室’을 포함한 ‘회사’로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65가)의 지표이자 사건의 무대인 직접범위(IS)는 ‘办公室’이다. 그리고 문
장의 주어인 ‘我’는 탄도체(tr)이다. 그리고 <그림 3-10>에서 보다시피 탄도체는 지
표인 ‘办公室’ 안에 위치해 있고 술어인 ‘坐了一个小时’는 위치이동을 보이지는 않
지만 참여자가 상태의 내적 변화를 겪기 때문에 탄도체 안에 꼬불꼬불한 화살표로
나타내었다.49) 그리고 발화문맥에 따라 개념화자(C)는 직접범위(IS)안에 있다고 볼
수 있다. (65가)에서 주어인 ‘我’는 ‘办公室’ 안에서 ‘坐了一个小时’의 상태지속을
나타내기 때문에 위치의 이동을 나타내는 <그림 3-10>과는 달리 탄도체는 연속주
사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65가)의 경우 정태
지속이 ‘一个小时’라는 시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시간 축에서 그 시간동안은 현
저성을 받기 때문에 굵은 선으로 표시하였다. 이처럼 정태(静态)지속을 나타내는

‘坐’, ‘看’, ‘等’, ‘发呆’ 등 동사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한 장소에 머무르기 때문에
초점조절의 관점에서 보면 이 경우 탄도체는 지표가운데서 한 점으로 인지할 수
때문에 ‘办公室’을 벗어날 위험성이 없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里’를 사용하여 ‘사무실 안’이라는 범위를 한정시킬 필요성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이 술어부에 위치이동 동사가 쓰이는 경우, 정태(静态)지속동사가 쓰이
는 경우보다 지표로 쓰이는 장소는 탄도체에 대해 범위를 ‘공간 안’으로 제한시켜
야 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뒤에 위치이동 동사가 나
타나는 경우 장소명사는 ‘里’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겠다.

3.2 일반명사와 ‘里’의 공기관계
다음은 ‘在’ 뒤에 나타나는 일반명사와 ‘里’와의 제약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BCC에서 발췌한 예문이다. BCC의 검색용 키워드에 ‘在+명사+里’를 검색어로 넣
어 검색한 후 그 명사유형에 따라 장소명사와 일반명사로 분류하였다. 아래 <표

3-8>에 나와 있는 일반명사 중에는 구체적인 명사도 있고 추상적인 명사도 있다.
구체명사와 추상명사의 특징을 모두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출현빈도가 가장

49) 상태의 내적 변화는 참여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앉는 자세로의 변화와 앉은 상태로 지속
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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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나타나는 12개를 선택하였다.

<표 3-8> 일반명사+‘里’의 출현빈도
在被窝里(4370)

在手里(3868)

在梦里(3672)

在水里(3165)

在电话里(2868)

在嘴里(1968)

在车里(1739)

在脑子里(1227)

在被子里(1187)

在脑海里(1086)

在口袋里(1065)

在肚子里(860)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반명사가 단독으로 ‘在’의 목적어로 쓰일 때와 방위사
가 후행할 때의 비율을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기제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3.2.1 ‘在+처소명사구’구문에서 ‘里’와의 공기 관계
동사 ‘在’의 뒤에 나타나는 일반명사의 출현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표

3-8>에 열거해 놓은 ‘在’ 뒤에 나타나는 일반명사들을 그가 ‘里’와 함께 동사 ‘在’
의 목적어로 쓰일 때와 또 ‘里’ 없이 단독으로 ‘在’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里’가 후행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의 예문은 보기로
각각 한 개씩 열거하였다.

(66) 가. 两个暖水袋都在被窝里。
나. 七点多就在被窝, 一直睡不着。
(67) 가. 说到底，自己的幸福已在手里，也就不必管别人更大的风光了。
나. 骗子都是理论家, 都以为真理在手。
(68) 가. 理想在梦里, 现实在路上。
(69) 가. 遇难飞行员的遗体很快被打捞上来，飞机残骸应该还在水里。
나. 船上装着一大卷鸭圈，干粮，简单的行李，人在船，鸭在水，一路迤
迤逦逦地走。
(70) 가. 等到了好友生日那天，发条神秘短信告诉他神秘的生日礼物就在电话
里，想要？
(71) 가. 他的舌头在嘴里，毒蛇怎么会咬到他的舌头上去的。
(72) 가. 王品成看见刘媛和彭丽云也在车里，不禁一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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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가. “我知道你的爱只在脑子里，而不在心里。”
(74) 가. 我刚醒，还在被子里。
(75) 가. 小时候在隧道里面碰见蛇的可怕记忆还在脑海里。
나. 回复去年此地，您温暖的微笑仍在脑海，有时，天涯亦咫尺。
(76) 가. 他摸摸口袋，幸亏那根高丽参还在口袋里。
나. “还好，你呢？”杨恕双手在口袋，潇洒地扬起头。
(77) 가. 想不到这个还是一身娃娃气的姑娘有这么一套大道理在肚子里！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어떤 일반명사는 ‘里’없이 단독으로 동사 ‘在’의 목적어로
쓰이지 못하는 것이 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BCC에서 모든 예문을 검색하였으
며 아울러 각각의 출현빈도를 도출하였다.50) 그리고 각 예문에 쓰이는 주어가 유
정물인지 무정물인지도 같이 관찰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 <표 3-9>와 같다.

<표 3-9> ‘在+일반명사’구문에서 일반명사와 ‘里’의 공기 비율
순
차
1
2
3
4
5
6
7
8

주어: 유정물 주어: 무정물

빈도비율

지명

출현빈도

被窝里

54

53

1

被窝

34

34

0

手里

148

3

145

手

254

3

251

梦里

35

22

13

100%

梦

0

水里

109

63

46

92%

水

10

0

10

电话里

1

0

1

100%

电话

0

嘴里

47

0

47

100%

嘴

0

车里

104

79

25

100%

车

0

脑子里

19

3

16

100%

(里의 유무)

61%
39%

37%
63%

8%

50) 구체적인 데이터 추출방식은 앞서 장소명사의 경우와 같음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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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11
12

脑子

0

被子里

16

被子

0

脑海里

15

1

100%

13

1

12

30%

脑海

31

26

5

口袋里

28

0

28

口袋

2

0

2

肚子里

31

8

23

肚子

0

0

0

70%

93%
7%

100%

<표 3-9>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梦, 嘴, 电话, 车, 脑子, 被
子, 肚子’ 등은 동사 ‘在’의 목적어로 나타날 때 반드시 ‘里’를 후행해야만 주어가
존재하는 처소를 나타낼 수 있다. 즉 이들은 ‘里’ 없이는 처소사로 쓰이기 어렵다
는 것이다. ‘口袋’, ‘水’ 등 또한 ‘里’와 함께 쓰여야만 처소를 나타낼 수 있는 비율
이 각각 93%,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被窝’는 ‘里’를 후행하는 빈도가 61%를 차
지하였고 ‘手’, ‘脑海’ 등의 경우는 ‘里’를 후행하는 빈도가 각각 37%, 30%에 달해
기타 명사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일반명사의 ‘里’에 대
한 의존도를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3-10> 일반명사의 ‘里’에 대한 의존도

<里에 대한 의존도 높음>
↑

梦, 嘴, 电话, 车, 脑子, 被子, 肚子등(100%)
口袋(93%), 水(92%)
被窝(61%)

--------------------------------------------50%
手(37%), 脑海(30%)
↓

<里에 대한 의존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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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在+처소명사구+VP’구문에서 ‘里’와의 공기 관계
다음은 일반명사가 ‘在’와 함께 개사구로 쓰이면서 동사구 앞에 놓일 때 쓰이는
예문으로 그들이 ‘里’와 함께 쓰이는 경우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의 예문을 살펴
보기로 한다.51)

(78) 가. 在家里就不一样、在被窝里玩了半个钟手机都不想起身。
나. 自从回珠海后就没有在被窝玩手机了。
(79) 가. 我感觉似乎我在手里拿着一颗活的心，一颗渴望着爱和信仰的心。
나. 考完试回来路过十公寓楼下，看到有博士在手捧玫瑰表白。
(80) 가. 昨夜我做了个梦, 在梦里见到七姐，七姐对我亲亲热热。
(81) 가. 这里还有养鱼池，看得见一条一条的鱼在水里游。
나. 也就是说人在水丧失热量的速度会很快，大量的热量会在游泳当中消
耗掉。
(82) 가. 小弟去了外国一个月，有次在电话里哭。
나. 我记得曾在电话问过他，要不要娶一个法国太太?
(83) 가. 她还让白岩松 在嘴里含一颗石头，练习绕口令。
나. 花布巾撕开油纸包，张嘴咬下一块鸡肉在嘴嚼了嚼。
(84) 가. 除了司机和加油站的工作人员在忙活，其他人也许是在车里坐久了，
便出来活动活动筋骨。
나. 哎今天星期六…时间过得多快啊…竟然在车睡着了。
(85) 가. 我总是迅速将这样或那样的问题在脑子里过一遍。
(86) 가. 如果不开心了就找个角落或者在被子里哭一下, 之后要开开心心的。
나. 我躲在衣柜看小说，其他两人在被子玩手机，一人开门出去找人。
(87) 가. 四年多也不过就是一转眼间, 那些事都在脑海里浮现。
나. 这番道理让千雪一震，宋清平临死前说的话在脑海浮现。
(88) 가. 如果你在恋爱的话，别忘记在口袋里放一些糖果。
나. 刚刚在口袋翻出一张全是英文的账单。
(89) 가. 阿明在肚子里骂着，脸上却毫无表情。
나. 她知道他的性子，不言不语，主意却像蛔虫在肚子爬着，弄不好，什
么事都能干出来的！
51) 예를 들어 (80)의 경우 (80가)만 있고 (80나)가 없는 경우에는 ‘梦’이 ‘里’가 후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在’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가 없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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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BCC에서 검색한 데이터를 정리한 결과 다음 <표 3-11>과 같으며 이
가운데서 ‘梦’, ‘脑子’ 등의 경우는 ‘里’가 후행하지 않으면 개사 ‘在’의 목적어로
쓰일 수 없음을 볼 수 있다.52)

<표 3-11> 동사 앞에 출현하는 ‘在+일반명사’와 ‘里’의 공기 비율
순
차

1

2

지명명사

3

1000

被窝

168

手里

236

梦里
梦
水里

2
1023

6

5

电话里

817

7

1429
27

嘴里

277

车里
车

8

6

电话

嘴

脑子里

(里의
유무)

看(157), 玩(43), 听(38), 睡觉(32), 躺
(29), 睡(26)
看(13), 玩(12), 睡(10), 躺(9), 睡觉(8)
拿(19), 捏(12), 握(8), 摆弄(8)，掂了
掂(8)，攥(8)
捧(2)
见(82), 哭(56), 出现(46), 看到(26),
看见 (23)

86%
14%

99.2%
0.8%

100%

0

4
水

출현동사(횟수)

(횟수)

被窝里

手

빈도비율

출현빈도

2
544
2
471

泡(62), 游(39), 放(25), 挣扎(25), 浸
泡(16), 游来游去(16)
坐(1), 丧失(1), 产生(1), 游(1)，过
(1)，行走(1)
说(389), 告诉(131), 哭(60), 听到(46),
问(42), 笑(31)
说(6), 听(3), 问(2), 骂(2), 喊(2)
含(16), 嚼(15), 咀嚼(12), 转(10), 咬
(8), 哼(7)
咬(1), 嚼了嚼(1)
听(32), 坐(32), 等(26), 睡(24), 看(23),
放(17)
休息(1), 睡着(1)
想(35), 转(24), 过(18), 搜索(15), 形
成(15), 闪(13)

99.3%
0.7%

98%
2%

99.3%
0.7%

99.6%
0.4%

100%

52)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은 앞서 ‘在’의 개사구로 쓰이면서 동사 앞에 놓이는 장소명사의
경우와 같음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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脑子
9

0

被子里

243

被子

6

脑海里

399

脑海

146

口袋里

156

口袋

15

肚子里

191

10

11

12

肚子

2

看(35), 哭(20), 窝(14), 玩(12), 听(8),
睡觉(8)
哭(1), 闷(1), 玩(1), 滚来滚去(1)
浮现(41), 挥(18), 想(18), 闪(15), 出
现(14), 回荡(10)
浮现(28), 响起(6), 想(6), 闪现(6), 徘
徊(6), 住(6))
摸(20), 掏(15), 放(13), 摸索(13), 装
(12), 找(11)
摸(2), 掏(2), 翻(1), 发现(1)
说(11), 骂(9), 动(5), 笑(5), 叫(5), 有
(4)
爬(1), 咆哮(1)

98%
2%

73%
27%

91%
9%

99%
1%

다음은 <표 3-11>을 통해 일반명사의 ‘里’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낸 도표이다.

<표 3-12> 일반명사의 ‘里’에 대한 의존도

<里에 대한 의존도 높음>
↑

梦(100%), 脑子(100%)
手(99.2%), 水(99.3%), 嘴(99.3%), 车(99.6%)
肚子(99%), 电话(98%), 被子(98%), 口袋(91%)
被窝(86%), 脑海(73%)

--------------------------------------------50%

↓

<里에 대한 의존도 낮음>

<표 3-12>를 통해 보다시피 ‘口袋’, ‘被窝’, ‘脑海’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명사
들은 ‘里’의 후행 없이 거의 처소사로 쓰이기 어렵다는 점을 볼 수 있으며 이에 반
해 ‘口袋’, ‘被窝’, ‘脑海’ 등 3개의 일반명사는 상대적으로 기타 일반명사와 비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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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里’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낮은 편이다. 따라서 이들 일반명사는 뒤에 ‘里’
의 후행 없이도 ‘在’의 목적어로 쓰일 수 있음을 말해 준다.

3.2.3 ‘V+在+처소명사구’구문에서 ‘里’와의 공기 관계
다음은 ‘在+일반명사’ 개사구가 동사 뒤에 나타날 때 쓰이는 예문이다.

(90) 가. 一个人躲在被窝里, 回忆泛滥成灾, 前前后后把过去回想了一遍。
나. 广州的天气让人只想躲在被窝。
(91) 가. 来之不易的快乐, 必定要珍惜, 紧紧握在手里。
나. 剑握在手, 他稍感放心。
(92) 가. 那样的一见钟情只能出现在梦里。
(93) 가. 接着我把刚才切剥好的花椰菜 泡在水里。
나. 船斜人影映在水, 浪溅浑身珍珠雪。
(94) 가. 虽然已没有时间常常联系；可是偶尔一声问候响在电话里, 又回到从前
的年少无忌。
(95) 가. 说着，老张又夹起一块肥肉片放在嘴里。
나. 管他调整何时休, 烟含在嘴, 茶凉一边, 静观大盘起波浪, 细看作手咋作
秀。
(96) 가. 笔记本电脑，不要放在车里。
(97) 가. 烦恼, 就是该记的不该记的, 都记在脑子里。
(98) 가. 这个天儿、就该躲在被子里、蜷着身体睡大觉。
나. 不知道是谁赶我走, 又躲在被子哭了两个小时呢, 爱哭鬼。
(99) 가. 一说到冬天的歌曲, 这首歌总是第一个出现在脑海里。
나. 我始终相信有些事，有些人会永远留在脑海，不会忘记，不会褪色。
(100) 가. 不要在握手时戴着手套或戴着墨镜，另一只手也不能放在口袋里。
나. 他拾起信, 放在口袋, 先追出去。
(101) 가. 对中国学生来说，最重要的就是开口说话，不要把问题憋在肚子里。
나. 我每次都会把暖水袋放在肚子, 然后出去晾衣服。

지금까지 살펴본 ‘在+일반명사’의 동사 뒤 출현상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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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3> 동사 뒤에 출현하는 ‘在+일반명사’와 ‘里’의 공기 비율
순
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일반명사

출현빈도
(횟수)

被窝里

2137

被窝

438

手里

3232

手
梦里
梦
水里
水
电话里
电话
嘴里
嘴
车里
车
脑子里
脑子
被子里
被子
脑海里
脑海
口袋里
口袋
肚子里
肚子

289
551
0
1513
7
7
0
1382
3
1073
0
292
0
658
16
358
113
769
46
358
3

출현동사(횟수)
躲(759), 躺(487), 赖(101), 缩(92), 窝
(90)
躲(163), 窝(107), 躺(62), 赖(21)
拿(953), 握(470), 抓(323), 捧(235),
捏(198).
握(32), 拿(18), 抓(16), 掌握(17)
出现(93), 活(82), 生活(27)

빈도비율
(里의 유무)
83%
17%

92%
8%

100%

泡(333), 浸(168), 放(106), 掉(53)
映(2), 泡(1), 掉(1)
出现(2), 响(1), 躲(1)，留(1)

99.5%

含(472), 放(306), 吃(117), 叼(94)
表现(1), 含(1), 贴(1)
坐(615), 放(65), 留(41), 躲(35)

99.4%

记(83), 印(27), 刻(25), 装(21)

100%

躲(214), 缩(53), 窝(44), 裹(44)
躲(6), 埋(2)，睡(2)，窝(2)
浮现(60), 出现(40), 留(32), 记(31)
浮现(30), 留(11), 记(9), 出现(7)
放(281), 插(276), 装(72), 揣(41)
插(21), 放(16), 揣(3)
烂(113), 憋(54), 放(45), 闷(19)
放(1), 收(1), 集中(1)

98%

0.5%

100%

0.6%

100%

2%

76%
24%

94%
6%

99%
1%

다음은 <표 3-13>을 통해 일반명사의 ‘里’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낸 도표이다.

53) 데이터 추출방식은 앞서 동사 뒤에 나타나면서 ‘在’의 목적어로 나타나는 장소명사의 경
우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여 통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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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일반명사의 ‘里’에 대한 의존도

<里에 대한 의존도 높음>
↑

梦, 电话, 车, 脑子(100%)
手, 水, 嘴, 被子, 口袋, 肚子(90%대)
被窝(83%), 脑海(76%)

--------------------------------------------50%

↓

<里에 대한 의존도 낮음>
지금까지 BCC에서 찾은 빈도수가 가장 많은 12개의 일반명사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앞서 살펴본 장소명사에 비해 일반명사는 ‘里’에 대한 의존도가 강하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일반명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적 특성과 상관이 있다. 일반
명사는 개념 그대로 구체적인 사물이나 추상적인 물체를 지칭하는 것이어서 처소
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위사가 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CC데이터를 검색한 결과 12개의 일반명사가 방위사에 대한 의존도가 모두 같은
빈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높은 명사가 있는가 하면 또 상대적으
로 좀 낮은 명사도 있어 그들은 점진적인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다음 절에서는 12개의 명사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떠한 발화상황에서 ‘里’
를 많이 후행하고 또 어떤 경우에 단독으로 많이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그
러한 현상을 보이는 기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2.4 ‘里’의 출현제약
3.2.4.1 음절제약(Syllabic constraints)
‘手’의 경우 동사 ‘在’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표 3-9>를 통해 볼 수 있다시피
‘里’가 후행할 때보다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들이 단독으로 쓰인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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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가. 决战市场, 必须先机在手，一着领先，步步领先。
결전 시장에서 반드시 우선기회가 손에 있어야만 한수 앞장서고 걸
음마다 앞장선다.
나. 他的两个孩子都是在美国出生的，太太在广州做点生意，绿卡在手，
也跑跑美国。
그의 두 아이는 모두 미국에서 출생했으며 부인은 광저우에서 사업
을 하고 있고 영주권이 있으니 미국도 자주 간다.
다. 拿去，象你这种心胸阴毒的人，纵然宝剑在手，也不见得能横行天下!
가져가, 너 같은 음험한 사람은 설사 보검을 갖고 있어도 천하를 횡
행할 수 없을 거야!
라. 他正自思索着怎样回答老上级刚才的那段话，那段你们现在大权在手,
什么也体会不到的话。
그는 상사의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할까 생각하고 있었다. “너희가 지
금 대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해하지 못할 거야”라는 말에.
마. 如果此时乐器在手, 他们一定会抑制不住地弹奏一曲抒情乐章来呼应这
幅杰出的大自然美景。
만약 이때 악기를 갖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꼭 한곡을 연주해 이 훌
륭한 대자연의 풍경에 화답을 해주었을 거야.
바. 一杯咖啡在手, 两人聊了起来。
한 잔의 커피를 손에 들고 두 사람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 这个栏目真是太有创意了, 白酒在手，一波带走!
이 프로그램은 정말 창의적이다. 술이 있으니 한꺼번에 데려가주겠어.

(102가~사)와 같이 ‘手’가 동사 ‘在’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대부분의 주어(존
재물)가 2음절로 구성된 명사가 많았으며 따라서 이들 명사는 ‘在手’와 통합하여

‘大权在手’，‘绿卡在手’，‘宝剑在手’ 등 4개의 음절로서 4음절 대구에서 흔히 나타
나는 운율현상으로 볼 수 있다.54) 또한 이들은 문장의 맨 끝에 놓이는 경우보다 문
중에 놓임으로서 전체 문장에서 조건절과 같이 쓰였으며 그 뒤에는 결과절이 많이
후행하고 있다.

‘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동사 ‘在’ 뒤에 목적어로 나타나는 경우 1음절 명사임

54) 얜후이 린(2007[2010]:311)에서는 운율 단위는 소리의 분절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성조, 강세, 억양과 같은 초분절음(Suprasegmental)의 실현 범위 또는 연결방식을 제공한다
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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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里’를 후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手’와 비슷한 쓰임을
보이고 있었다.
(103) 가. 画面是条河，一只小船在水, 一棵树站在岸边。
그림은 한 폭의 강인데 작은 배가 물 위에 있고 나무 한그루가 강변
에 있다.
나. 山川秀美，关键在水。有水一方绿，无水一片黄。
산천의 아름다움은 관건이 물이다. 물이 있으면 사방이 푸르고 물이
없으면 사방이 누렇다.

우선 (103가~나)를 보면 ‘小船在水’, ‘灵气在水’ 등은 주어(존재물)가 2음절 명사
로 전체가 ‘小船在水’, ‘灵气在水’ 등 각각 4음절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4음절 대구에서 나타나는 운율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반명사는 원래 처소
성을 갖기 위해서는 ‘里’가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또한 특히 1음절인 일반명
사의 경우는 방위사에 대한 의존성이 2음절 이상인 명사보다 더 강하지만 위와 같
이 ‘在水’앞에 2음절을 가진 명사가 놓이는 경우 전체적으로 4음절이 되어 4음절
대구에서 나타나는 운율현상을 보임으로써 비록 1음절 명사이지만 ‘里’를 후행하
지 않고 단독으로 ‘在’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3.2.4.2 물체와 공간 지시 이중성(Duplicity)
위에서 살펴본 12개의 일반명사 중 ‘里’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낮은 ‘被窝’와

‘脑海’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 쓰임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동사 ‘在’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里’에 대한 의존도는 ‘被窝’(61%), ‘脑海’(30%)를 보였고 개사 ‘在’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동사 앞에 놓일 때 ‘被窝’(86%), ‘脑海’(73%), 동사 뒤에 놓
일 때 ‘被窝’(83%), ‘脑海’(76%) 등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볼 때 동사 ‘在’의 목적어
로 쓰일 때 ‘里’에 대한 의존도가 개사 ‘在’의 목적어로 쓰일 때보다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개사 ‘在’의 목적어로 쓰일 때 의존도 또한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타 일반명사들과 비교해보면 그들은 거의 90~100%의 의존
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대조해볼 때 그래도 상대적으로 ‘里’에 대한 의존
도가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被窝’와 ‘脑海’ 이 두 명사는 왜 기타 일반명사에
비해 단독으로 ‘在’의 목적어로 쓰일 비율이 높은 것일까? 다음은 그 이유를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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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자 한다.
우선 ‘被窝’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12개의 일반명사 안에 포함되는 의미가 비
슷한 ‘被子’에 비해 확실히 ‘里’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被窝’와 ‘被
子’의 경우 모두 ‘이불’을 의미하고 있다. 하지만 이 둘의 의미적 속성이 완전히 같
다면 언어의 경제성원칙에 의해 하나는 소실되고 하나만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살펴보자면 ‘被窝’는 각각의 자립형태소 ‘被’와 ‘窝’로 구성된 복합어이다.

‘被’는 ‘이불’을 의미하고 ‘窝’는 우리가 흔히 ‘짐승이나 기타 동물이 거주하는 곳’
을 의미한다. 现代汉语词典 第六版에 따르면 ‘窝’는 다음과 같은 뜻으로 풀이되
고 있다.
①(명사) 새, 짐승, 곤충이 거주하는 곳. 鸟兽、昆虫住的地方: 鸟~／狗~
②(명사) 사람이 몸을 쉬거나 집단 거주하는 곳. 比喻人安身、聚居的地方: 安乐~
／贼~
③(명사) 인체 혹은 물체가 차지하는 위치. 只人体或物体所占的位置: 挪~儿
④(명사) 마치 둥지와 같은 것. 像窝的东西: 被~儿
⑤(명사) 옴폭 파인 곳. 凹进去的地方: 眼~儿／酒~儿
⑥(명사) 숨기는 것. 窝藏: ~主
⑦(동사) 움츠리거나 또는 한 곳에 있으면서 활동하지 않는 것. 蜷缩或待在某处
不活动: 把头~ 在衣领里
⑧(동사) 엉킨 마음을 표출하지 못하거나 정체되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郁积
不得发作或停滞不能发挥作用: ~火／~工
⑨(동사) 구부리거나 꺾어지게 하다. 使弯或曲折: ~腰
⑩(양사) 한 번에 태어났거나 또는 한 번에 알에서 부화된 동물. 用于一胎所生的
或一次孵出的动物: 孵了几~小鸡
사전 뜻풀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被窝의 ‘窝’는 ④(명사) ‘마치 둥지와 같은 곳’
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被子’처럼 ‘이불’을 가리키기는 하지만 구체
적으로 말해 ‘이불 안’이라는 의미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被窝’는 ‘厨
房’，‘客厅’, ‘学校’ 등 장소명사처럼 주어(존재물)가 위치해 있을 만큼 큰 입체적
인 공간을 가리키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被子’처럼 ‘이불’이라는 사물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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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키는 것보다는 용적을 가진 명사임에는 틀림이 없다. ‘被窝’는 이러한 사물과 용
적을 나타낼 수 있는 이중성으로 인해 ‘里’에 대한 의존도가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다.
(104) 가. 外面背书的声音很好听，很有氛围，很向往，而我现在还在被窝里。
밖에는 글 외우는 소리가 너무 좋고 분위기도 있고 그립지만 나는
아직도 이불 속에 있다.
나. 七点多就在被窝, 一直睡不着。
일곱 시쯤부터 이불속에 있었는데 아직도 잠들지 못했다.
다. 在家里就不一样、在被窝里玩了半个钟手机都不想起身。
집에서와는 다르게 이불 속에서 30분 동안이나 폰을 했는데도 일어
나기 싫었다.
라. 自从回珠海后就没有在被窝玩手机了。
주하이에서 돌아온 뒤로 이불 속에서 폰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
마. 一个人躲在被窝里, 回忆泛滥成灾, 前前后后把过去回想了一遍。
혼자 이불 속에 숨어 해를 입은 걸 생각해보고 과거를 쭈욱 한번 회
상하였다.
바. 广州的天气让人只想躲在被窝。
광저우의 날씨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불 속에만 숨어 있게 만든다.

(104가~바)는 동사 ‘在’와 개사 ‘在’ 뒤에서 ‘被窝’가 ‘里’를 후행하거나 또는 단
독으로 목적어로 쓰이는 예문들이다. 이 예문들은 모두 ‘被窝’ 뒤에 ‘里’를 후행하
여도 되고 또는 후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여도 문장은 성립된다.
다음은 계속해서 ‘脑海’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脑海’ 또한 12개의 일반명
사 중 ‘脑子’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脑子’는 ‘里’ 없이는 ‘在’의 목적어로
쓰일 수 없지만 ‘脑海’는 ‘里’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편이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脑海’가 지니는 의미적 특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脑海’는 자립형태
소 ‘脑’와 ‘海’로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脑’는 ‘머리, 뇌’를 의미하고 ‘海’는 ‘바다’
를 의미한다. ‘바다’는 아주 많은 물과 바다 생명체를 용납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
하기도 하다. 따라서 ‘脑海’는 现代汉语词典 第六版에서 ‘머리’를 가리키는 하지
만 ‘사상이나 기억을 담는 신체 기관’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은유를 통해 비록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脑海’는 ‘사람의 생각이나 기억을 담는 아주 작은 용기’로
볼 수도 있겠다. 다음은 ‘脑海’가 쓰이는 예문을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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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가. 奶奶，我爱你，今夜，突然想你了，一晃已经四年了，可是曾经都在
脑海。
할머니, 정말 사랑해요. 오늘밤 할머니가 갑자기 보고 싶네요, 벌써 4
년이 지났건만 옛 추억은 머릿속에 모두 남아 있어요.
나. 夜深时你在天际，夜深时你在眼前，夜深时你在脑海，夜深时你在心田｡
깊은 밤 당신은 하늘 끝에 있고 내 눈 앞에 있으며 내 머리 속에 있
고 또 내 마음속에 있어요.
다. 这番道理让千雪一震，宋清平临死前说的话在脑海浮现。
이 도리는 千雪로 하여금 화들짝 놀라게 했으며 宋清平이 임종 시
했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라. 我始终相信有些事，有些人会永远留在脑海，不会忘记，不会褪色。
나는 어떤 일과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 영원히 남아 잊혀 지지 않고
퇴색되지도 않는다고 늘 믿는다.

(105가~라)는 ‘脑海’가 각각 동사 ‘在’와 개사 ‘在’의 뒤에 놓여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이다. 이때 주어(존재물)는 모두 ‘사람의 생각이나 기억’과 관련이 있기 때문
에 ‘在+脑海’가 개사구로 쓰이는 경우에는 앞이나 뒤에 ‘浮现’, ‘留’ 등 동사가 흔
히 놓인다.
이상과 같이 ‘被窝’와 ‘脑海’는 일반명사에 속하지만 복합어가 형성되는 과정에
서 그 중 한 형태소가 ‘공간’을 나타내는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비록 이미 어휘화
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 의미적 자질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어 기타 일반명사와는
달리 ‘里’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비교적 자유롭게 방위사가 결합
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2.4.3 목표물과 참조물 사이의 일상적인 위치관계
일반명사의 경우에는 그것이 물체를 나타내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里’가 후
행하여 위치나 공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경험
을 통해 인지적으로 목표물과 참조물 사이의 관계 즉 존재물이 존재 장소에 위치
해 있는 경우가 아주 당연하고 또 일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된다면 굳이 존재 장
소(일반명사)에 ‘里’가 후행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동사 ‘在’ 뒤에 일반명사가 목
적어로 나타나는 경우를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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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还好，你呢？”杨恕双手在口袋，潇洒地扬起头。
“그런대로 괜찮아, 너는?” 杨恕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시원스럽게 머
리를 들었다.

(106)에서 ‘双手在口袋’를 보면 사실상 ‘口袋’는 일반명사로서 ‘在’의 목적어로
쓰여 처소를 나타내려면 ‘里’가 후행해야 한다. 예컨대 ‘双手在口袋里’와 같이 발
화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106)을 보면 방위사가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다. 그렇다면 이들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두 손을 주머니에 넣는 것’은 사실
상 인간의 경험상 일상적인 현상으로 인지한다. 즉 존재물과 존재 장소사이에 일
대일 대응이 되어 일상적인 현상(常规关系)으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경우에
는 우리가 굳이 일반명사라고 해서 뒤에 방위사를 꼭 써야 처소를 나타낼 수 있다
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은 개사 ‘在’ 뒤에 일반명사가 단독으로 나타나서 사건의 발생장소를 나타
내는 예문이다.

(107) 가. 圣诞节的晚上，有一男生在手捧一束花向他的心仪女生表白。
성탄절 이브날, 어떤 남학생이 손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좋아하는 여
자에게 고백했다.
나. 他突然说道：“刚刚你在电话说你叫什么来着?
그는 갑자기 “금방 전화에서 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라고 말했다.
다. 每一次换药，他都是在嘴咬毛巾、四肢捆绑和护士、家长的紧紧按压
下进行的。
약을 바꿀 때마다 그는 입에 수건을 물고 팔과 다리는 묶고 간호사
와 보호자가 온몸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라. 她知道他的性子，不言不语，主意却像蛔虫在肚子爬着，弄不好，什
么事都能干出来的！
그녀는 그의 성격을 알고 있다. 말은 없지만 늘 회충이 배에서 기어
다니는 것처럼 자칫하면 사고를 칠 수 있는 사람이란 것을요.

(107가~라)는 ‘在+일반명사’ 개사구가 동사 앞에 나타나는 경우로 사건이나 동
작의 발생장소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107가)를 보면 ‘손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에서 ‘꽃을 드는 것은 발이 될 수 없고 입으로도 들 수 없으며 오직 손으로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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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따라서 ‘손으로 꽃을 드는’ 동작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현상이
다. (107나)역시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서로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은 서로 대
면하거나 혹은 전화로 통화하는 것’이 되겠다. 즉 이는 화자와 청자사이에 이미 사
회적인 약속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里’를 후행하여 ‘在电话里’라고 하지
않아도 ‘전화 통화’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里’가 생략 가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일반명사 개사 ‘在’의 뒤에 놓여 사건의 종점을 나타내는 예문이다.

(108) 가. 在市场上买两只面饼拿在手, 几天没吃东西, 饿得心实在发慌。
시장에서 떡을 두 장 사서 손에 드니 며칠간 굶어서인지 마음이 조
급해진다.
나. 齐万秋把手贴在嘴，对着她母亲大声喊：“妈，叩头的是程县长。”
齐万秋는 손을 입에 가져다 대고 엄마를 향해 큰 소리로 “엄마, 절하
는 사람이 정현장이에요.”
다. 他拾起信, 放在口袋, 先追出去。
그는 편지를 줍더니 주머니에 넣고 먼저 쫓아 나갔다.
라. 可是我真的做不到轻松的笑一笑, 然后把委屈收在肚子, 默默蚕食。
하지만 정말로 가벼운 웃음으로 넘기질 못해요, 억울함을 배에 넣어
두고 말없이 삭히죠.

우선 (108가)를 보면 ‘시장에서 산 빵떡 두 개를 손에 들고...’인데 ‘빵떡을 들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신체기관 중에서 ‘손’이 가장 먼저다. (108나)의 경우는 ‘담배를
입에 물고...’인데 여기서 ‘담배는 당연히 입에 물고 피우기 때문에 입에 무는 것’은
그 행위자체가 사람들의 인지 속에서 당연한 일인 것이다. (108다)와 (108라) 모두
마찬가지로 존재물과 장소 사이의 위치관계는 모두 사람들의 인지 세계에서 일상
적인 대응관계이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상들이다.
이처럼 일반명사가 존재 장소로 쓰일 때 존재물과 존재 장소사이의 관계가 인간
의 경험상 일상적인 대응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인지된다면 이때 일반명사는 방위
사의 후행 없이도 단독으로 ‘在’의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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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결
이상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장소명사가 ‘在’의 목적어로 쓰일 때 뒤에 ‘里’의 후
행여부를 결정하는 몇몇 기제가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 ‘里’의 출현여부를 다음과
같은 제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음절적인 요인을 들 수 있는데 가령 1음절로 된 장소명사 ‘屋’, ‘店’ 등의
경우, 동사 ‘在’의 목적어로 쓰일 때와 개사 ‘在’의 목적어로 쓰일 때 모두 ‘里’를
후행하는 경우가 90%를 훨씬 넘는 비율을 보였다. 이는 중국어의 단어가 2음절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둘째, 장소명사가 ‘공간 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공간 밖’과 대조관계를 이
루는 경우 ‘里’가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장소명사가 직장 또는 소속기관을 나타낼 때 ‘里’는 후행하지 않는다. 하
지만 장소명사가 과거의 직장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里’가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환유의 수법으로 장소명사가 그 기관에 속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 ‘里’
가 후행하지 않는다.
다섯째, 유정성을 지닌 물체가 어떤 장소에 위치해 있을 때 그 장소명사 뒤에는

‘里’의 후행여부가 비교적 자유롭지만 무정성을 지닌 물체가 어떤 장소에 있는 경
우 장소명사 뒤에는 ‘里’를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섯째, 장소명사가 물체를 나타내는 경향이 강할 때 공간성을 확보하기 위해

‘里’를 후행한다.
일곱째, 존재물과 처소 사이의 관계가 항상적일 때 ‘里’가 후행하지 않는다. 임
시적인 관계일 때는 ‘里’가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
여덟째, 장소명사가 비지성(총칭)을 나타낼 때 ‘里’를 후행하지 않는다. 반면에
장소명사 지시성(한정성)을 나타내는 장소명사 뒤에 ‘里’의 후행여부가 비교적 자
유롭다.
아홉째, 존재물이 비자주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경우 장소명사는 ‘里’
를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고 존재물이 자주성을 띠는 경우 장소명사 뒤에는 ‘里’의
후행여부가 자유롭다.
열 번째, 존재물이 행위자이고 술어부에 위치이동동사가 쓰이는 경우 장소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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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는 ‘里’가 후행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정태동사가 쓰이는 경우에는
장소명사 뒤에 ‘里’의 후행여부가 비교적 자유롭다.
다음은 일반명사의 경우인데 일반명사는 대부분 ‘里’가 후행해야 처소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里’가 생략되
기도 함을 볼 수 있었다.
첫째, ‘手’나 ‘水’같은 1음절로 된 명사의 경우, 동사 ‘在’의 목적어로 쓰일 때 앞
에 주어가 2음절로 된 명사가 놓여 ‘大权在手’，‘绿卡在手’，‘小船在水’, ‘灵气在
水’ 등과 같이 4음절로 되는데 이 경우 4음절 대구에서 나타나는 운율현상을 보임
으로써 ‘里’가 후행하지 않는다.
둘째, ‘被窝’와 ‘脑海’ 등과 같은 일반명사는 복합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중
한 형태소가 ‘공간’을 나타내는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비록 이미 어휘화가 되었지
만 그래도 그 의미적 자질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어 기타 일반명사와는 달리 ‘里’
에 대한 의존도가 기타 일반명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목표물과 참조물 사이의 관계가 일상적인 위치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里’
가 후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위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아래 <표 3-15>를 큰
틀에서 귀납해 보면 ‘在’의 목적어로 쓰이는 처소명사구의 경우 인간이 이를 장소
인 개체로 인지하느냐 아니면 물체인 개체로 인지하느냐에 따라 ‘里’의 후행여부
가 1차적으로 결정되고 더 구체적인 인지적 틀은 아래 숫자로 나타낸 상황에 의해

‘里’의 후행여부가 결정됨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은 인간이 늘 존재하는
공간이므로 인간의 존재가 암시된 공간으로 볼 수 있고 인간의 경험상 사람이 존
재하는 공간을 처소로 인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장소에 존재하는 경우 ‘里’의
후행여부가 자유롭다. 또한 사람이 어떤 장소에 위치해 있는 경우 정태성을 띤다
면 그 장소를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가 암시된 공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里’의 후행여부가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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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在’의 뒤에 출현하는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 제약

‘里’가 후행
하지 않음

‘里’ 후행
自由/생략가능

➌직장/소속

‘里’ 후행
경향 强

➎[유정성(Human)]

[무정성]

(Work/Instituti
on)
(과거직장: ‘里’／

‘里’가 후행

➊음절제약
물체성(Entity) 强

➏공간성(Space) 强

(Syllabic constraints)

(수식어가 놓이는 경우)

현재직장과 대조)

➍환유

➐[항상성]

[임시성]

➋대조성

(Metonymy)

(Homeostasis)

(Temporary)

(Contrast)

➑[비지시성]

[지시성(Referentiality)]
➒[자주성(Independence)] [비자주성]
➓[정태성(Static)]
강(强)

[동태성(Dynamic)]

인간의 존재가 암시된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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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到’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들 수 있다. 하나는 ‘到’가 방향과 종점의 표
시 기능을 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到’가 ‘완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목적과
동작의 결과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이다. 房玉清(2001)에서는 ‘到’의 기능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분류하였는데, 장소의 도달을 나타내는 경우, 시간의 도달을
나타내는 경우, 수량이나 정도의 도달을 나타내는 경우, 목적이나 결과의 도달을
나타내는 경우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到’ 뒤에 어떠한 목적어가 놓이느
냐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장소를 나타내는 처소
명사구가 ‘到’ 뒤에 쓰이는 경우로 房玉清(2001)이 분류한 ‘장소의 도달을 나타내
는 경우’에 해당된다.
처소명사구가 ‘到’ 뒤에 출현하는 경우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
선 ‘到+처소명사구’가 단독으로 술어로 쓰여 단문을 형성하는 경우, 다음은 ‘到+처
소명사구’ 뒤에 다시 동사구가 나타나 전체 문장이 연동문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처소명사구가 ‘V+到’의 뒤에 쓰여 ‘V+到+처소명사구’구문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다음은 세 부류의 구문에서 각각 처소명사구와 방위사와의 공기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4.1 장소명사와 ‘里’의 공기관계
4.1.1 ‘到+처소명사구’구문에서 ‘里’와의 공기 관계
‘到+처소명사구’구문의 경우, 여기서 ‘到’는 동사로 보고 처소명사구는 동사 ‘到’
의 목적어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到’가 목적어 논항으로 장소명사를 가질
때 그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와 뒤에 ‘里’를 후행하여 같이 나타나는 경우를 여기
서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제시한 10개의 장소명사들에 대해 BCC에서 예문을 검
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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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萧秋水人到屋里，屋里已没有站着的人了。
나. 谢天谢地！他们快到屋了。
(2) 가. 妈妈急急地抱我到房间里, 对娘姨讲些话，两人都笑起来。
나. 网络老断, 我先到房间啦。
(3) 가. 先是一男一女两个军人到学校里, 他们考核了学校推荐的几十名孩子。
나. 我谢谢您了! 顺利到学校!
(4) 가. ...而姚纲几乎每天都是提前半小时就到办公室里了。
나. 今天不想第一个到办公室！
(5) 가. 不到五分钟，二十几个人便全到院子里了。
나. 庄之蝶在屋谈了一会，借故上厕所，也到了院子。
(6) 가. 最后卡到肛门拿不出来，就到医院里，医生看了以后当场晕过去。
나. 第二天一早就到医院，区医生来找春池。
(7) 가. 或是在将军不在家的时候到屋子里，勤务兵都到处盯着他们。
(8) 가. 据说, 有的餐馆将活鱼给食客看后, 到厨房里, 又投入水中养了起来, 另
换一条死鱼入锅。
나. 他马上到厨房, 为小章下好可口的面条，还跑前跑后，为他配药、洗衣
服。
(9) 가. 他穿上衣服到客厅里, 把我的衣服扔进来, 让我穿好衣服走。
나. 花子晴一手拿了块鱼柳，便跑了，到客厅，花太太叫她听电话。
(10) 가. 记得有一次,

一位顾客到店里,

她看上了柜台里摆着的一个小小的胸

针。
나. 5月新A6将有样车到店, 而8月厂方将正式向市场供车。

이상 ‘到+처소명사구’구문에 쓰이는 장소명사가 ‘里’를 후행할 때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 예문을 살펴보았다.55) 그 결과 동사 ‘到’ 뒤에서 장소명사가
단독으로 출현하는 경우와 ‘里’와 함께 출현하는 빈도를 나타낸 것을 정리하면 다
음 <표 4-1>과 같다.

55) 데이터를 검색함에 있어서 우선 ‘到 n’을 검색어로 하고 뒤에는 마침표, 쉼표, 느낌표, 물
음표 등을 각각의 예문을 수집하여 나중에 합치는 통계작업을 진행하였다. 처소사 뒤에
‘里’가 후행하는 경우에는 ‘到 n里’를 검색어로 하고 마찬가지로 뒤에는 마침표, 쉼표, 느
낌표, 물음표 등을 넣어 예문을 검색하여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뒤에 문장부호를 넣지 않
는 경우에는 대부분 ‘到’가 개사로 쓰이는 예문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해
위의 방식을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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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到+장소명사’구문에서 장소명사와 ‘里’의 공기 비율
순
차
1
2
3
4
5
6
7
8
9
10

장소명사

출현빈도

주어: 무정물

屋里
屋(屋了)
房间里
房间
学校里
学校
办公室里
办公室
院子里
院子
医院里
医院
屋子里
屋子
厨房里
厨房
客厅里
客厅
店里
店

14
1(7회)
4
15
5
419
3
259
35
5
5
530
16
0
1
25
3
40
42
6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里’ 공기 비율

64%
36%

21%
79%

1%
99%

1%
99%

88%
12%

0.9%
99.1%

100%
4%
96%

7%
93%

40%
60%

<표 4-1>를 통해 알 수 있다시피 ‘屋’의 경우 동사 ‘到’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대부분 ‘里’를 후행하여 쓰이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단독으로 쓰일 때는 문말조
사 ‘了’를 후행하는 특징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10개의 장소명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장소명사가 뒤에 ‘里’를 후행하는 경우보다 단독으로 쓰
이는 경우가 훨씬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어로 모두 유정물이 쓰이
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到’가 이동동사이기 때문에 주어로는 이동의 행위
자가 놓이게 되는데 이동이 가능한 행위자는 주로 유정물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된다. 이들의 ‘里’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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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장소명사의 ‘里’에 대한 의존도

<里에 대한 의존도 높음>
↑

屋子(100%)
院子(88%), 屋(64%)

--------------------------------------------50%
店(40%), 房间(21%)
客厅(7%), 厨房(4%)
学校(1%), 办公室(1%), 医院(0.9%)
↓

<里에 대한 의존도 낮음>

4.1.2 ‘到+처소명사구+VP’구문에서 ‘里’와의 공기 관계
‘到+처소명사구’가 연동문에 쓰이는 경우 처소명사구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와
‘里’를 후행하여 쓰이는 경우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11) 가. “香姑！来，快到屋里坐。”
나. 到屋开电视就看一个眼熟的大叔!
(12) 가. 支书同志，老大有病，你带他到房间里休息吧！”
나. 士郎应该做的事就是到房间休息, 让身体复元。
(13) 가. 只要有公司到学校里开宣讲会，大家就会像潮水一般涌上去投简历。
나. 学校毫不掩饰地对学生说，要统一到学校吃早餐。
(14) 가. 刚才那个是我同事，我和他今晚到办公室里坐一会，没想到你也在办
公室里。
나. 失眠了还要早起，七点15到办公室打扫卫生，我们一味的在寻求什
么。
(15) 가. 少安妈也急得过一会就到院子里张望一回，嘴里唠叨着一些埋怨儿子
的话。
나. 头发很长，用梳子梳好，垂垂曳曳，到院子乘凉风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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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 泡温泉的人多了, 但到医院里就诊的“温泉病”患者也多了。
나. 于是形成了“到医院开处方，到药店买药”的趋势。
(17) 가. 你快过来，快到屋子里躲一下，再晚就来不及了。
나. 你得到屋子住, 当然应该付房租；享用电灯、电话，当然应该付电费、
电话费。
(18) 가. 元昌一个人坐在客厅里感到无聊，就到厨房里看母亲和五妹忙家务。
나. 到厨房泡茶, 却失手打烂杯子。
(19) 가. 真知子的手里依然握着毛巾，催着儿子到客厅里坐下。
나. 他起身将餐盘放进水槽里，拉她到客厅坐。
(20) 가. 案犯用50元面值的钱到店里换取100元面值的人民币，乘机抽取店主钞
票案1起。
나. 到店支付1263元，可享受价值1988元新春晚餐。

데이터를 검색함에 있어서 코퍼스에서 검색어를 ‘到장소명사(里)V’로 검색한 후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V到장소명사’를 다시 검색어로 넣어 배제한 후 통계를 한
다. 통계한 데이터에서 방향보어로 쓰이는 ‘来／去’를 배제한 나머지를 최종 데이
터로 활용한다. 그 결과를 도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 4-3> 동사 앞에 출현하는 ‘到+장소명사’와 ‘里’의 공기 비율
순
차
1
2
3
4
5
6

장소명사
屋里
屋
房间里
房间
学校里
学校
办公室里

동사
198(坐35，说14，看7，拿7，找6)

‘里’ 공기
비율

99%

1(开)

1%

60(拿4，休息3，睡觉2，打开2, 吃2)

25%

180(拿12，换6，看6，打开5, 坐4)
38(找3，吃2，拿2，看2，借1)

75%

3%

1394(上课91，找46，读书37，进行35, 接32)
19(找3, 坐2，休息2，进行1, 看1)

93%

5%

办公室

336(找34，上班18，发现12，加班11, 谈9)

院子里

115(走走7, 散步5, 打4, 站4，找3)

院子

17(散步2, 走走2，打扫2，抽烟1)

13%

21(抢救2, 看2, 看望1，看病1，检查1)
1%
3007(救诊400, 看望319, 看病191, 抢救153,

99%

医院里
医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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做149)
7
8
9
10

屋子里
屋子
厨房里
厨房
客厅里

38(换2, 等候1, 躲1, 发现1, 给1)
7(坐2，露出1, 住1, 打扫1, 恢复1)
89(传来6, 吃6, 找5, 拿4, 洗4)

16%

16%

460(找35，拿31，洗16，端16, 煮15)
51(坐9, 喝2, 拿2, 放1, 看1)

客厅

189(坐42, 看13, 拿10, 休息7, 传来7)

店里

217(买20, 看12, 放5, 找5, 坐4)

店

84%

84%

21%
79%

43%

293(支付56, 付27, 加27, 选购13, 购买12)

57%

이상 <표 4-3>의 통계를 통해 동사 앞에 놓이는 경우 장소명사들의 ‘里’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4> 장소명사의 ‘里’에 대한 의존도

<里에 대한 의존도 높음>
↑

屋(99%),
院子(87%), 屋子(84%),

--------------------------------------------50%
店(43%)
房间(25%), 客厅(21%), 厨房(16%)
办公室(5%), 学校(3%), 医院(1%)
↓

<里에 대한 의존도 낮음>

<표 4-4>와 같이 ‘屋(99%)’, ‘院子(87%)’, ‘屋子(84%)’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소
명사들이 ‘里’에 대한 의존도가 50%이하로 낮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店’의 경우 ‘里’에 대한 의존도가 코퍼스 검색결과 43%로 나타났지만 ‘里’를 후행
하지 않고 쓰이는 경우를 보면 일상적인 자연발화가 아니라 광고 등 문어체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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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연발화에서는 ‘里’가 일반적으로 후행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4.1.3 ‘V+到+처소명사구’구문에서 ‘里’와의 공기 관계
‘V+到+처소명사구’구문의 ‘到’에 대해 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张志公(1953)은 ‘V+到+처소명사구’구문의 ‘到+처소명사구’에 대해

‘전치사구조(介词结构)’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介词词组’,
‘介词短语’ 등의 명칭만 다르게 사용하였을 뿐 ‘到’를 전치사로 보았다.56) 그리고
‘到’가 동사의 뒤에 출현하는 경우에 대해 [V+(到+처소명사구)]구조로 분석하고
‘到’가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사를 보충해주는 보어로 쓰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후 丁声树(1961)가 기존의 [V+(到+처소명사구)]구조를 [(V+到)+처소명사구]로 분석
하면서부터 郑飞(1980), 张纯鉴(1980), 宋玉驻(1980), 朱德熙(1982) 등도 그의 견해
를 따르며, ‘到’를 동사로 보고 ‘到’ 앞의 동사와 함께 복합어를 구성한다고 하였
다. 하지만 ‘V+到’를 복합어로 본다면 더욱 많은 새로운 단어가 생기게 될 것이며
이들 모두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해야 하는 등등의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다. 게다
가 동사 뒤에 출현하는 ‘到’의 품사를 가려내는 데 있어서 동사와 전치사를 兼类57)
하고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두 견해에 대해 아직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V+到+처소명사구’구문에서 처
소명사구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와 ‘里’와 함께 쓰이는 경우의 차이점을 규명하
는데 있기 때문에 ‘到’의 품사를 꼭 가려내야 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장소명사들이 이 구문에 쓰일 때 방위사를 동반하여 쓰이는 경우와 단독
으로 쓰이는 경우의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21) 가. 随后两人便一起躲到屋里去了。
나. 希望下午可以租到屋。
(22) 가. 阿奎把她抓起来, 关到房间里。

56) 전치사는 허사로서 단독으로 주어나 술어 등 문장성분으로 기능할 수 없고 또 전치사의
뒤에는 반드시 명사성성분과 결합하여 전치사구를 이룬다고 하였다. 刘月华(2001: 269) 인용.
57) 하나의 단어가 두 개 이상의 품사에 속할 때 이를 兼类词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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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张马马象通常一样热情地把旅客带到房间。
(23) 가. 我从初中一年级就离开妈妈住到学校里了。
나. 全民健身计划面向全国各族人民, 涉及到学校、企事业、机关、社区、
农村等各个环节。
(24) 가. 他情愿离开饭桌，躲到办公室里去。
나. 县委书记贺立德把他叫到办公室。
(25) 가. 所有在场的人都吓坏了，全都一声不响地走到院子里。
나. 从客厅可以直接走到院子。
(26) 가. 我替你把电话转到医院里去。
나. 石屏由儿子搀扶着，深一脚浅一脚走到医院。
(27) 가. 秋如把同学带到屋子里。
나. 我不认为他们能在不惊动任何人的情况下进到屋子。
(28) 가. 她把我带到厨房里。
나. 小南拍拍他的背，将他带到厨房。
(29) 가. 你应该把他们让到客厅里。
나. 你把那边那盘切好的水果放到客厅去。
(30) 가. 我得叫女孩们去把东西搬到店里。
나. 需要的品种没有，不需要的品种配送到店，这些也都直接或间接地影
响销售质量。

이상 ‘V+到+처소명사구’구문에 쓰이는 장소명사와 ‘장소명사+里’가 출현하는
예문을 검색해 보았다. 그리고 ‘V+到+처소명사구’구문에는 사실상 ‘VP+到+처소명
사구’구문도 포함시켰다. 예를 들어

(31) “支书同志，老大有病，你带他到房间里休息吧！”

(31)을 또 다음과 같이 바꾸어 발화해도 문장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32) “支书同志，老大有病，你把他带到房间里休息吧！”

(31)과 (32)의 발화의 명제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V+NP(带他)’ 즉
‘VP’도 넓은 의미에서는 ‘V’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BCC 검색할 때 검색어로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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到장소명사(里)’로 검색한 후 V의 위치에 조동사 ‘要’, ‘能’, ‘会’ 등이 출현하는 자
료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4-5> 동사 뒤에 출현하는 ‘到+장소명사’와 ‘里’의 공기 비율
순
차

1

장소명사

屋里
屋
房间里

2
房间
学校里
3
学校
办公室里
4
办公室
院子里
5
院子
医院里
6
医院

7

屋子里
屋子

8

厨房里

위치이동동사

비이동동사 (배치,
자세 등)

‘里’
공기
비율

276(进110, 走28, 跑27, 搬

126(叫19, 放14, 请10)
99%
15, 躲11)
4(进4)
2(叫1, 租1)
123(进16, 走15, 跑9, 搬7,
33(放6, 请4, 叫4)
20%
带7)
467(走155, 进46, 带27, 跑
159(找18, 放8, 叫10)
19, 退17, )
72(带16, 跑9, 搬8, 开6,
44(吸引10, 住4, 反映2) 6%
走6)
709(带173, 跑165, 走107, 1189(翻118, 找101, 影
去44, 搬42)
响73)
30(跑7, 走6, 躲3, 带3, 寄
23(叫9, 坐4, 放2)
7%
1)
300(走57, 跑42, 进30, 搬 370(叫185, 请40, 坐15,
15, 带76)
放7)
360(走143, 跑64, 搬18, 冲
65(叫8, 放7, 站3)
75%
17, 跳7)
123(走66, 跑11, 进4, 奔2,
20(放3, 叫1)
搬2)
25(跑7, 带7, 搬3, 调2, 疾
34(住7, 抬5, 弄3, 抱2) 7%
驰1)
425(跑112, 带72, 走45, 护 399(接95, 抬42, 找26,
送28, 拉24)
请28)
75(进27, 走12, 退6, 带5,
33(抬4, 端2, 放2)
拉3)
10(进2, 走1)
1(找1)
129(走38, 跑34, 躲7, 钻5,
39 (放4, 叫4, 抬3)
带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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厨房
客厅里
9
客厅

10

店里
店

577(走188, 跑117, 冲30,
溜18, 带18)
109(走51, 跑12, 带9, 进8,
冲5)
541(走225, 跑63, 进38, 冲
24, 带10)
80(跑20, 带11, 走10, 进
10, 搬4 )
3(进1, 调运1, 配送1)

122(放2, 找15, 端7)
49(坐7, 抬4, 叫4)

81%

18%

157(请23, 端21, 坐2)
50(放5, 找4, 打3)

82%

97%

1(找1)

3%

<표 4-5>에 근거하여 이들 장소명사의 ‘里’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6> 장소명사의 ‘里’에 대한 의존도

<里에 대한 의존도 높음>
↑

屋(99%), 店(95%), 屋子(91%),
院子(75%)

--------------------------------------------50%

房间(20%), 厨房(19%), 客厅(18%)
办公室(7%), 医院(7%), 学校(6%)
↓

<里에 대한 의존도 낮음>

<표 4-6>을 보다시피 음절제약을 받는 ‘屋, 店’의 경우 ‘里’에 대한 의존도가 각
각 99%, 95%로 나타났고 명사성이 강한 ‘屋子’, ‘院子’의 경우도 각각 91%, 75%
등으로 높은 의존도를 보였다. 이와 달리 ‘房间’, ‘厨房’, ‘客厅’, ‘办公室’, ‘医院’,

‘学校’ 등의 경우는 ‘里’에 대한 의존도가 20%이하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이상 ‘到’ 뒤에 출현하는 장소명사들을 각각 ‘到+처소명사구’구문, ‘到+처소명사
구+VP’구문, ‘V+到+처소명사구’구문에 쓰이는 경우를 분류하여 살펴본 결과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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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볼 때 ‘在’ 뒤에 놓일 때보다 ‘里’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낮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때도 있었다. 그
렇다면 다음은 장소명사가 ‘到’ 뒤에 나타날 때 어떠한 경우에 방위사를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 어떠한 경우에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강한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유발하는 기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1.4 ‘里’의 출현제약
4.1.4.1 음절제약(Syllabic constraints)
우선 ‘到+처소명사구’구문에서 ‘屋’, ‘店’의 경우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 ‘里’
를 후행하거나 또는 뒤에 문말 조사 ‘了’가 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다
음과 같다.

(33) 가. 萧秋水人到屋里, 屋里已没有站着的人了。
萧秋水가 방에 도착해보니 방에는 서 있는 사람이 없었다.
나. 谢天谢地！他们快到屋了。
정말 다행이다. 그들이 곧 방에 도착한다.
다. 今天晚上我要到店里。
오늘밤에 나는 가게에 가야 한다.
라. 今天不仅八点五分就到店了, 而且还有肯德基早餐。
오늘은 8시5분에 가게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KFC 모닝세트도 있다.

(33가~나)와 같이 ‘屋’가 ‘里’ 또는 ‘了’의 후행 없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한 예문만 나타날 정도로 아주 드물었다. 이에 반해 ‘店’의 경우는 단독으로 나타
나는 경우가 60%에 달해 ‘里’를 후행하거나 ‘了’가 후행하는 경우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보면 모두 앞에 2음절 부사 또는 시간사가
놓이거나 또는 간략한 메시지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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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가. 各地现车已经陆续到店。
각지의 차들이 이미 잇따라 대리점에 도착했다. (자동차 대리점)
나. 直接到产地采购水果，实行树下收购，产销见面，一程到店。
직접 산지에 가서 신선한 과일을 구입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
며 한참이면 가게에 도착한다.
다. 如果没有非常特殊的情况货就能当天到店。
만약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물건은 당일에 가게에 도착
할 수 있다.
라. A店26.9w,有现车；B店26.6w，无现车，曰元月5日有车到店。
A대리점에는 26.9만 위엔이고 현재 재고차량이 있으며 B대리점에는
26.6만 위엔이고 현재 재고가 없으며 1월5일 차량이 대리점에 들어
온다고 했다.
마. 明儿见~明天（7号）成都见！书已到店。
내일 만나자. 내일(7일) 청두에서 봐! 책은 이미 서점에 도착했어.

(34가~다)의 경우는 ‘陆续到店’, ‘一程到店’, ‘当天到店’ 등 ‘到店’ 앞에 부사나 시
간사 등이 놓여 4음절을 이루는 경우이다. 이 경우 4음절은 안정적인 음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店’은 뒤에 ‘里’를 후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이고 있다. 그리고

(34라~마)를 보면 ‘有车到店’, ‘书已到店’ 등은 대화 채팅방에서 쓰이는 메시지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는 상대방에게 간결하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메
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뒤에 ‘了’나 ‘里’ 등을 후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발화하는 경우에는 ‘了’나 ‘里’ 등을 쓰는 경우가 모어화자의 직감으로 훨씬 자연
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屋’, ‘店’의 경우는 음율적인 요인으로 인해 동사 ‘到’ 뒤에 쓰일 때 흔히

‘里’ 또는 문말 어미 ‘了’를 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店’의 경우는
비록 ‘里’나 ‘了’를 후행하지 않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경우의 예문을 살
펴보면 앞에 2음절로 된 부사나 시간사가 흔히 쓰여 전체적으로 4음절을 구성함으
로써 안정적인 음보를 이루는 상황이 많았고 또는 온라인대화로 쓰이는 경우에도
뒤에 ‘里’나 ‘了’를 후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온라인대화의 경우, 짧은 메시지로 수
신자에게 발신자의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대화는 자
연발화와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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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대조성(Contrast)
‘里’가 ‘공간 안’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공간 밖’과 대조를 이루는 경우 장소명
사는 ‘里’를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35) 가. 我到教室(里)拿书。(周末你怎么在教室呀?)
나 교실에 책 가지러 왔어.
나. 我到教室里(教室去, 教室里去, ?教室)拿书，你在外面／门口等我｡
나 교실에 책 가지러 갔다 올게, 너는 교실 밖/입구에서 기다려.

(35가)는 ‘주말에 내가 교실에 책 가지러 왔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의 질문에
대답하는 상황’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我到教室里拿书’ 또는 ‘我到教室拿
书’ 모두 질문에 가능한 대답이다. 즉 이때 ‘教室’ 뒤에 ‘里’의 후행여부는 비교적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35나)의 경우는 (35가)와 달리 이 경우는 ‘里’가 후
행하는 편이 더욱 자연스럽다. (35나)의 발화상황을 가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나랑
친구가 교실 밖에서 나누는 대화’로 가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친구가 위치해
있는 ‘교실 밖’과 내가 책 가지러 들어가는 ‘교실 안’은 대조를 이루기 때문에 ‘里’
를 후행해야 문장이 자연스럽다. 또한 (35나)와 같이 ‘里’가 후행하지 않는 경우에
는 방향보어 ‘去’가 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去’가 후행하는 경우 ‘교실 안’이라는
방향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사실상 ‘밖’과 대조를 이룰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36) 가. 你到医院里(?医院)去探病，我在外面等你。
당신은 병원에 들어가서 진찰받아, 난 밖에서 기다릴게.
나. 妈妈到邮局里(?邮局)寄封信马上回来, 你在车里坐会儿。
엄마가 우체국에 가서 편지 부치고 금방 올게, 너는 차 안에 앉아 있어.

(36가)는 ‘병원입구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발화’한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医院’ 뒤에 ‘里’가 후행해야 문장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만
약 ‘里’가 후행하지 않고 ‘医院’ 단독으로 쓰인다면 남편이 지금 위치해 있는 곳도

‘医院’ 이기 때문에 문장이 어색하다. 이처럼 ‘医院’의 ‘밖’과 대조되는 ‘안’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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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里’가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계속해서 (36나)는 ‘엄
마와 우체국 주차장에 주차한 후 아이에게 발화’한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 ‘邮局’ 뒤에 ‘里’가 후행하는 경우 문장이 자연스럽지만 ‘里’의 후행 없이 ‘邮
局’ 단독으로 쓰인다면 문장은 어색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역시 ‘우체국’
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진 대화로 ‘건물 안’과 ‘건물 밖’이 대조를 이루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里’가 후행해야 문장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 ‘到+장소명사’가 ‘공간 안’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면서 ‘공간 밖’과 대조를
이루는 경우에는 장소명사 뒤에 ‘里’가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
다. 하지만 ‘공간 밖’과 대조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里’의 후행여부가 자유롭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1.4.3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omy)
인지언어학에서는 환유를 ‘동일한 영역(domain)에서 하나의 개념적 실체(매체,

vehicle)가 또 다른 개념적 실체(목표, target)에 정신적 접근을 제공하는 인지적 과
정’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환유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특성인 ‘정신적 접근’과 ‘동
일한 영역’의 개념을 포함한다. Lakoff & Johnson (1980: 36)에서는 환유는 일차적으
로 지시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는 환유를 특정한 목표에 대한 접근 경
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앞서 <표 4-5>를 보면 ‘V+到+처소명사구’가 비이동동사와 통합할 때 장소명사

‘学校’, ‘医院’, ‘办公室’ 등은 각각 1189회, 399회, 370회 등으로 기타 장소명사에
비해 훨씬 많은 출현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뒤에 ‘里’가 흔히 후행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37) 가. 现在衡量一个学校一般都是看中高考的升学率，社会上是这样，必然
影响到学校。
현재 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은 대학 취학률인데 사회적으로 이러하니
필연적으로 학교에 영향을 미친다.
나. 药品零售企业之间的竞争，一是必然扩大到批发企业，二是必将扩大
到医院。
의약품 소매 기업 간의 경쟁은 우선 필연적으로 도매 기업으로 확대
되고 다음은 병원으로 확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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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当前, 不少高校存在着这么一种习惯, 没人管的事谁都可以推到办公室,
这是经验管理的结果。
현재 많은 대학들에 이러한 습관이 존재한다.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일은 사무실로 미룰 수 있는데 이것은 관리상 오랜 관습의 결과이다.

(37가~다)를 보면 주어로 쓰이고 있는 이동대상인 ‘高考的升学率’, ‘药品零售企
业之间的竞争’, ‘没人管的事’ 등이 모두 추상명사라는데 공통점을 보이고 있고 또
한 이들이 ‘V+到’를 통해 추상적인 이동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는 공간 은유로
볼 수 있는데 공간 은유는 언어적으로 추상적 개념 대상인 사건이 물리적 공간에
대상이 위치하거나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사건으로 실현된다. 이때
윤곽이나 형체가 없는 개념 대상을 위치 또는 이동 가능한 구체적 대상으로 인지
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사물개념화 과정이 수반된다. 이러한 사물개념화 과정을

Lakoff & Johnson(2005[2006])에서 존재론적 은유라고 하였다.
Kӧvecses(2002[2003]: 54)에서는 존재론적 은유는 구조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을
때 우리가 더 명확하게 윤곽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체험의 측면들을 지시
하고, 양을 정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그렇게 개념화된 체험은 구조적 은유에 의
해 더 자세히 구조화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물개념화 은유는 공간을 통한
개념화 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다.

(37가~다)를 보면 ‘학교에 영향을 미치다’, ‘병원으로 확대되다’, ‘사무실로 미루
다’와 같은 술어부가 등장하고 있다. 비록 이때 ‘影响’, ‘扩大’, ‘推’ 등은 실제로 동
적인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37가)에서는 ‘대학취학율에 대한 영향력’이 ‘학
교’로 이동하는 것으로, (37나)의 경우는 ‘의약품 소매 기업 간의 경쟁’이 ‘병원’으
로 이동하는 것으로, (37다)의 경우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일’이 ‘사무실’로 이
동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은 인지하고 있다. 즉 (37가~다)에서 이동하는 대상들은
누군가에 의해 또는 외부의 다른 요인에 의해 각각 다른 장소에 있다가 ‘학교에 있
는 사람’, ‘병원이라는 기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 등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리적으로 실재하지 않는 추상적 대상과 관련되고, 또는 그러한 대상
이 없는 사건을 대상의 이동으로 개념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7가)를 보기로
이를 영상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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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r

lm

VP
<그림 4-1> ‘高考的升学率，必然影响到学校。’의 영상도식
(lm=学校，tr=高考的升学率, VP=전제된 시점)

<그림 4-1>를 통해 우리는 화자가 경험한 사건이나 심리적 경험 등과 같은 사건
을 이해할 때, 추상적 대상을 구체적인 대상으로 인지하고 이것을 이동시키는 방
식을 개념화 과정에서 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이 공간에서 이동하는 것
과 같이 인지하는 경우는 사건 상태의 변화측면을 개념화하는 경우라고 할 수도
있다. 이는 사건 상태의 변화를 역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동 도식을 투
사했을 때는 이동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림 4-1>과 같
이 이때 탄도체인 ‘대학 취학률’은 추상적인 대상 또는 하나의 사건으로 인지할 수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물처럼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동되는데 이때 ‘학생’
은 ‘학교’가 환유의 수법을 통해 지시하게 되는 ‘탄도체’이다.58) 따라서 이때 탄도
체는 사람을 가리키는 하나의 개체이기 때문에 ‘里’는 후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상 처소사가 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 이는 장소명사가 환유의 수법으로 쓰인 것이며 이 경우 ‘里’는 장소명사 뒤에
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8) 장소로 거기에 사는 사람이나 그에 소속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환유의 수법이다. 임지
룡(2006: 284)에서 언급하고 있는 ‘벤치와 선수들이 이성을 잃고 흥분돼 있었다’의 ‘벤치’
는 ‘벤치에 앉아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흔히 축구경기장에서는 ‘감독’이 그 자리를 지
키고 있다. 따라서 이때 ‘벤치’는 ‘축구감독’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환유는
관습화가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며 이러한 의사 부분관계(quasi-meronymy)에 기반한
환유는 전체로 부분을 지시하는 환유와 인지적으로 비슷하게 간주되기 때문에 수사적 유
표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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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4 이동대상(Movement object)
<표 4-4>와 같이 ‘V+到+장소명사’구문에서 장소명사는 뒤에 ‘里’를 후행하는 경
우보다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명사가 ‘里’를 후행
하여 나타나는 예문들을 살펴본 결과 이동대상이 무정물인 경우에 장소명사는

‘里’를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38) 가. 八十年代初，我四次住进了医院，这些年轻人还把花送到医院里(?医
院)。
80년대 초, 나는 네 번이나 입원했는데 이 젊은이들이 꽃을 병원으
로 보내 주었다.
나. 在一个宁静温暖的早晨，一封信送到医院里(?医院)。
조용하고 따뜻한 어느 날 아침, 편지 한통이 병원으로 배달되었다.
다. 母亲忙完了，就把熨斗放到厨房里(?厨房)，然后又在厨房的水池子里
洗着什么。
엄마는 바쁜 일이 끝난 후 다리미를 주방으로 가져다 놓고 싱크대에
서 무언가를 씻었다.
라. 牌子不让挂在门口，摆到办公室里(?办公室)行不行?
간판은 입구에 걸지 못하게 하니 사무실에다 진열해 놓으면 안 될까
요?

(38가~라)에서 이동대상을 보면 무정물이 쓰이고 있으며 이동대상이 행위자에
의해 어떤 곳에서 새로운 장소로 이동됨을 나타낸다. 이때 동사 ‘送’, ‘放’, ‘摆’ 등
은 ‘到’와 결합하면 동작을 받는 피동물인 이동대상은 새로운 장소로 이동된다. 따
라서 이 경우 ‘送到’, ‘放到’, ‘摆到’ 등의 동작을 받는 이동대상은 [-자주]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
에서는 이동대상은 지표로, 동작을 통해 이동된 장소 또한 지표로 활성화된다. (38
가)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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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 lm lm lm lm
T

VP
<그림 4-2> ‘这些年轻人还把花送到医院里。’의 영상도식

<그림 4-2>와 같이 탄도체(tr)인 ‘年轻人’은 ‘花’를 어딘가에서 출발하여 지표(lm)
인 ‘医院’으로 이동시킨다. 따라서 지표인 ‘花’는 탄도체(tr)인 ‘年轻人’에 의해 결과
적으로 사건의 무대인 ‘医院’에 위치하게 되는 관계이다. 따라서 <그림 4-2>를 보
면 지표인 ‘花’가 최종적으로 위치하게 되는 장소인 ‘医院’은 진한 선으로 나타내
고 있다. ‘花’는 [-자주]의 성질을 띤 구체적인 물체로서 ‘유정물’의 도움 없이는

‘医院’에 지속적으로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크며 이때 탄도체인 ‘年轻人’이 ‘医院’
의 존재 여부는 관심밖에 있다. 처소명사구는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 공간으로 쉽
게 인지되지만 ‘무정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간성을 나타내 주는 ‘里’를 후행하
여 그 장소를 공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지표인 ‘医院’ 뒤에는

‘里’를 흔히 후행함을 볼 있다.
하지만 이동대상이 무정물임에도 불구하고 장소명사 뒤에 ‘里’가 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里’를 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향을 나타내는 보어 ‘去’나

‘来’가 뒤에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

(39) 가. 我把他的花先放到厨房去(?厨房)，又倒了冰汽水出来。
나는 그의 꽃을 먼저 주방에 놓아두고 냉사이다를 부어서 나왔다.
나. “事务长！这块门匾放在储藏室惹是生非，你让我藏到厨房去(?厨房),
一则用它做个案板, 二则有朝一日兴许用得上。”
“사무장님! 이 편액을 창고에 놔두면 말썽이니 저한테 주방에 숨겨
두라고 했지요. 도마로 쓰든지 아니면 언젠가는 쓰일 수 있을 거라
고요.”
다. 天文学是一门自然科学, 不像物理、化学等，可以到野外去考察，可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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把东西放到实验室来(?实验室)做。
천문학은 자연과학으로서 물리, 화학 등과 같이 야외에 나가서 관찰
하거나 재료들을 실험실에 놓고 하는 것과는 다르다.

(39가~다)를 보면 ‘到+장소명사’ 뒤에 ‘去’나 ‘来’가 후행하여 장소명사가 나타내
는 처소로의 방향 이동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里’와 마찬가지로 방위를
확실히 정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이동대상이 유정물인 경우 장소명사와 ‘里’의 공기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로 한다.

(40) 가. 他已经倒在地上，嘴里吐白泡子，送到医院(里)，已然迟了。
그는 이미 땅에 쓰러졌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으며 병원에 데려
왔을 때 이미 늦었다.
나. 他从303一出来就被宾馆经理拉到办公室(里)去了。
그는 303실에서 나오자마자 호텔매니저한테 사무실로 끌려갔다.
다. 在弟弟的谋划下，他以课紧为由，搬到学校(里)去了。
그는 남동생의 계획 하에 수업이 많다는 이유로 학교로 이사 갔다.

(40가~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40가)에서는 ‘送到’의 대상이 ‘他’로서
이동대상이 유정물임을 알 수 있다. (40나)에서는 ‘拉到办公室’의 대상은 ‘他’로서
역시 유정물이다. (40다)또한 마찬가지로 ‘搬到学校’의 대상은 ‘他’로서 이 역시 유
정물임을 알 수 있다. (40가~다)와 같이 이동의 대상이 유정물일 경우 보다시피 장
소명사 뒤에 ‘里’의 후행여부는 자유로움을 살펴볼 수 있다.
살펴본 결과 이동대상이 무정물인 경우 처소명사구 뒤에 ‘里’가 흔히 후행하며

‘里’가 후행하지 않는 경우는 방향을 나타내는 ‘去’ 또는 ‘来’가 후행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동대상이 유정물인 경우에는 ‘里’의 후행여부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처소명사구가 나타내는 장소에
사람이 존재하는 경우 공간으로 쉽게 인지되지만 무정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
간성을 나타내 주는 ‘里’를 후행시켜 그 장소를 공간화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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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5 도착지(Arrival point)와 도착공간(Arrival space) 지시성
齐沪扬(1998: 159)에서는 현대중국어의 공간성에 있어서 한 물체의 이동을 나타
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동의 원점과 종점을 가지고 있으며 형식상에 있어서

‘到’, ‘从’, ‘向’ 등 개사와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단어와 결합해서 나타낼 수 있다
고 하였다.
이동 도식은 이동 사건이 이루어지기 위한 몇 가지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동사
의 의미 구성성분이 어휘구조와 문법구조에 결합되는 방법에 대한 연구인 Talmy

(1985)에서는 이동동사의 의미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41) 가. 전경: 하나의 다른 물체(배경)와 관련하여 실제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고 한 장소에 위치한 물체
나. 배경: 전경의 참조점으로 기능하며 전경의 경로나 장소를 특징지어
주는 정지된 환경
다. 이동: 사건에서 이동 또는 처소의 존재
라. 경로: 배경과 관련하여 전경이 따라간 행로 또는 위치한 장소.
마. 이동방법/원인: 이동의 방법 및 이동사건을 발생시킨 원인

또한 이기동(2000: 124)에서는 영어 동사 ‘go’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 ‘go’의 개
념바탕에는 움직이는 개체, 출발 장소, 움직이는 길, 도착지, 움직인 거리, 속도, 목
적 등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도식을 제시하였다.

출발지

도착지
길

시간대
<그림 4-3> 영어 동사 ‘go’의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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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임혜원(2003)에서는 이동대상의 이동도식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그림 4-4> 이동대상의 도식

<그림 4-3>과 <그림 4-4>를 통해 우리는 이동대상의 이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출발지에서 도착지로의 이동을 나타냄을 볼 수 있으며 이때 도착지는 한 점으로의
장소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도착장소가 지니는 공간인지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두
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살펴보게 될 이동동사는 동사의 유형
과 특징에 따라 한 점으로서의 도착지와 도착 공간을 필요로 하는 등 차이가 있음
을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장소명사 뒤의 ‘里’의 후행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V+到+처소명사구’구문을 보면 동사의 위치에 이동동사가 대체적으로 많이 쓰
이고 이동의 ‘행위자’로 유정물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때 장소명사는 ‘里’에
대한 의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를 살펴보면 ‘走, 跑, 进, 躲, 冲’ 등
이동동사가 많이 쓰이는데 이 경우 장소명사는 ‘里’에 대한 후행여부가 비교적 자
유로운 편이다.

(42) 가. 她们两人出了宿舍, 走到教室。
그녀들은 기숙사를 나와 걸어서 교실에 도착했다.
나. 他出了宿舍, 走到教室里。
그는 기숙사를 나와 걸어서 교실에 도착했다.
다. 今天大家都气喘吁吁的跑到办公室。
오늘 모두들 숨을 헐떡거리며 뛰어서 사무실에 도착했다.
라. 她跑到办公室里去问父亲。
그녀는 사무실로 뛰어가 아버지께 여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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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가~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주어가 행위자이고 ‘到+처소명사구’는 동작을 통
해 행위자가 위치하게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경우 장소명사 뒤 ‘里’의 후행여부
는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42가)와 (42나) 뒤에 다음과 같은 후행절이 온다면

‘里’의 후행여부에 따라 문장은 의미적 차이를 보이게 된다.

(42) 가'. 她们两人走到教室(*教室里)时，看见林文彦正站在她们教室外面。
그녀들은 걸어서 교실에 도착할 때, 林文彦이 그녀들 교실 밖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나'. 他走到教室里(教室), 教室里只有两个人。
그가 교실에 도착했을 때 교실에는 두 사람만 있었다.

우선 (42가')를 보면 ‘그녀들이 교실에 도착할 때’는 ‘교실입구’를 가리키는 경우
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후행절 ‘看见林文彦正站在她们教室外面’를 통해 ‘走到教
室’가 ‘교실에 도착하는 한 점’을 지시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교실 안’을
가리키는 ‘教室里’가 쓰이면 비문이 된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 <그림

4-5>과 같다.

tr
tr
lm

VP
<그림 4-5> ‘她们两人走到教室时，看见林文彦正站在她们教室外面。’의
영상도식

<그림 4-5>와 같이 여기서 탄도체(tr)는 ‘她们’이고 지표(lm)는 교실이다. 탄도체
인 ‘她们’은 어떤 곳에서 출발하여 교실에 도착했으며 이때 도착지점은 ‘교실 입
구’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교실 안’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실 입구’가 현저성을 띠며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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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42나')를 보기로 하자. (42나')의 경우 우리는 후행절 ‘教室里只有两个
人’을 통해 선행절의 ‘走到教室’가 ‘교실 안’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이 경우에는 ‘里’의 후행여부가 자유롭다. 다음 <그림 4-6>는 (42나')를 도식으
로 나타낸 것이다.

tr

tr
lm

VP
<그림 4-6> ‘他走到教室里, 教室里只有两个人。’의 영상도식

<그림 4-6>를 보면 탄도체(tr)는 ‘他’이고 지표(lm)는 교실이다. 탄도체(tr)인 ‘他’
는 출발지에서 출발하여 지표인 교실로 이동하였으며 후행절인 ‘教室里只有两个
人’을 통해 탄도체가 도착한 곳은 ‘교실 안’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교실이라는 ‘공간’이 활성화된다.
위와 같은 용법을 보이는 동사로는 ‘走’외에 또 (41다~라)에 쓰인 ‘跑’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41다)의 경우에는 ‘도착지와 접촉하는 한 점’을 나타내고 (41라)의 경
우에는 ‘사무실 안’을 나타내고 있다. 장소명사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한 점
으로서의 도착지를 나타낼 수도 있고 ‘도착장소의 공간 안’을 나타낼 수도 있다.
하지만 ‘里’가 후행하는 경우에는 ‘공간 안’이라는 방위를 확실하게 나타내 준다.
따라서 한 점으로의 도착지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도착 공간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里’의 후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문은 ‘里’의 후행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지표 안에 위치해
있는 경우를 나타낸다.

(43) 가. 他敲了敲房门，进到房间(里)去了。
그는 방문을 두드리고 방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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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他敲了敲房门，进到房间(里)来了。
그는 방문을 두드리고 방에 들어왔다.
다. 妈妈来找他时，他连忙躲到办公室(里)去了。
엄마가 그를 찾으러 오셨을 때 그는 급히 사무실에 가서 숨었다.
라. 妈妈来找他时，他连忙躲到办公室(里)来了。
엄마가 그를 찾으러 오셨을 때 그는 급히 사무실에 와서 숨었다.

(43가~나)에 쓰인 동사 ‘进’，(43다~라)에 쓰인 ‘躲’는 각각 ‘들어가다’, ‘숨다’ 등
자체의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뒤에 쓰이는 처소사가 공간성이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里’가 후행하던 후행하지 않던 간에 장소명사는 공간성을 나타내게
되므로 ‘里’의 후행여부가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뒤에 방향보어 ‘来’ 또는

‘去’가 놓이느냐에 따라 문장의 의미는 차이를 보인다. 우선 방향보어 ‘去’가 놓이
는 (43가)와 (43다)를 보기로 한다. 이 두 예문은 같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
문에 우리는 편의상 (43가)에 대해서만 도식으로 나타내고자 한다.

tr

tr
lm

VP
<그림 4-7> ‘他敲了敲房门，进到房间(里)去了。’의 영상도식

<그림 4-7>은 (43가)를 도식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여기서 탄도체인 tr은 ‘他’를
가리키고 지표(lm)는 ‘房间’을 나타내며 관찰자인 VP(전제된 시점)은 지표인 ‘房
间’의 밖에 놓인다.
다음은 (43나)와 (43라)를 보기로 한다. 이 둘 또한 같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
기 때문에 우리는 편의상 (43나)를 도식으로 나타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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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r
VP

lm

<그림 4-8> ‘他敲了敲房门，进到房间(里)来了。’의 영상도식

<그림 4-8>을 보면 탄도체(tr)는 ‘他’를 가리키고 지표(lm)는 ‘房间’을 나타내며
관찰자인 VP(전제된 시점)은 지표인 ‘房间’의 안에 놓인다. 즉 <그림 4-7>과 대조
해볼 때 관찰자인 VP가 처해 있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림 4-8>에서 보다시피 관찰자는 이동의 도착지인 ‘房间’의 ‘밖’에 있는 것이 아
니라 ‘안’에 있는 경우를 흔히 나타낸다.
이상 논의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문이 왜 성립되고 왜 성립되지 않는지
를 알 수 있다.

(44) 가. 我们走到教室门口。
우리는 교실입구까지 걸어갔다.
나. 他跑到办公室门口。
우리는 사무실입구까지 뛰어갔다.
다. *小李进到教室门口。
*이씨는 교실입구에 들어갔다.
라. *小张躲到办公室门口。
*장씨는 사무실입구에 숨었다.

보다시피 (44가~나)는 성립하고 (44다~라)는 비문이다. 이동동사 ‘走’, ‘跑’ 등은

‘到’와 결합하여 도착지점을 목적어로 가질 수 있지만 ‘进’, ‘躲’ 등은 ‘到’와 결합
한 후 목적어로 반드시 공간성이 있는 목적어를 가져야 문장이 성립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비문이 된다.
이상 종합해보면 주어가 행위자이고 ‘到’의 앞에 이동동사 ‘走’, ‘跑’ 등이 쓰이
는 경우 한 점으로의 도착지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도착 공간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里’의 후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进’, ‘躲’ 등과 같은 이

- 136 -

4. ‘到’ 뒤에 출현하는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

동동사는 ‘到’와 결합하여 처소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경우 동사의 의미적 특성으
로 인해 공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경우 ‘里’의 후행여부는 자유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1.4.6 개념화자에 따른 공간 인지도(Awareness)
BCC검색을 통해 ‘到+처소명사구’에서 ‘到’가 단문에 나타나는 경우와 연동문에
쓰이는 경우, 그리고 ‘동사+到+처소명사구’구문에 쓰이는 경우, 처소명사구 뒤에

‘去’ 또는 ‘来’가 출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45) 가. 你们就在这里帮助程伯伯照应照应吧！我到厨房去。
너희들은 여기서 아저씨를 돌봐, 나는 주방에 갈게.
나. 那以后我经常到她的小院子里去聊天喝茶。
그 후로 나는 늘 그녀의 정원에 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했다.
다. 那是这位客官带来的，而且一定要带到屋里来。
저것은 이 손님이 가져온 거야, 꼭 방에 가지고 와.

(45가)는 동사 ‘到’가 단문의 술어로 쓰이는 경우로 이때 목적어로 나타나는 처
소명사구 뒤에 ‘去’가 후행하는 경우이고 (45나)는 연동문에 쓰이는 경우로 이 경
우에 또한 ‘到+처소명사구’ 뒤에 ‘去’가 나타나는 경우이며 (45다)는 ‘동사+到+처
소명사구’구문에서 처소명사구 뒤에 ‘来’가 쓰이는 경우이다. 이에 대해 박정구

(1997)에서는 이 경우의 ‘来／去’를 보어로 보고 있다.59) 다음은 장소명사 별로 그
들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와 ‘里’가 후행해서 쓰이는 경우 뒤에 방향보어 ‘来/去’
의 출현빈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59) 박정구(1997)는 기존의 어법서나 논문에서 ‘到-명사구-(来／去)’를 연동구문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이때의 ‘来／去’를 보어로 보고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근
거를 들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到-명사구’와 ‘来／去’가 각각 독립된 동작을
하나씩 묘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고, 전체 동사구가 하나의 동작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
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중국어에서 동사구의 배열은 동작행위가 발생하
는 시간적인 순서에 의해야 한다는 것인데, ‘到-명사구’가 ‘가다/오다’라는 행위보다 우선
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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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방향보어 ‘来/去’가 출현할 때 장소명사와 ‘里’의 공기 비율
순차
1
2
3
4
5
6
7
8
9
10

장소명사

방향보어

‘里’ 공기

방향보어

‘里’ 공기

‘来’
76

비율
93%

‘去’
157

비율
99%

6

7%

2

1%

30

50%

50

44%

30

50%

63

56%

93

21%

87

14%

349

79%

515

86%

8

6%

13

9%

119

94%

138

91%

52

88%

144

90%

7

12%

16

10%

屋里
屋
房间里
房间
学校里
学校
办公室里
办公室
院子里
院子
医院里
医院
屋子里
屋子
厨房里
厨房
客厅里
客厅
店里
店

32

13%

77

7%

220

87%

984

93%

22

96%

50

94%

1

4%

3

6%

26

30%

150

25%

62

70%

450

75%

31

52%

65

27%

29

48%

177

73%

102

95%

63

97%

5

5%

2

3%

위 표에서 장소명사 뒤에 ‘来/去’가 쓰일 때 ‘里’와의 공기비율을 보면 1음절

‘屋’, ‘店’ 그리고 명사성이 강한 ‘院子’, ‘屋子’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 장소명사들
의 경우 모두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里’를 후행하는 경우보다 빈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표 4-7>를 살펴보면 처소사 뒤에 ‘里’를 후행하는 경우 방향보어 ‘来’와 방향보
어 ‘去’ 둘 중에서 ‘学校’와 ‘店’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장소명사들이 방위사 ‘去’
와 더 많이 통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는 ‘到+장소명사+来／去’구문에서 ‘去’
가 놓일 때 ‘来’에 비해 장소명사가 뒤에 ‘里’를 더 많이 후행한다는 것이다. 그렇
다면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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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가. 他先招呼了客人，便到厨房来对我们叫唤。
그는 손님을 먼저 부른 후 주방으로 와서 우리를 불렀다.
나. 她站起来，放下吉他，到客厅里去。
그녀는 일어나서 기타를 놓고 거실로 갔다.

(46가)의 발화환경을 살펴보면 화자는 ‘厨房’에 위치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46나)의 경우는 화자가 ‘客厅’이 아닌 ‘방이나 주방 또는 서재’ 등에 있을 가
능성이 크다.60) 이에 관해 박정구(1997)에서는 ‘到+명사구+来／去’구문의 ‘來’와

‘去’는 동사가 아닌 방향을 나타내는 보조용언 즉, 보어로 보고 있으며 이때 ‘來’와
‘去’는 동작행위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을 강조하는 문법성분으로
보고 화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을 하면 ‘來’를, 제3의 위치를 향해서 이동한다면

‘去’를 부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면 (46가)에서는 ‘그가 주방으
로 오는 것’은 화자가 위치해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영상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r

tr
lm

VP

<그림 4-9> ‘他先招呼了客人，便到厨房来对我们叫唤。’의 영상도식
(lm=厨房，tr=他, VP=전제된 시점61))
60) Li & Thompson(1981[1989]: 395)에서는 ‘来’는 도착지점이 화자가 있는 곳일 때에 쓰이고
‘去’는 도착지점이 화자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쓰인다. ‘来’가 도착지점이 없이 쓰일 때 그
도착지점은 항상 화자가 있는 곳임을 암시한다고 하였다.
(1) 张三来了。
장싼이 왔다.
(1)에서 행위자 ‘张三’은 화자가 있는 곳으로 왔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방향구와 함께 쓰
이는 ‘来’와 ‘去’의 특징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목적지가 화자로부터 떨어져 있는지 아니
면 화자가 있는 곳인지를 나타내기 위해 문말에 ‘来’와 ‘去’를 부가할 수 있다고 하였다.
61) Langacker(2008[2014]: 111)에서는 ‘조망 배열의 한 구성성분은 전제된 시점(vantage point)
이다’고 언급하였다. 기본 배열에서 시점은 화자와 청자의 실제 장소이다. 동일한 객관적
상황을 많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관찰하고 기술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명시적인 귀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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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와 같이 화자의 관점에서 보면 탄도체인 ‘他’는 어떠한 위치에서 화자
가 있는 곳인 지표공간 ‘厨房’으로 이동한 것이고 이때 ‘厨房’이라는 무대에 현저
성이 부여하게 되면서 무대 밖에서의 이동은 화자나 청자의 공간적 인식에서 상대
적으로 희미해지게 되면서 인식범위 밖에 놓이게 된다. 이 경우 ‘厨房’은 화자가
위치한 장소이므로 쉽게 공간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里’의 후행여부는 자유로우며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와 반대로 (46나)의 발화상황을 가정한다면 ‘그녀가 거실로 가는 것’은 화자의
위치에서 봤을 때 화자와 멀리 떨어진 다른 장소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자
가 위치한 공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外’라고 생각된다.

tr

tr

VP

lm

<그림 4-10> ‘她站起来，放下吉他，到客厅里去。’의 영상도식
(lm=客厅，tr=她, VP=전제된 시점)

<그림 4-10>은 탄도체인 ‘她’가 화자와 같은 공간에 있다가 화자로부터 멀리 있
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임혜원(2003)에서는 ‘가다’는 화
자인 ‘나’와 멀어지는 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객관화시킨 경험대상과
결합하여 많이 쓰인다고 하면서 ‘나’와 먼 곳에 있는 것으로 인지하는 대상은 적어

가질 수 있는 여러 다른 해석이 나온다. 많은 표현은 분명히 자신의 의미의 일부로 시점
을 불러낸다.(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모든 표현이 그러하다.) 예를 들어, 자신의 기본적인
사용 중의 하나에서, in front of(앞에)와 behind(뒤에)는 지표와 대비하여 탄도체의 위치를
밝히기 위해 시점에 의존한다. 이것은 그림 3.11에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 Vp는 시점의 명
칭이고 대시화살표는 관찰자의 시선을 나타낸다. 두 경우에, 모두 하나의 초점 참여자가
시점에서 다른 참여자까지 이어지는 시선에 개입한다.
(a) in front of(앞에)

(b) behind(뒤에)

VP

VP
tr

lm

lm

- 140 -

tr

4. ‘到’ 뒤에 출현하는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

도 대화 현재시의 화자와 관련성이 적어지거나 객관화시켜 인지하는 사건의 경험
대상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때 지표공간인 ‘客厅’은 현저성을 띠기 어렵
게 되는 것이다. 화자가 위치해 있는 장소는 인지적으로 쉽게 현저성을 띠고 공간
으로 쉽게 인지되지만 화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는 상대적으로 현저성을 띠기
가 어렵다. 따라서 현저성을 띠기 어려운 장소에 우리는 ‘里’를 후행함으로써 그의
공간성을 분명히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到+장소명사+来／去’구문에서 ‘来’가 쓰일 때와 ‘去’가 쓰일 때의 영상도
식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去’가 쓰일 때 ‘来’가 놓일 때보다 ‘里’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은 화자가 그 장소에 위치해 있는지 아니면 그 장소와 멀리 떨어
져 있는지 등과 관계가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客厅’, ‘厨房’ 등을 제외하고도

‘医院’, ‘房间’, ‘院子’, ‘办公室’ 등 장소명사들이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가령

(47) 가. 每天，还有三个同我年龄相仿的小伙子到医院来。
매일 나랑 나이가 비슷한 사내 세 명이 병원에 왔다.
나. 自从刘太太到医院里去了, 就没有回来过。
유부인이 병원에 간 뒤로 집에 돌아온 적이 없다.
다. 有人回来得晚，还叫东西到房间来吃。
어떤 사람이 늦게 돌아오는데다 또 음식을 배달시켜 방에 와서 먹는다.
라. 大概他们喝了空肚酒；你快把他们扶到房间里去。
아마 그들이 빈속에 술을 먹었나 보다. 네가 빨리 그들을 방으로 부
축해서 들어가.

(47가~라)는 장소명사 ‘医院’, ‘房间’ 등이 쓰인 구문인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방향보어 ‘来’가 쓰이는 (47가)와 (47다)를 보면 발화자가 각각 ‘医院’, ‘房间’에 위
치해 있거나 또는 이 장소와 가깝게 위치해 있으며 ‘去’가 쓰이는 (47나)와 (47라)
를 보면 발화자는 각각 ‘医院’, ‘房间’에 위치해 있지 않고 ‘医院’, ‘房间’와 떨어진
다른 장소에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표 4-7>를 보다시피 ‘来’와 ‘去’를 비교한다면 장소명사가 전자와 통합할 때 후
자에 비해 ‘里’가 후행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
다. 즉 장소명사가 ‘来’와 통합하는 경우에도 ‘里’를 후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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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통합할 때 ‘里’를 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뒤에 방향보어

‘来’가 놓이는 경우 화자의 입장에서 볼 때 화자와 가까운 곳으로 이동된다는 점에
서 화자가 위치한 ‘공간 안’이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里’
를 후행하는 경향이 약하고 ‘去’가 후행하는 경우에는 화자가 위치한 장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곳으로 이동된다는 점에서 화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장소는 쉽
게 공간으로 인지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里’를 후행하는 경향이 더 강한 것
으로 보인다.

4.1.4.7 도착장소의 공간 활성화(Activation)
앞서 ‘到’의 의미기능을 살펴볼 때 ‘到’는 장소의 도달을 나타내는 특성을 지닌
다고 하였다. 다음은 ‘到’가 단지 어떤 사건에서 장소의 도달만 나타내는 경우와
또 그 장소가 후행절의 사건에서 장소로 쓰이기도 하는 경우 ‘里’의 후행여부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표 4-5>를 보면 ‘V+到+장소명사’구문에서 동사의 위치에 자세동사 ‘坐’가 쓰이
는 경우에는 흔히 장소의 도달만 나타내며 뒤에 ‘里’가 후행하지 않지만 후행절에
서 또 그 장소가 동작 발생의 장소로 쓰이는 경우 ‘里’가 후행함을 살펴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48) 가. 一家人吃完饭，不约而同地坐到客厅里看“新闻联播”，默默地，谁也
不说话。
온 집식구는 식사를 마친 후 모두 거실로 와서 앉아서 “뉴스”를 시
청하고 묵묵히 아무도 말이 없었다.
나. 吃过饭，两人坐到客厅。
식사한 후 둘이는 거실로 와서 앉았다.
다. 我坐到办公室里一按电钮，可以毁灭成千上万人的身体。
나는 사무실에 와서 앉아서 스위치를 누르면 수천수만 명의 사람을
박멸할 수 있다.
라. 我刚刚坐到办公室，院长助理来了。
나는 금방 사무실에 와서 앉았는데 원장보좌가 왔다.
마. 我好想再坐到教室里听他们的课。
나는 다시 교실에 와서 앉아서 그들이 하는 수업을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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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今儿个坐到教室还真有点不习惯！
오늘은 교실에 와서 앉으니 정말로 습관이 안 된다.

우선 (48가), (48다), (48마)를 보면 각각 ‘客厅’, ‘办公室’, ‘教室’ 등 뒤에 ‘里’가
후행하고 (48나), (48라), (48바)는 각각 ‘客厅’, ‘办公室’, ‘教室’ 등이 단독으로 쓰이
고 있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우선 전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坐到客厅’, ‘坐到办公
室’, ‘坐到教室’ 한 후에 그 장소에서 새로운 동작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이다. 하지
만 후자의 경우를 보면 전자와는 달리 ‘坐到客厅’, ‘坐到办公室’, ‘坐到教室’ 뒤에
나타나는 사건은 이 장소에서 전자의 행위자가 다시 동작을 실현하는 경우가 아니
다. 가령 (48나)를 보면 ‘坐到客厅’이 문장의 끝부분에 쓰임으로서 뒤에 새로운 사
건이 더 이어지지 않고 있다. (48라)의 경우는 ‘我’가 ‘坐到办公室’ 한 후에, ‘院长
助理来了’라는 사건이 이어지므로 이때는 선행절의 주어와 후행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48바)의 경우는 ‘坐到教室’ 뒤에 ‘还真有点不习惯’이 후행하
고 있는데 이 경우 ‘还真有点不习惯’은 앞에 나타나고 있는 ‘今儿个坐到教室’라는
화제에 대한 서술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행위자가 ‘그 장소에 우선 앉는 동
작을 실현한 후 그 장소에서 또 새로운 동작을 진행하는’ 전자와는 달리 후자의 경
우는 ‘그 장소에 앉은 동작을 실현한 것과 뒤에 이어지는 사건은 같은 행위자가 그
장소에서 실현하는 동작이 아니므로’ 이때의 장소는 전자와 후자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48가), (48다), (48마)에서는 장소명사가 우선 앉는 동작을 실
현하는 장소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 후에 새로운 동작을 진행하는 장소이기도 하
다. 따라서 (48가), (48다), (48마) 등을 다음과 같이 바꿀 수도 있다.

(48) 가'. 一家人吃完饭，不约而同地坐到客厅，然后在客厅里看“新闻联播”，
默默地，谁也不说话。
다'. 我坐到办公室，然后在办公室里一按电钮，可以毁灭成千上万人的身
体。
마'. 我好想再坐到教室，然后在教室里听他们的课。

그렇다면 (48가), (48다), (48마)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48가)
를 대표로 도식화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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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r

tr
lm

lm

T

<그림 4-11> ‘一家人吃完饭，坐到客厅里看“新闻联播”...’의 영상도식

<그림 4-11>은 (48가)를 도식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여기서 우선 왼쪽 도식을 보
면 이는 ‘一家人坐到客厅’을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 탄도체(tr)는 ‘一家人’이고 지
표(lm)는 ‘客厅’이며 ‘坐’라는 동작은 우선 탄도체가 지표로 이동한 후 실현된다.
따라서 이는 자세동사와 이동동사의 차이이기도 하다. 계속해서 오른쪽 도식을
보면 이는 ‘在客厅里看新闻联播’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때 탄도체는 여전
히 ‘一家人’이고 지표는 ‘新闻联播’이다. 그리고 동작 ‘看’은 동사로서 시간의 흐
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되는 시간축을 T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발생하는 무대는 ‘客厅’이다. 이와 같이 ‘客厅’은 앞선 도식에서 지표
를 가리키기도 하고 뒤 도식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는 무대이기도 하다. 즉 이 경
우에 ‘客厅’은 선행절의 사건의 도착지이기도 하지만 후행절의 사건의 진행 장
소이기 때문에 그 공간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이때 장소명사 뒤에는 ‘里’를 후행
함으로써 그 공간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장소명사가 단독으로 발화
에 출현하는 (48라)를 보기로 하자. 이 또한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r1

tr1

tr2

tr2

lm
<그림 4-12> ‘我刚刚坐到办公室，院长助理来了。’의 영상도식

<그림 4-12>은 (48라) ‘我刚刚坐到办公室，院长助理来了。’를 도식화한 것이다.
우선 탄도체1(tr1)은 ‘我’를 나타내고 지표(lm)는 ‘办公室’를 나타낸다. 그리고 동작

‘坐’는 탄도체가 지표로 이동한 후 진행하는 행위동작을 나타낸다. 그리고 탄도체
(tr2)는 ‘院长助理’를 나타내고 동작 ‘来’는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동과정을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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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办公室’는 사건 발생 장소가 아니라 동작 ‘来’로 인해 탄도체2(tr2)가
도착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이 경우 ‘办公室’는 선행절에서는 사건 발생의 장소로
활성화되지만 후행절에서는 사건발생의 장소가 아니라 도착지이기 때문에 ‘办公
室’라는 공간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办公室’는 ‘里’를 후행하지 않
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자세동사 ‘住’ 또한 ‘V+到+장소명사’구문에 쓰이는 경우에도 이러한 경
향을 보이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49) 가. 听从我们的劝告：“住到医院里去吧！那里有营养食品，有护理，有治
疗。”
우리의 권유를 잘 들어, “병원에 입원해, 거기는 영양도 따라갈 수
있고 간호와 치료도 받을 수 있어.”
나. 那就这么定了吧，我收拾收拾就住到医院去。
그럼 이렇게 결정하자. 나는 짐을 정리해서 병원에 입원할게.
다. 张晓武住到学校里不久，便在学校的书店里谋到了一份工作。
장효무는 학교에 들어가 산지 얼마 안 돼 학교의 서점에서 일자리를
구했다.
라. 虽然家里的环境比学校更安静，可是余宏在家里却什么事也干不成。
他只好住到学校来。
비록 집이 학교보다 더 조용하지만 여홍은 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학교로 들어와 살았다.

(49가)와 (49다)는 ‘住到医院’, ‘住到学校’로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医院’,
‘学校’가 후행절의 사건 장소로 또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49나)와
(49라)의 경우에는 ‘住到医院’, ‘住到学校’ 등이 사건의 도착지로 쓰이고 뒤에 후행
절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장소명사 뒤에 ‘里’가 후행하고 후
자의 경우에는 장소명사 단독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상 ‘V+到+장소명사’의 경우 장소명사 뒤에 ‘里’의 후행여부에 대해 살펴보았
다. V의 위치에 자세동사 ‘坐’가 쓰이는 경우 장소명사가 사건의 ‘도착장소’만의
역할을 하는 경우 ‘里’는 후행하지 않고 만약 장소명사가 그 뒤에 발생하는 사건의

‘장소’로 다시 활성화될 경우 ‘里’는 후행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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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도착장소’가 다시 새로운 사건의 ‘발생장소’로 재조명되기 때문에 ‘공간’이 강
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4.2 일반명사와 ‘里’의 공기관계
4.2.1 ‘到+처소명사구+VP’구문에서 ‘里’와의 공기 관계
앞서 살펴본 12개의 일반명사들 중 어떤 명사가 ‘到+처소명사구+VP’구문에 많
이 나타나고 어떤 명사가 쓰이지 못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50) 가. 吃完饭要记得喝姜水，然后到被窝里躺着。
나. 天冷啊，宝贝早点到被窝睡觉吧。
(51) 가. 为啥网购买的东西到手里发现自己根本不需要呢。
(52) 가. 周末我们再到梦里去找他。
(53) 가. 猫是不会自动到水里游泳的。
(54) 가. 夫人, 到车里去休息一下吧！
(55) 가. 我甩开他们抓着我的手指，匆忙到口袋里去摸火柴盒。
(56) 가. 他一口干完了杯子里的酒, 只觉得从嗓子眼到肚子里如同火烧一般, 头
也晕眩起来。

이상 살펴본 결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62)

<표 4-8> 동사 앞에 출현하는 ‘到+일반명사’와 ‘里’의 공기 비율
순차
1

일반명사

출현빈도

출현동사(횟수)

(횟수)

被窝里

8

去，来，躺，睡

被窝

1

睡觉

빈도비율
(‘里’의 유무)
89%
11%

62) 데이터 추출방식은 앞서 동사 ‘到’ 뒤에 나타나는 장소명사의 ‘里’ 후행여부를 검색하는
방식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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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6

7

8

9

10

11

12

手里

4

手

0

梦里

28

梦

0

水里

7

水

0

电话里

0

电话

0

嘴里

0

嘴

0

车里

18

车

0

脑子里

2

脑子

0

被子里

0

被子

0

脑海里

0

脑海

0

口袋里

2

口袋

0

肚子里

3

肚子

0

发现，提，落得，抓

100%

去，来，寻，找

100%

洗澡，锻炼，游泳

100%

去，谈，打开，来

100%

来

100%

去

100%

去

100%

<표 4-8>을 보면 ‘被窝’, ‘梦’, ‘水’, ‘车’ 등이 ‘里’가 후행할 때 ‘到’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가 4회 이상이고 나머지 명사들은 3회 이하로 너무 적거나 안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被窝’, ‘梦’, ‘水’, ‘车’ 등을 보면 뒤에 ‘里’가 후행할 때 구
체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그중 ‘梦’의 경우는 구체적인 장소는 아니더
라도 ‘우리는 매일 잠을 자고 꿈을 꾸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지 속에서 쉽게 처소
성이 활성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일반명사가 ‘里’를 후행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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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을 가리키거나 추상적 물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처소로 보기가 어려워진다. 따
라서 ‘到’의 뒤에 쓰이면서 ‘처소’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일반명사들은 ‘里’를 후행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4.2.2 ‘V+到+처소명사구’구문에서 ‘里’와의 공기 관계
(57) 가. 冬月再看了他一眼，便脱了鞋爬上床越过他，钻到被窝里。
나. 今年我们早早就放弃了春晚，很早就爬到被窝了。
(58) 가. 一个站得最近的穿短上衣的车夫, 扑过去, 把饼干抓到手里.
나. 有一个官职我很想弄到手。
(59) 가. 最美好的事就是把自己想梦的带到梦里 …我要做梦了！
나. 好多人说到梦, 最后一天都做梦么？
(60) 가. 别这样向前倾, 小心掉到水里。
나. 虽是沙漠, 可地表水很丰富, 挖不了多深就能见到水, 如果种树一定能
活。
(61) 가. “广告做到电话里”, “在信息台占个位子”, 这不也是经营拓业的一着好
棋?
나. 杏友一回到公寓就接到电话。
(62) 가. 吃了两粒药了, 习惯性又拿出一颗放到嘴里。
나. 就知道你还烧得一手的好菜！今儿吃到嘴, 还是沾了人的光！
(63) 가. 我纳闷地探进身子，坐到车里。
나. 在楼下打了半个小时也没打到车。
(64) 가. 一闭上眼就害怕，什么都跑到脑子里来。
나. 只是皮肉之伤，没伤到脑子。”
(65) 가. 他把她放到床上，给她盖上被子，连头都裹到被子里。
나. 上个礼拜半夜里外国人来送被头,我正好不在,没有分到被子。
(66) 가. 要把童年的每一瞬间都呼唤到脑海里, 就是花上一个月时间也难办到了｡
나. 隐隐约约的片段，总是层出不穷的钻到脑海。
(67) 가. 我看见你把钥匙放到口袋里去了。
나. 太极真人满不在乎地把支票塞到口袋，就拖史兆昌到一个房间里去传
授道术。
(68) 가. 我一点都不喜欢吃米线的，我觉得它吃到肚子里不消化。
나. 杨梅的好处是不管吃多少都不会伤到肚子。

- 148 -

4. ‘到’ 뒤에 출현하는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

검색결과 ‘手, 梦, 水, 电话, 嘴, 车, 脑子, 被子, 肚子’ 등은 V到 뒤에 나타나는 경
우, V到의 목적과 결과의 대상으로 쓰이고 있다. 가령 (58나)를 보면 ‘有一个官职
我很想弄到手’에서는 ‘관직을 손에 넣고 싶다는 것’은 ‘손’이라는 장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직에 오르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나타내고 (59나)를 보면

‘好多人说到梦, 最后一天都做梦么？’에서는 ‘꿈에 대해 말한다면’으로 ‘梦’은 ‘说
到’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60나)의 경우 ‘挖不了多深就能见到水’에서는

‘水’은 ‘见到’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 ‘嘴, 车, 脑子, 被子, 肚子’ 등도 마찬가지 용
법으로 쓰이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검색결과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63)

<표 4-9> 동사 뒤에 출현하는 ‘到+일반명사’와 ‘里’의 공기 비율
순
차
1
2
3
4
5
6
7
8
9
10

일반명사
被窝里
被窝
手里
手
梦里
梦
水里
水
电话里
电话
嘴里
嘴
车里
车
脑子里
脑子
被子里
被子
脑海里
脑海

출현빈도
(횟수)
112
26
194

출현동사(횟수)

빈도비율
(‘里’의 유무)
81%

钻, 躲, 躺, 放
爬, 躲, 钻, 躺
抓, 接, 抢

100%

34

带, 跑, 留

100%

819

掉, 跳, 扔, 放

100%

做

100%

580

吃, 放, 塞, 喝

100%

90

坐, 进, 钻, 放

100%

61

跑, 涌, 跳, 塞

100%

54

钻, 躲, 埋, 放

100%

8
2

翻滚, 递送, 呼唤
钻, 渗透

80%

1

19%

20%

63) 앞서 ‘v到’의 목적어로 나타나는 장소명사의 검색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검색하여 데이터
를 통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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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

口袋里
口袋
肚子里
肚子

87
5
337

放, 装, 塞, 插
放, 塞, 伸, 藏
吃, 吞, 咽, 喝

95%
5%

100%

<표 4-9>에서 볼 수 있다시피 ‘被窝’, ‘脑海’, ‘口袋’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명사가
단독으로 처소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被窝’, ‘脑海’, ‘口
袋’ 등을 보면 이들 또한 단독으로 ‘V到’ 뒤에 쓰여 처소를 나타내는 경우도 각각

26회, 2회, 5회 등으로 ‘里’를 후행하는 경우와 비교한다면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4.2.3 ‘里’의 출현제약
4.2.3.1 물체(Entity)와 공간(Space)의 지시성
‘被窝’, ‘脑海’ 등은 <표 4-9>를 통해 볼 수 있듯이 단독으로 ‘V到’의 목적어로
쓰이는 횟수가 각각 26회, 2회로 ‘里’를 후행하여 출현하는 횟수 112회, 8회 등에
비해 비록 적지만 그래도 단독으로 ‘V到’의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
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명사가 공간성을 보유하게
된 데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어법의 관점에서 볼 때 ‘窝’, ‘海’ 등은 장소를 나타
낼 수 있는 형태소로 ‘被窝’는 ‘이불 안’을 가리키고, ‘脑海’의 경우에는 ‘사람의 생
각이나 기억을 담는 아주 작은 용기’로 볼 수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예상된다.

(69) 가. 赶快躲到被窝睡觉啦！
빨리 이불속으로 숨어 잠을 자자!
나. 今年我们早早就放弃了春晚，很早就爬到被窝了。
올해 우리는 설날특집을 포기하고 일찍이 이불속에 들어갔다.
다. 隐隐约约的片段，总是层出不穷的钻到脑海。
어렴풋한 기억의 장면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라. 哑巴的世界, 有着许多内在的回音, 从心头荡到脑海, 再从脑海荡到心头｡
청각 장애인들은 마음에 많은 메아리가 있는데 마음에서 머리로 머
리에서 다시 마음으로 맴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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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가~나)를 보면 ‘被窝’가 ‘이불속’을 가리키고 (69다~라)를 보면 ‘脑海’가 ‘머릿
속’을 나타냄으로서 각각 어떤 물체를 담을 수 있는 ‘용기’로 보고 있다는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被窝’, ‘脑海’ 등이 처소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뒤에 ‘里’가 후행하여 ‘到’의 목적어로 쓰이는 빈도가 더 높다는 것은 물체 지
시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70) 가. 一生气就钻到被窝里不出来了。
화만 나면 이불속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
나. 刚才把热水灌进新买的热水袋中，放到被窝里了。
방금 온수를 온수주머니에 넣어 이불속에 넣어 놓았다.
다. 逃避不去想的某些东西，在此刻全部翻滚到脑海里。
생각을 회피하던 것들이 지금 이 시각 모두 머릿속에 나뒹굴고 있다.
라. 要把童年的每一瞬间都呼唤到脑海里, 就是花上一个月时间也难办到
了｡
소싯적 추억을 모두 머릿속에 되뇌려면 한 달이라는 시간을 들여도
모자랄 것이다.

(70가~나)는 ‘被窝’가 각각 ‘钻到’, ‘放到’ 뒤에 출현할 때 ‘里’가 후행하는 경우
이고 (70다~라)는 ‘脑海’가 각각 ‘翻滚到’, ‘呼唤到’ 등 뒤에 출현할 때 ‘里’가 후행
하는 경우이다. 즉 이때 ‘里’가 후행하여 처소를 나타낸다는 것은 ‘被窝’와 ‘脑海’
가 위의 예문에서는 물체 지시성이 더 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 ‘被窝’, ‘脑海’ 등이 ‘V到’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표

4-9>의 빈도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이 두 명사는 다른 명사에 비해 공간성이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간성보다는 물체 지시성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V到’의 목적어로 쓰일 때 뒤에 ‘里’를 후행하여 처소를 가리키는 경향이 강
하다.

4.2.3.2 존재물과 처소의 일상적인 관계
앞선 <표 4-9>를 통해 ‘口袋’가 뒤에 ‘里’의 후행 없이 단독으로 ‘V到’의 목적어
로 쓰일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口袋’가 단독으로 쓰이는 횟수는 5회로 ‘里’를
후행하여 쓰이는 87회보다 훨씬 적다. 일반명사의 경우에는 그것이 물체 지시성이

- 151 -

현대중국어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 연구

강하기 때문에 위치나 공간을 나타낼 경우에는 ‘里’를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는 하다. 하지만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의 이해와 사용은 지각, 개념체계, 신체화
된 경험, 세상사의 경험, 지식, 문화적 배경 등의 일반적 인지능력과 불가분의 관
계를 맺고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인지언어학은 체험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데 체험주의는 ‘사고란 근본적으로 신체화된 경험에서부터 유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험’을 아주 중요시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통해 인지적으로
존재물과 처소의 관계가 일상적으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경우라면 우리는 그것을
보편적인 현상의 하나로 간주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다음 살펴볼 ‘口袋’과 존재물
의 관계가 그러한데 아래 예문을 보기로 한다.

(71) 가. 手机不要放到口袋, 因为可能影响使用者生育功能。
휴대폰은 주머니에 넣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출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나. 太极真人满不在乎地把支票塞到口袋，就拖史兆昌到一个房间里去传
授道术。
태극진인64)은 전혀 개의치 않게 수표를 주머니에 넣고 史兆昌에게
방에 들어가 도술을 전수해주라고 했다.
다. 他悠哉游哉的把手伸到口袋, 拿出她放在车上的驾照和行照晃着。
그는 유유자적하게 손을 주머니에 넣고 차안에 넣어 둔 운전면허증
과 차량등록증을 흔들어 보였다.
라. 有些学生却把鸡蛋藏到口袋, 说是带回家，他们舍不得吃呀！
어떤 학생들은 계란을 주머니에 숨겨 집에 갖고 가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아까워서 먹지 못한다.

(71가~라)에서 볼 수 있다시피 ‘휴대폰’, ‘수표’, ‘손’, ‘계란’ 등을 ‘주머니’에 넣
는 것은 흔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고 또 사람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
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口袋’가 비록 물체성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존재물이 흔히 존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일상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口袋’에 ‘里’를 후행하지 않고 존재 장소를 나타내기도 한다.
하지만 ‘口袋’는 처소성보다 물체 지시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V到’ 뒤에 나타나
64) 태극진인은 중국 민간신화에 나오는 신선이다. (太极真人是中国民间传说中的仙人。字远
逸，镐京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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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흔히 ‘里’를 후행하여 출현한다.

(72) 가. 我们两个人都把手放到口袋里, 两个人都没有讲话。
우리 두 사람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모두 말이 없었다.
나. 我抓了几把枣子装到口袋里。
나는 대추를 몇 줌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다. 你把你的两把枪插到口袋里。
당신은 그 두 총을 주머니에 넣으세요.
라. 有的读者还将有参考价值的报纸偷偷取下塞到口袋里, 带回家去细细阅
读。
어떤 독자들은 참고가치가 있는 신문을 몰래 꺼내서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서 자세히 본다.

(72가~라)는 ‘V到’ 뒤에 출현하는 ‘口袋’가 ‘里’를 후행하여 쓰이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이동대상인 존재물은 각각 ‘손’, ‘대추’, ‘총’, ‘신문’ 등이 나타나는데 행위자
의 동작을 통해 이들은 ‘주머니’로 이동되게 된다. 따라서 이때 ‘손’, ‘대추’, ‘총’,

‘신문’ 등과 ‘주머니’의 관계는 존재물과 존재 장소의 관계이며 ‘口袋’ 뒤에 ‘里’가
후행하여 방위를 처소성을 확실히 나타내 주고 있다. 여기서 (72가)와 (72나)의 경
우 존재물 ‘손’, ‘대추’ 등은 ‘주머니’와 일상적인 처소관계를 가질 수 있지만 (72
다)와 (72라)의 경우에 ‘총’, ‘신문’ 등은 ‘주머니’와 일상적인 처소관계를 가진다고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총’은 일반적으로 ‘총집’이나 ‘가방’ 같은 곳에 넣어 두
는 것이 일반적이고 ‘신문’ 또한 마찬가지로 부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머니’에 흔히 넣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72가)와 (72나)의 경우 ‘口袋’는 단
독으로 쓰여도 문장이 자연스럽지만 (72다)와 (72라)의 경우는 문장이 어색하거나
모어화자의 직관상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가령

(73) 가. 我们两个人都把手放到口袋, 两个人都没有讲话。
우리 두 사람은 손을 주머니에 넣고 모두 말이 없었다.
나. 我抓了几把枣子装到口袋。
나는 대추를 몇 줌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다. ?你把你的两把枪插到口袋。
당신은 그 두 총을 주머니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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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有的读者还将有参考价值的报纸偷偷取下塞到口袋,

带回家去细细阅

读。
어떤 독자들은 참고가치가 있는 신문을 몰래 꺼내서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서 자세히 본다.

(73가~라)를 통해 볼 수 있다시피 (73가~나)처럼 일반명사가 존재 장소로 쓰일 때
존재물과 존재 장소사이의 관계가 사람들의 인지 속에 일상적인 대응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인지된다면 이때 일반명사는 방위사의 후행 없이도 단독으로 ‘V到’의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일반명사가 가지는 처소성은 단지 일상적으로 우
리의 인지 속에 존재할 수 있는 물체가 그 장소에 있어야만 성립되기 때문에 그
처소성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3 소결
이상 처소사가 ‘到’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뒤에 ‘里’를 후행하는지 여부에 대
해 살펴보았다. 우선 장소명사의 경우를 보면
첫째, ‘屋’, ‘店’의 경우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 ‘里’를 후행하거나 또는 뒤에
문말 조사 ‘了’가 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음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到+장소명사’가 ‘공간 안’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면서 ‘공간 밖’과 대조를
이루는 경우에는 장소명사 뒤에 ‘里’가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장소명사가 환유의 수법으로 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 뒤
에 ‘里’가 후행하지 않는다.
넷째, 이동대상이 무정물인 경우 처소명사구 뒤에 ‘里’가 흔히 후행하며 ‘里’가
후행하지 않는 경우는 방향을 나타내는 ‘去’ 또는 ‘来’가 후행하는 경향이 강한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동대상이 유정물인 경우에는 ‘里’의 후행여부가 비교적
자유롭다.
다섯째, 주어가 행위자이고 ‘到’의 앞에 이동동사 ‘走’, ‘跑’ 등이 쓰이는 경우 한
점으로의 도착지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도착 공간을 나타내는지에 따라 ‘里’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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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进’, ‘躲’ 등과 같은 이동동사는

‘到’와 결합하여 처소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경우 동사의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공
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경우 ‘里’의 후행여부는 자유롭다.
여섯째, 처소명사구 뒤에 방향보어 ‘来／去’가 쓰이는 경우를 살펴볼 때 ‘来’는
화자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되는 것으로 인지되고 ‘去’는 화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 전자의 경우보다 상대적
으로 ‘里’를 후행하는 빈도가 더 높았다.
일곱째, 주어가 행위자이고 V의 위치에 위치이동동사 또는 자세동사가 쓰이는
경우 장소명사가 사건의 ‘도착장소’만의 역할을 하는 경우 ‘里’는 후행하지 않고
만약 장소명사가 그 뒤에 발생하는 사건의 ‘장소’로 다시 활성화될 경우 ‘里’는 후
행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일반명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사실상 ‘里’가 후행해야 처소를 나타낼 수 있
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里’가 생략하는 현상을 보인다.
첫째, ‘被窝’, ‘脑海’ 등의 경우에는 다른 명사에 비해 공간성이 있어 ‘里’를 가끔
후행하지 않고 발화에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그 빈도가 높지 않다.
둘째, 존재물과 존재 장소사이의 관계가 사람들의 인지 속에 일상적인 대응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인지가 되어 있다면 이때 존재장소로 쓰이는 일반명사는 ‘里’의
후행 없이도 단독으로 ‘V到’의 목적어로 쓰일 수 있다. 예를 들면 ‘手机不要放到口
袋’, ‘把手伸到口袋’ 등에서 ‘口袋’가 그러하다.
위의 결론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0>에서 보다시피 큰 틀에서
보면 인간의 존재가 암시된 공간일수록 ‘里’를 후행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그 다
음 기제로는 처소명사구가 도착점을 나타내는 경우 ‘里’가 후행하지 않고 도착공
간을 나타내는 경우 ‘里’의 후행여부가 비교적 자유로운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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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到’의 뒤에 출현하는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 제약

‘里’가 후행
하지 않음

‘里’ 후행
자유/생략가능

➌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omy)

‘里’ 후행
경향 强

➍이동대상(Movement 이동대상
object) [유정물]
[무정물]

➎도착지(Arrival point) 도착공간(Arrival space)

‘里’가 후행
➊음절제약
(Syllabic constraints)
➋대조성
(Contrast)

인간의 존재가 암시된 공간
강(强)

약(弱)

도착점 or 도착공간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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吕叔湘(1999: 631)에서는 ‘往’에 대해 동사와 개사 두 가지 용법이 있다고 하였는
데 그중 ‘往’이 개사일 때 처소사를 목적어로 가지는 경우 다음과 같다.

첫째, 동작의 방향을 나타내며 처소명사구와 개사목적어를 구성하여 동사의 앞
에 놓인다.65)
예: 往东边走／往南边飞
둘째, 개사목적어를 구성하여 동사의 뒤에 나타난다. 동사로는 ‘开，通，迁，
送，寄，运，派，飞，逃’ 등 소수 몇 개로 제한된다.66)
예: 车队开往拉萨／公路通往山区／大庆石油源源不断地运往全国各地

马梅玉(2011)에서는 개사 ‘往’은 위치이동동사에서 문법화를 거쳐 개사로 되었
는데 고대한어에서 ‘往’은 ‘가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이기 때문에 개사로 문법화
된 이후에도 ‘往’을 포함하는 구문은 이동 사건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往’이 처소사 앞에 나타나는 경우를 보면 대체로 ‘往+처소명사구+VP’구문과
‘V+往+처소명사구’구문으로 출현한다. 戴浩一(1988)가 제기한 시간순서원칙은 중
국어어순이 결정되는 중요한 이론이다. 그는 두 통사적 단위가 선후 배열되는 순
서는 그들이 나타내는 개념영역에서 시간순서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시간적
으로 먼저 발생한 것을 앞에, 나중에 발생한 것을 뒤에 놓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
다. 이 원칙에 근거하여 연동문에서는 먼저 발생한 동작사건을 앞에 후에 발생한
동작사건을 뒤에 배열하고 있으며 동보식 복합어의 경우에도 시간순서원칙을 따
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어의 부사어(状语와 补语)도 시간순서원칙에 따라 배
열된다.

‘往+처소명사구+VP’구문에서 처소명사구는 방향을 표시하는데 방향은 동작행
위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방향을 나타내는 처소명사구
는 반드시 동사 앞에 놓여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 이와 반대로 ‘V+往+처소명사구’
65) 表示动作的方向。跟处所词语组成介词短语, 用在动词前。
66) 组成介词短语, 用在动词后。动词限于‘开、通、迁、送、寄、运、派、飞、逃’等少数几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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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의 경우, 처소명사구는 이동목적지를 나타내는데 우선 동작행위가 진행되어야
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시간순서에 따라 목적지는 동작행위 뒤에 놓
인다. 그렇다면 이 두 구문을 정보구구조의 관점에서 본다면 전자의 초점은 VP에
놓이기 때문에 동작행위가 가장 현저성을 띠고 후자의 경우는 초점이 목적지에 놓
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전체 사건 가운데서 가장 현저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은 두 구문에서 어떤 경우에 처소명사구가 처소사 단독으로 쓰이고 또 어떤 경우
에 ‘里’를 후행해서 나타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5.1 ‘往+처소명사구+VP’구문에서 ‘里’와의 공기 관계
다음은 장소명사들이 이 구문에 쓰일 때 방위사를 동반하여 쓰이는 경우와 단독
으로 쓰이는 경우의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가. 她拉着他的手往屋里走。
나. 李某老婆撞见了, 他便有点慌神儿, 显得手足无措, 草草办完事赶紧往
屋跑。
(2) 가. 她咕哝着抱怨, 心不甘, 情不愿地提起行李往房间里走。
나. 他起身往房间走。
(3) 가. 他正往学校里走。
나. 我骑着自行车匆匆往学校赶。
(4) 가. 我们自然就都一笑, 往办公室里涌去。
나. 他拿着这东西就往办公室走。
(5) 가. 两人眼光一接触, 金琐就示意的看看房门，转身悄悄的往院子里走。
나. 他看见招儿站起身, 在锅台边一呼啦, 转身就往院子走。
(6) 가. 他正往医院里走去, 看到我们, 他站住了。
나. 保姆冲下楼去，抱起昏迷不醒的孩子就往医院跑。
(7) 가. 他直接拉住她的手就往屋子里走。
나. 他轻搂着她的腰，带着她往屋子走。
(8) 가. 碧说完又往厨房里去了。
나. 梁太太慌忙往厨房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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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 风野把袊子往客厅里拖, 刚才还激烈反抗的袊子却意外地顺从。
나. 海莺带着他们往客厅走。
(10) 가. 他突然拉起我的手, 往店里走。
나. 亚敏转过身子往店走去。

이상 코퍼스 검색을 통해 ‘往+처소명사구+V’구문에서 장소명사 단독으로 쓰이
는 경우와 장소명사가 뒤에 ‘里’를 후행하여 쓰이는 예문을 검색해 보았다. 검색어
로 ‘往장소명사(里)V’로 검색한 후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V往장소명사’를 배제한
후 남은 데이터를 가지고 빈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1> 동사 앞에 출현하는 ‘往+장소명사’와 ‘里’의 공기 비율
순차

장소명사
屋里

1

2

3

4

5

6

7

屋

동사
294 (走105, 跑23, 去12, 钻12, 看11)

1%

35 (走10, 跑4, 让2, 冲2, 退2)

房间

64 (走48, 跑4, 冲3, 奔2, 拉1)

学校里

16 (走5, 带2, 搬2, 跑1, 丢1)

7 (送1, 涌1, 张望1, 走1, 坐1)

办公室

58 (走25, 跑7, 去3, 挂2, 赶2)

院子里

41 (走11, 跑8, 看5, 赶2, 张望2)

65%

9%
91%

11%
89%

95%

2 (走2)

5%

医院里

18 (送5, 跑3, 走3, 打电话2, 赶1)

医院67)

247 (跑92, 去18, 送14, 走5, 奔4)

屋子里

35 (走10, 跑4, 拖4, 钻3, 冲3)

屋子

35%

164 (赶37, 走31, 跑22, 去22, 带5)

办公室里

院子

99%

4 (跑3, 跳1)

房间里

学校

‘里’ 공기 비율

29 (走21, 跑7, 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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厨房里
8

9

10

厨房

31 (去5, 走5, 跑6, 冲2, 钻2)
202 (走112, 跑23, 去20, 冲11, 奔5)

客厅里

16 (走3, 拖2, 望2, 进2, 扔1)

客厅

79 (走51, 去7, 跑5, 冲3, 看2)

店里

31 (走11, 去2, 跑2, 钻2, 看2)

店

13%
87%

17%
83%

97%

1(走1)

3%

<표 5-1>과 같이 ‘屋’, ‘店’ 등은 ‘里’를 후행하는 경우가 99%, 97%를 차지하고
‘院子’, ‘屋子’ 등의 경우는 ‘里’에 대한 의존도가 각각 95%, 55%에 달한다. 그리고
나머지 장소명사들은 ‘里’와 같이 쓰이는 경우보다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에 근거하여 이들의 ‘里’에 대한 의존
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5-2> 장소명사의 ‘里’에 대한 의존도

<里에 대한 의존도 높음>
↑

屋(99%), 店(97%), 院子(95%)
屋子(55%)

--------------------------------------------50%
房间(35%)
客厅(17%), 厨房(13%)
办公室(11%), 学校(9%), 医院(7%)
↓

<里에 대한 의존도 낮음>

67) 医院의 경우 ‘往医院V’로 검색한 후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V往医院’를 배제하여 남은 데
이터를 살펴보니 ‘前往医院’과 ‘送往医院’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들을 다시 제
거하는 방식으로 배제한 후 얻은 출현빈도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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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V+往+처소명사구’구문에서 ‘里’와의 공기 관계
(11) 가. 她望着洁儿起身走往屋里, 胆心地跟上去。
(12) 가. 武撒宇把她给抱了起来, 大步地踱往房间。
(13) 가. 他冲往学校去接孩子们, 回来的路上还同他们争论了一番。
(14) 가. 她急忙走往办公室接听电话。
(15) 가. 他驱车匆匆奔往医院。
(16) 가. 满是皱纹的手握住芙蓉的, 将她牵往屋子里去。
나. 将她抱了起来, 步往屋子。
(17) 가. 他急急奔往厨房, 翻箱倒柜, 才找到一罐红砂糖。
(18) 가. 如果客人去往客厅还要经过卧室和卫生间, 多有不便。

이상 ‘V+往+처소명사구’구문에서 장소명사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와 장소명사
뒤에 ‘里’가 후행하여 쓰이는 예문을 검색해 보았다. BCC에서 ‘V往장소명사(里)’
를 넣고 검색한 데이터에서 ‘V+往+처소명사구’구문에 적합하지 않는 것은 수작업
으로 배제하는 작업을 하였다.68)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3> 동사 뒤에 출현하는 ‘往+장소명사’와 ‘里’의 공기 비율
순차
1
2
3
4

장소명사
屋里

동사
2 (走1, 冲1)

‘里’ 공기 비율

100%

屋
房间里
房间

3(踱1, 推1, 走1)

100%

12 (去4，迁3，冲2，搭2)

100%

学校里
学校
办公室里

68) 예를 들어 코퍼스에서 검색어로 ‘V往屋里’를 넣고 검색할 경우 ‘可下班之后，只想往屋里
坐。’, ‘赶紧转身往屋里张望。’ 등 V의 위치에 동사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동사구가
놓이면서 전체 문장은 ‘往장소명사(里)V’의 구문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의 데이터는 전체
데이터에서 배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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办公室
5

6
7
8
9
10

8 (奔1，发1，走1，跑1)

100%

院子里
院子
医院里
医院

2%

1(送1)
41 (抬9, 去5, 载4，转4)

屋子里

1(牵1)

屋子

1(步1)

98%

50%
50%

厨房里
厨房

21 (走8，奔5, 冲5，跑2)

100%

7 (端1，移1，请1，走1)

100%

客厅里
客厅
店里
店

<표 5-3>과 같이 ‘屋’의 경우는 1음절로 인한 음절제약으로 말미암아 ‘里’가 반
드시 후행하는 현상을 보였고 ‘屋子’의 경우는 ‘里’가 후행할 때와 단독으로 쓰이
는 경우가 각각 1개씩 나타나 출현빈도가 50%씩 차지하였다. ‘屋子’의 경우 ‘里’가
후행하는 예문을 보면 ‘满是皱纹的手握住芙蓉的, 将她牵往屋子里去。’로 나타나는
데 문말에 방향보어 ‘去’가 쓰이고 있다. 사실상 ‘屋子’는 형태론적 특성으로 물체
로 인지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뒤에 바로 방향보어 ‘去’가 통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里’를 후행하면 ‘屋子’는 쉽게 장소를 지칭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去’는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다. 그리고 ‘屋子’가 단독으로 쓰이는 예문
을 보면 ‘将她抱了起来, 步往屋子。’에서 이때는 발화문맥에 근거하여 ‘屋子’가 장
소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满是皱纹的手握住芙蓉的, 将她牵往屋子里去。’
의 경우에도 만약 문말에 방향보어 ‘去’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里’는 ‘屋子’ 뒤에
후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院子’와 ‘店’의 경우는 방위사를 후행
할 때나 단독으로 쓰일 때나 모두 예문이 검색되지 않았으며 ‘医院’의 경우는 ‘里’
를 후행하는 예문을 한 개 검색할 수 있었고 ‘房间’, ‘学校’, ‘办公室’, ‘厨房’, ‘客厅’
등 나머지 장소명사들은 모두 단독으로 ‘V往’ 뒤에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5-3>을 바탕으로 ‘里’에 대한 의존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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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장소명사의 ‘里’에 대한 의존도

<里에 대한 의존도 높음>
↑

屋(100%)

--------------------------------------------50%
医院(2%)
屋子69), 房间, 学校, 办公室, 厨房, 客厅 등 (0%)
↓

<里에 대한 의존도 낮음>

<표 5-4>를 통해 우리는 ‘V+往+처소명사구’구문에서 장소명사는 단독으로 나타
나는 경우가 일반적임을 알 수 있으며 ‘医院’의 경우 뒤에 ‘里’가 후행하는 경우가

1회 나타났는데 어떤 상황에서 방위사가 쓰이는지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5.3 ‘里’의 출현제약
‘往+처소명사구+V’구문과 ‘V+往+처소명사구’구문의 경우 앞서 우리가 코퍼스
검색을 통해 살펴본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다시피 ‘往’ 뒤에 처소사가 목적어로 쓰
이는 경우 ‘里’를 후행하는 경우보다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높은 빈도를 차지
하고 있었다. 그리고 <표 5-1>과 <표 5-3>을 통해 ‘往+처소명사구’구문의 앞뒤에 각
각 이동동사, 자세동사, 배치동사, 看류동사 등이 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往’은 방향을 나타내는 개사이기 때문에 이동동사와 가장 많이 통합하
는 양상을 볼 수 있으며 기타 동사들은 출현하기는 하지만 그 빈도가 높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다음은 동사의 분류에 따라 어떤 경우에 처소사가 단독으
로 ‘往’의 목적어로 쓰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 ‘里’를 후행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69) ‘屋子’의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里’가 후행하는 경우는 뒤에 방향보어 ‘去’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무표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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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이동 방향(Direction)과 공간(Space)의 현저화
다음 예문은 ‘往+처소명사구+V’구문으로 동사의 위치에 ‘走’류 동사가 쓰인 예
문이다.70)

(19) 我骑着自行车匆匆往学校赶。
나는 자전거를 타고 급히 학교로 가고 있었다.

(19)에서 ‘学校’는 ‘내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유위
(2006: 34)에서 또한 ‘往+처소명사구+V’구문에서 ‘往’ 뒤에 처소사가 오는 경우 그
처소를 이동의 종점으로 볼 수 없고 단지 이동의 방향만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다
음과 같은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20) 가. 他往学校走去。
그는 학교 쪽으로 걸어간다.
나. 他往学校走去, 在学校前的小吃店停了下来。
그는 학교 쪽으로 걸어가다가 학교 앞에 있는 분식점에서 멈추었다.
다. *他往学校走去, 但是在学校前的小吃店停了下来。
그는 학교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학교 앞에 있는 분식점에서 멈
추었다.

유위(2006: 34)는 (20가)만 볼 때 ‘이동의 방향’인지 ‘이동의 종점’을 나타내는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절을 더 보태어 복문을 만든 결과 이 때 (20나~다)는
모두 동작주체 ‘他’가 ‘学校’를 향하여 걷기는 했지만 ‘学校’에 도착하지 못함을 나
타내는 문장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20나)처럼 두 절이 순접관계에 있으면 문장이
성립하고 (20다)처럼 역접관계에 있으면 비문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往’의 기
능은 ‘단지 이동의 방향만을 나타낼 뿐 도달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70) 曾传禄(2009)에서는 ‘走’类동사에 ‘走，扑，追，跑，寄，搬，拖，加，添，拨，撒，洒，
拉，甩，端，飞，送，推，爬，滴，流淌，靠拢’ 등 동사를 포함시켰으며 이 동사들은 [+
위치이동]，[+지속] 등 의미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위치이동대상이 ‘走’류 동사를 통해
처소 이전이 발생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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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19)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r
tr
lm
<그림 5-1> ‘我骑着自行车匆匆往学校赶。’의 영상도식

<그림 5-1>에서 탄도체(tr)는 ‘我’이고 지표(lm)은 ‘学校’이다. 우선 <그림 5-1>과
같이 탄도체가 ‘我’이기 때문에 별도로 관찰자(VP)를 설정하지 않았다. 탄도체인

‘我’는 지표인 ‘学校’를 ‘이동의 목적지’로 생각하고 ‘学校’가 위치해 있는 방향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그림 5-1>과 같이 ‘학교에 도달은 하지 못한 것’으로
표시해 놓았다. 따라서 ‘学校’라는 장소는 그 목적지이긴 하지만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저성을 띨 수 없으며 따라서 목적지의 공간을 명시하는 ‘里’는 더더욱 후
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때 술어부인 ‘往学校赶’은 이동한 만큼의 ‘赶’이라는 동
작의 과정에 현저성을 두고 있으며 처소에 도달하는 것은 전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往+처소명사구+V’구문에서 처소명사구 뒤에 ‘里’가 후행하는 경우도 있
다. <표 5-1>를 보다시피 처소사 뒤에 ‘里’가 쓰이는 경우 동사의 위치 또한 ‘走’류
동사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21) 가. 一到医院门口，车还没停好，小晔就迫不及待的开门跳下车往医院里
跑，还回头对风铃喊道：“姨，我先上去！”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차가 멈추지도 않았는데 小晔는 황급히 차에
서 내려 병원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风铃에게 “이모,
저 먼저 올라갈게요!”
나. 她咕哝着抱怨，心不甘，情不愿地提起行李往房间里走。
그녀는 불평을 토로하며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짐을 들고 방으로 들
어갔다.
다. 我们自然就都一笑，往办公室里涌去。
우리는 자연스럽게 웃고 난 후 사무실로 몰려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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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가~다)를 보면 모두 처소사 뒤에 ‘里’가 후행하는 경우이다. (21가)의 경우
‘医院’ 뒤에 ‘里’가 후행함으로써 이때 ‘小晔’가 ‘병원 안’으로 뛰어가고 있음을 나
타내고 (21나)에서는 ‘她’가 ‘房间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며 (21다)에
서는 ‘我们’이 ‘办公室 안’으로 몰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경우 모두 처소사가
나타내는 공간이 활성화된다는 것이다. 만약 ‘里’가 후행하지 않는다면 문장은 다
음과 같이 된다.

(22) 가. ?一到医院门口，车还没停好，小晔就迫不及待的开门跳下车往医院
跑，还回头对风铃喊道：“姨，我先上去！”
?병원 입구에 도착하자 차가 멈추지도 않았는데 小晔는 황급히 차에
서 내려 병원을 향해 뛰어갔다. 그리고 뒤돌아보면서 风铃에게 “이
모, 저 먼저 올라갈게요!”
나. 她咕哝着抱怨，心不甘，情不愿地提起行李往房间走。
그녀는 불평을 토로하며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짐을 들고 방을 향해
걸어갔다.
다. 我们自然就都一笑，往办公室涌去。
우리는 자연스럽게 웃고 난 후 사무실을 향해 몰려갔다.

우선 (22가)를 보면 문장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는 행위자가 ‘병원입구에 도
착’한 후 ‘병원을 향해 뛰어가다’라는 선후동작이 시간순서에 따른 어순에 위배되
기 때문이다. 이 두 동작이 어순에 맞게 배열이 되려면 ‘병원을 향해 뛰어가는’동
작이 먼저 선행되고 ‘병원입구에 도착하다’라는 사건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
만 이와 반대로 배열된 (22가)는 문장이 어순에 위배되기 때문에 비문이라 할 수
있다. 이어서 (22나)를 보면 행위자 ‘그녀’가 처소인 ‘방’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방’에 도착했는지 여부는 이 문장을 통해 알 수 없다. (22다) 또한
마찬가지로 행위자 ‘우리’는 ‘사무실’을 향해 이동하고 있지만 도착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이를 통해 ‘往+처소사+V’구문에서 선행동작이 발생한 후 ‘往+처소사

+V’이 쓰이는 경우 시간순서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往+
처소사+V’에서 일반적으로 처소사는 이동의 방향만 나타낼 뿐 도착지를 나타내지
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처소사에 ‘里’가 후행하는 (21가~다)와 처
소사 단독으로 쓰이는 (22가~다)를 보면 전자의 경우 처소사가 나타내는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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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r

tr

lm
VP
<그림 5-2> ‘一到医院门口，小晔就开门跳下车往医院里跑...’의 영상도식

<그림 5-2>에 비추어 (21가)를 설명한다면 탄도체인 ‘他’는 ‘医院’입구에서 지표
인 ‘医院’ 안으로 뛰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 때 ‘医院’은 탄도체가 위치한 공간이며
그 안에서 위치이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성이 뚜렷해진다. 따라서 이
경우는 단지 방향만 나타내는 <그림 5-1>과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공간
성이 현저해지는 경우 처소사는 뒤에 ‘里’를 후행하게 된다.

5.3.2 이동 방향(Moving direction)과 도착지(Arrival point)
의 현저화
‘V+往+처소명사구’구문의 경우 발화문맥에 따라 이동방향을 나타내거나 또는
도착장소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23) 가. 他驱车匆匆奔往医院。71)
그는 차를 운전하여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다.
나. 一听到这个消息，他按捺不住心头的狂喜，以最快的速度冲往学校。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학
교로 달려갔다.

71) 储泽祥(2005)에서는 위치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奔’의 경우 직접 목적어 논항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往’에 기대어 목적지를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奔往’형식을 취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본고에서 코퍼스 검색결과 ‘奔往’의 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卢斌(2011)
에서도 ‘奔往+처소사’구문은 적지 않게 쓰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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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가~나)를 보면 이는 ‘V+往+처소명사구’구문으로 이 경우 사건의 초점은 목적
지에 놓여 있다. 曾传禄(2009), 马梅玉(2011) 등에서는 ‘V+往+처소명사구’구문과

‘往+처소명사구+V’구문을 대조해보면 전자의 경우 초점은 처소명사구인 목적지에
놓여 있고 후자의 경우 초점은 동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때 이동과정이 초점을
받는 영역이라고 하였다. (23가)와 (23나)를 보면 이때 행위자는 각각 ‘医院’，‘学
校’ 등 목적지에 도착했거나 또는 그 목적지를 향해 이동 중으로도 볼 수 있다. 왜
냐하면 그 뒤에 출현하는 후행절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24) 가. 我驱车匆匆奔往医院。急救室里一派紧张，医生护士们正在忙，叶芽
刚刚苏醒。
나는 차를 운전하여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다. 응급실에는 긴장이
흐르고 있었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이고 있
었으며 叶芽는 금방 깨어났다.
나. 我驱车匆匆奔往医院, 在路上发生了交通事故。
나는 차를 운전하여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다. 가는 길에 교통사고
가 났다.
다. 一听到这个消息，他按捺不住心头的狂喜，以最快的速度冲往学校。
学校正面的新馆刚盖好两年，是一栋十七层楼的现代化建筑。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학
교로 달려갔다. 학교 정면의 새 건물은 지은 지 2년이 되었고 17층짜
리 현대화 건축물이었다.
라. 一听到这个消息，他按捺不住心头的狂喜，以最快的速度冲往学校, 在
路上遇见了老师。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학
교로 달려갔다. 그는 길에서 선생님을 만났다.

(24가~라)에서 우선 (24가)와 (24다)를 보면 후행절을 통해 ‘奔往医院’, ‘冲往学
校’ 등이 이미 목적지인 ‘医院’, ‘学校’에 도착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24나)
와 (24라)의 경우에는 후행절을 통해 ‘奔往医院’, ‘冲往学校’ 등이 각각 목적지 ‘医
院’, ‘学校’ 등에 도착하지는 못하고 이를 향해 이동 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
다면 우선 (24가)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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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tr
lm
<그림 5-3> ‘我驱车匆匆奔往医院。急救室里一派紧张...’의 영상도식

<그림 5-3>과 같이 탄도체(tr)는 행위자인 ‘我’이고 지표(lm)는 ‘医院’이다. 탄도
체는 ‘医院’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지표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왼쪽에
네모는 탄도체가 원래 위치해 있던 장소이고 탄도체는 이 장소에서 목적지 ‘医院’
을 향해 이동하였으며 ‘医院’에 도착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5-3>과 같이 탄도체
는 ‘医院’이라는 한 점에 도착한 것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이 경우 ‘医院’이 지니고
있는 ‘공간’은 현저화되지 않으며 따라서 공간 안을 나타내는 ‘里’는 역시 후행하
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속해서 (24나)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r
tr
lm
<그림 5-4> ‘我驱车匆匆奔往医院, 在路上发生了交通事故。’의 영상도식

<그림 5-4>를 보면 여기서 탄도체(tr)는 행위자인 ‘我’이고 지표(lm)는 ‘医院’이다.
탄도체는 출발지에서 출발하여 목적지인 지표 ‘医院’을 향해 이동 중에 있다. 그리
고 후행절 ‘在路上发生了交通事故’를 통해 목적지인 ‘医院’에는 도착하지 못했음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는 ‘医院’이라는 공간을 나타내는 ‘里’는 후행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동동사는 모두 행위자의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로 볼 수 있
다. 하지만 이동동사의 경우 피위자의 이동을 모두 나타내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적으로 把자문의 경우가 그러하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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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 一大早，她先把儿子送往学校。
아침 일찍 그녀는 아들을 학교로 데려다 주었다.
나. 截至昨日，把捐款898元寄往灾区。
어제까지 모금 898위안을 재해지구에 보냈다.
다. 急救车把孩子们拉往医院。
구급차가 애들을 병원으로 실어 왔다.

(25가~다)를 보면 여기서 처소목적어 ‘学校’, ‘灾区’, ‘医院’ 등은 피위자가 이동
을 통해 도착한 목적지로 볼 수 있다. 把자문은 행위자가 피위자를 처치한다는 의
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피위자는 처소목적어가 가리키는 목적지에 도착
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경우 뒤에 다음과 같은 후행절이 출현한다면 문장은 비
문이 될 것이다.

(26) 가. * 一大早，她先把儿子送往学校, 在路上儿子有点晕车。
나. * 截至昨日，把捐款898元寄往灾区，灾区人民还没收到。
다. * 急救车把孩子们拉往医院，在路上车坏了。

(26가~다)를 보다시피 뒤에 각각 ‘在路上儿子有点晕车’, ‘灾区人民还没收到’, ‘在
路上车坏了’ 등과 같은 후행절이 접속되면 문장은 비문이 되고 만다. 후행절을 보
면 모두 목적지인 ‘学校’, ‘灾区’, ‘医院’ 등에 도착하지 못하고 ‘이동 중’이라는 점
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발화가 비문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행위자의 이동을 나타내는 ‘V往처소명사구’의 경우 후행절이 ‘이동
중 발생하는 일’을 기술하는 발화가 접속되어도 문장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把
자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피위자가 처소명사구가 가리키는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25가)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r

lm1

lm1

lm2
T
<그림 5-5> ‘一大早，她先把儿子送往学校。’의 영상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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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에서 탄도체(tr)는 ‘她’이고 지표1(lm₁)은 ‘儿子’이며 지표2(lm₂)는 ‘学
校’이다. 탄도체이며 행위자인 ‘她’는 지표1인 ‘儿子’를 ‘집’에서 지표2인 ‘学校’로
데려다 준다. 이동행위는 동적인 사건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화되기 때문에
밑에 시간(T)로 표시해 놓았다. 이때 목적지는 공간으로 활성화되지 않고 단지 처
소명사구가 지시하는 장소에 도착하는지 여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처소명사구 뒤에는 ‘里’가 후행하지 않는다.
피위자의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 또 被자문이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처소명사구는 피위자가 그 장소에 도착했음을 나타낸다.

(27) 가. 另一名侦探被派往图书馆查阅有关艺术品追踪的一切信息。
또 다른 탐정은 도서관에 파견되어 예술품추적 관련 모든 정보를
열람했다.
나. 倒在血泊中的数名伤员被抬往医院抢救。
피바다에 쓰러진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이동되어 응급처치를 받았다.
다. 天亮后，大批犹太人被押往车站。
날이 밝자 수많은 유태인이 기차역으로 압송되었다.

(27가~다)는 보다시피 피위자가 ‘V往’을 통해 ‘처소사’가 나타내는 ‘图书馆’, ‘医
院’, ‘车站’ 등에 도착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경우 역시 ‘처소사가 가리키는
목적지로 이동 중’을 의미하는 후행절이 접속된다면 문장은 비문이 될 것이다.

(28) 가. * 另一名侦探被派往图书馆, 在去图书馆的路上发生了紧急情况。
나. * 倒在血泊中的数名伤员被抬往医院, 在路上一名伤员失去了生命｡
다. * 天亮后，大批犹太人被押往车站, 在路上有几个逃跑了。

위의 (28가~다)는 보다시피 뒤에 ‘이동 중에 발생하는 사건’들을 나타내는 후행
절이 접속되고 있다. 따라서 모두 비문임을 볼 수 있다. 被자문은 피위자가 어떠한
사건을 경험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V往처소명사구’구문에 쓰이는 경우 이때
피위자는 그 처소명사구가 가리키는 장소에 도착했음을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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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另一名侦探被派往图书馆查阅有关...’의 영상도식

<그림 5-6>은 (27가)를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탄도체(tr)는 행위자를
나타내고 지표1은 ‘侦探’이고 지표2는 ‘图书馆’을 나타낸다. ‘侦探’은 행위자인 누
군가에 의해 지표2인 ‘图书馆’으로 파견되었다. 탄도체는 발화에 출현하지 않기 때
문에 현저성을 띠지 못하므로 <그림 5-6>과 같이 점선으로 표시해 놓았다. 이 경우
에도 ‘图书馆’은 단지 파견된 지점으로만 쓰이는 것이지 그 공간이 현저성을 받지
는 못하기 때문에 ‘里’는 후행하지 않는다.
이상 행위자의 이동, 피위자의 이동을 나타내는 ‘V往처소명사구’구문에 대해 살
펴보았다. 그 결과 행위자의 이동 또는 피위자의 이동을 나타낼 때 처소명사구는
모두 뒤에 ‘里’를 후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储泽祥(2005)에서는 ‘V往’ 뒤에 목적어로 처소사만 놓이고 방위사가 놓이지 못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V往’에서 V의 의미적 특성을 보면

‘通，运，飞，赶，驶’ 등등 속도가 빠르고 먼 거리 이동을 가진 동사들이 대부분
이기 때문에 목적어로 출현하는 목적지 또한 공간범위가 큰 처소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中国，北京，岳麓山’ 등 고유명사(지명, 도시명) 또는 ‘故宫，中
山公园，办公室’ 등 기관명사가 쓰이고 ‘沙发上，杯子里’ 등과 같은 공간범위가
작은 처소사는 목적어로 쓰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走’와 같은 동사는 속도가
느린 의미적 특성 때문에 ‘V往’ 뒤에 처소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고 하였는데 우리
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14가)와 같은 예문에서는 ‘走往’이 쓰일 수 있으며 처소목
적어로 ‘办公室’를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V往’ 뒤에 쓰이
는 처소사가 ‘里’를 후행하지 않는 이유는 행위자의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도
착지 또는 방향으로만 쓰이고 피위자의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도착지의 의미
만 나타낼 뿐 공간이 현저성을 띠지는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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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이동과정을 함축한 공간 현저화
‘往+처소명사구+V’구문에서 V가 완료를 나타내는 경우 동작이 유계성(有界)을
띤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처소명사구는 그 사건의 이동종점을 나타내기도 한
다. 曾传禄(2009)에서는 ‘往+처소명사구+V’구문에서 처소명사구가 위치이동의 종
점을 나타내려면 VP가 ‘一V’형식, ‘V了V’형식, ‘V了+O’형식, ‘V了+DQ’형식(DQ는
动量을 표시함), ‘Vq+O’형식’(q는 방향보어를 표시함), ‘V得C’형식(C는 결과보어를
표시함)을 취하게 된다고 하였다.72)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29) 가. 朱丽叶冲出人群, 跷着二郎腿往客厅里一坐, “有茶没有？”
줄리엣은 사람들 속에서 나와 다리를 꼬고 거실에 앉은 후 “차 있나
요?”라고 물었다.
나. 说这个家伙教古诗，一不要学生抄，二不要学生背，学什么学呵！两
手空空地往教室里一站，是不是来骗钱的。
이놈이 고시 가르치는 것을 말하자면 학생들에게 쓰라고 하지 않고
외우도록 하지 않으니 학생들이 뭘 배우겠어, 빈손으로 교실에 서면
사기 치는 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29가~나)는 ‘往+처소명사구+V’구문으로 V의 자리에 자세동사 ‘坐’, ‘站’ 등이
쓰인 예문이다. 우선 (29가)를 보면 행위자인 ‘朱丽叶’가 어떠한 장소에서 ‘客厅’으
로 이동해서 ‘坐’의 동작을 실현하여 동작이 완료된 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여기
서 처소사 ‘客厅’은 행위자의 이동종점으로 볼 수 있다. 원래 ‘往+처소명사구+V’구
72) 曾传禄(2009)에서 다음 예문은 처소사가 이동종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1) a. 他抓起锅盖往缸口上一扣, 自己腾地一下坐到锅盖上。
b. 他悄悄地往边上站了站。
c. 她又往辫子上结了两个红蝴蝶结。
d. 金枝捏起粉饼,往额头上颧骨上按了几下。
e. 她往笔记本上按下一个个指印或掌印。
f. 瘦子把脸往墙上贴得更紧了。
우선 (1a)에서 ‘往缸口上一扣’는 이동물체가 순식간에 종점으로 이동되었음을 나타내는
데 즉 ‘锅盖扣在了缸口上’을 암시한다. (1b)에서 ‘往边上站了站’는 ‘他’가 이미 ‘边上’에 서
있음을 의미하고 (1c)에서 ‘往辫子上结了两个红蝴蝶结’는 ‘手’이 이미 ‘辫子上’으로 이동하
여 동작을 통해 ‘两个红蝴蝶结’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하였다. 기타 (1d~f) 또한 마찬가
지로 방식으로 처소사를 이동종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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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우 처소명사구가 이동의 방향만 나타내지만 V가 완료를 나타내는 경우 이
때 처소명사구는 경우에 따라 이동대상의 종점(도착지)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9나)를 계속해서 보면 ‘这个家伙’가 어떠한 장소에서 ‘教室’로 이동
한 후 ‘教室’의 한 위치에 ‘站’의 동작을 실현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역시 ‘教室’는
행위자의 이동 종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29가~나)를 보면 자세동사의 완료형
은 모두 행위자가 처소사가 가리키는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을 함축하고 있으며 그
장소가 이동의 종점을 나타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9가)를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tr
tr
lm

VP
<그림 5-7> ‘朱丽叶冲出人群, 跷着二郎腿往客厅里一坐...’의 영상도식

<그림 5-7>과 같이 탄도체는 ‘朱丽叶’이고 지표는 굵은 선으로 된 네모박스 ‘客
厅’이다. 탄도체는 ‘客厅’ 밖의 어느 한 장소에서 지표인 ‘客厅’으로 이동을 한 후

‘客厅’에 앉게 된다. 따라서 굵은 수직방향으로 된 화살표는 탄도체가 지표와 갖는
관계를 설명한다. <그림 5-7>에서 볼 수 있다시피 행위자는 ‘坐’의 동작 실현을 통
해 ‘客厅’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장소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따라서
행위자의 이동종점은 ‘客厅’으로 볼 수 있으며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행위자는

‘客厅 안’에 머무르게 된다.
그렇다면 이 경우 방위사 ‘里”가 후행하지 않는다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된다.

(30) 가. ?朱丽叶冲出人群, 跷着二郎腿往客厅一坐, “有茶没有？”
나. ?说这个家伙教古诗，一不要学生抄，二不要学生背，学什么学呵！两
手空空地往教室一站，是不是来骗钱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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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나)는 처소사 뒤에 ‘里’가 후행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 보다시피 (30
가)의 경우 ‘往客厅一坐’에서 ‘往客厅’과 ‘一坐’는 서로 搭配할 수 없다. 우리가 앞
서 살펴본 ‘往+처소사+V’의 경우 처소사가 ‘里’의 후행 없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
우 이동의 방향만 나타내고 V는 위치이동을 나타내는 이동동사가 쓰이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다면 (30가)에서 ‘客厅’이 단독으로 쓰이고 V는 ‘一坐’로 위
치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구가 아니기 때문에 문장이 어색한 것이다. 하지만 (29가)
의 경우는 처소사 뒤에 ‘里’가 후행함으로 인해 ‘客厅’이라는 장소의 ‘공간성’이 현
저화되고 이때 이동동사가 아닌 동사구 ‘一坐’가 후행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인
지세계에서는 ‘앉는 동작’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장소에서 ‘客厅’까지의 위치 이동
과정을 함축하고 있다고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비록 자세동사가 쓰인 문
장이지만 (29가)는 문장이 성립되는 것이다. (30나)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처소사
뒤에 ‘里’가 후행하지 않는 경우 문장은 모어화자의 직관상 좋지 않지만 (29나)의
경우에는 ‘教室’로 이동하는 이동과정을 함축하고 있다고 인지하기 때문에 문장은
성립된다.
그리고 (29가~나)에서 V가 완료를 나타내지 않고 맨동사(光杆动词)가 쓰이는 경
우 문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31) 가. ?朱丽叶冲出人群, 跷着二郎腿往客厅里坐, “有茶没有？”
나. ?说这个家伙教古诗，一不要学生抄，二不要学生背，学什么学呵！两
手空空地往教室里站，是不是来骗钱的。

(31가~나)를 살펴보면 ‘往+처소명사구+V’구문에서 처소명사구는 ‘里’가 후행하
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현저성을 띠고 있다. 그리고 V의 위치에 ‘坐’, ‘站’ 등이 아
무런 서법표지 없이 맨동사(光杆动词)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坐’,

‘站’ 등을 보면 모두 순식간에 동작이 일어나는 [-지속성], [-위치이동]의 자질을 가
진다. 하지만 처소사가 나타내는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구문에 쓰이는 동
사는 위치이동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흔히 ‘走’, ‘跑’, ‘奔’ 등 위치이
동 동사가 출현하게 된다. 하지만 [-위치이동]을 가지는 동사 ‘坐’, ‘站’이 光杆형태
로 쓰인다면 이동과정을 나타내거나 또는 (29가)의 ‘一坐’처럼 완료형이 아니기 때
문에 이동과정을 함축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31가~나)는 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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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배치동사가 쓰인 구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32) 가. 我把买来的衣服赶紧往房间里藏了起来, 然后就出门了。
나는 쇼핑한 옷을 금방 방에다 감춰 놓고 밖으로 나갔다.
나. 小玲把雉鸡往厨房里一放,

道：“晚上我自己来烤，把鸡毛替我好好拔

下留着。”
소령이는 꿩을 주방에 놓고는 “저녁에 내가 구워 줄 테니 털이나 잘
뽑아 놔.”

(32가~나)는 보다시피 ‘往+처소명사구+V’구문에서 V의 위치에 ‘藏’, ‘放’ 등 배
치동사가 쓰이고 있다. 이 경우에도 光杆동사 자체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완료형
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32가)를 보면 ‘내가 쇼핑한 옷을 방에 감춰놓다’의 동작
을 실현하는 것이고 (32나)를 보면 ‘소령이가 꿩을 주방에 놓는’ 행위를 실현한 것
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把자문의 특성상 행위자는 피위자를 처치하는 의미를 지
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房间’, ‘厨房’ 등은 각각 발화의 대상인 ‘衣服’, ‘雉鸡’ 등이 이동할 방향이 아닌 이
미 이동된 장소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처소사 ‘房间’, ‘厨房’ 등 뒤에 ‘里’가 후행하지 않는다면 문장은
성립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3) 가. ?我把买来的衣服赶紧往房间藏了起来, 然后就出门了。
나는 쇼핑한 옷을 금방 방에다 감춰 놓고 밖으로 나갔다.
나. ?小玲把雉鸡往厨房一放, 道：“晚上我自己来烤，把鸡毛替我好好拔下
留着。”
소령이는 꿩을 주방에 놓고는 “저녁에 내가 구워 줄 테니 털이나 잘
뽑아 놔.”

(33가~나)는 보다시피 ‘房间’, ‘厨房’ 등 뒤에 ‘里’가 후행하지 않는 경우로서 문
장은 모어화자의 직관상 어색하다. 왜냐하면 (33가)의 ‘往房间藏了起来’에서 ‘往房
间’과 ‘藏了起来’, (33나)의 ‘往厨房一放’에서 ‘往厨房’과 ‘一放’은 서로 搭配가 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往+처소명사구+V’구문에서 ‘里’가 후행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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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V는 이동을 나타내고 이동과정이 부각되어야 하기 때문에 흔히 [+지속성], [+위
치이동]을 가진 동사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藏了起来’, ‘一放’ 등은 [-이동성], [-지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동동사가 지닌 자질들을 충족시킬 수 없어 통합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里’가 후행하는 경우 (32가~나)는 배치동사가 쓰임에도 불
구하고 왜 성립되는 것일까? (32가)의 경우 앞서 살펴본 자세동사의 완료형이 쓰이
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往房间里藏了起来’를 우선 다른 곳에서 ‘房间’으로 이동한
후 ‘藏’의 동작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치이동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인간은 인지한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32나)를 보면 이 또한 ‘往厨房里一放’을 해
석할 때 ‘雉鸡’를 다른 장소에서 ‘厨房’으로 가져와서 놓는 것으로 즉 위치이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32나)를 도식으로 나타낸 그림
이다.

tr

lm1

lm1

lm2
T
<그림 5-8> ‘小玲把雉鸡往厨房里一放, 道：...’의 영상도식

<그림 5-8>에서 배치동사 ‘放’은 세 개의 논항을 가지므로 지표를 2개로 나타내
었다. 여기서 탄도체(tr)는 ‘小玲’이고 지표1(lm₁)은 ‘雉鸡’이며 지표2(lm₂)는 ‘厨房’
이다. 탄도체인 ‘小玲’은 지표1(lm₁) ‘雉鸡’를 ‘厨房’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厨房’
으로 위치이동을 시킨 후 ‘厨房’에 놓는 동작을 실현한다. 따라서 이 경우 <그림

1>과 같이 비록 발화에서 동사구는 ‘一放’이지만 이 동작행위를 실현하기 위해 피
위자인 ‘雉鸡’는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여 ‘厨房’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
므로 이 경우에는 ‘一放’이 위치이동을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 ‘往+처소사+V’구문의 경우 처소사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단지 이동방향
을 나타낼 뿐 도착했는지 여부는 관심밖에 있다. 하지만 ‘里’가 후행하고 동사의
위치에 자세동사 또는 배치동사의 완료형이 쓰이는 경우에는 이동의 종점을 나타
내며 자세동사 또는 배치동사가 위치이동을 함축하고 있다고 인지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往’은 비록 동사에서 방향만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문법화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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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동사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처소사가 가리키는 장소로의 이동을 상정할
수 있다. 반면에 ‘里’의 후행 없이 처소사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문장이 성립
되지 않는다.

5.3.4 시선의 도착점(Arrival point)과 도착공간(Arrival space)의
활성화
看류동사가 ‘往+처소사+V’구문에 쓰이는 경우 처소사는 ‘里’의 후행여부가 비교
적 자유롭다.73) 看류동사가 쓰이는 경우 위치이동동사와 달리 행위자(유정물)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시선이 이동하는 것으로 둘은 차이를 보인다.

(34) 가. 他俩透过关闭着的窗子往厨房里瞅了瞅。
그 두 사람은 닫힌 창문을 통해 주방으로 힐끔 쳐다보았다.
나. 她往房间里扫视了一遍，墙上那个长方形的物体是一幅叫做罗丝⋅麦
德的油画。
그녀는 방으로 한번 훑어보았는데 벽에 사각형 물체는 罗丝⋅麦德라
는 유화이다.

(34가~나)를 보면 모두 V의 위치에 동작의 완료형이 쓰이고 있다. (34가)의 경우
행위자인 ‘他俩’가 창밖에서 ‘厨房’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 이
동하여 ‘瞅’한 동작을 실현하는 것이고 (34나) 역시 ‘그녀의 시선’이 ‘房间’으로 이
동하여 ‘扫视’의 동작을 실현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34가~나)의 ‘厨房’, ‘房间’은
각각 ‘그들의 시선’이 이동한 종점으로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다음은 (34가)를 대
표로 이동도식을 그려서 살펴보기로 한다. (34가)에서 이동의 대상은 ‘他们’이 아
니라 ‘그들의 시선’이다. 따라서 이는 전체로 부분을 축소 지칭하는 환유의 수법으
로 볼 수 있기 때문에 (34가)는 참조점 모형과 이동도식을 연결시켜 나타낼 수 있다.

73) ‘看’류 동사는 유위(2006: 61)에서 제시한 동사분류를 참조한 것이며 이는 또 湯廷池(1975)
에서 격문법의 틀에 의거한 동사분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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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他俩透过关闭着的窗子往厨房里瞅了瞅。’의 영상도식

보다시피 <그림 5-9>는 참조점 모형과 이동도식이 같이 연결된 도식이다. 우선
왼쪽에 있는 참조점 모형을 보면 우리는 참조점(R)인 ‘他’를 통해 ‘往厨房里瞅了
瞅’와의 의미 속에서 목표물(T)이 ‘他俩的视线’임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오른쪽
도식을 보면 이는 탄도체가 지표로의 이동을 나타내는 도식인데 여기서 탄도체는
앞서 참조점 모형을 통해 찾아낸 목표물인 ‘他的视线’이 이에 해당된다. 계속해서
오른쪽 도식을 보면 탄도체인 ‘他的视线’은 ‘窗外’에서 출발하여 지표인 ‘厨房’으
로 이동한 후 ‘瞅’의 동작을 실현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厨房’은

‘他的视线’이 이동한 종점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9>와 같이 이때 장소명사 ‘厨
房’은 공간성이 현저화되기 때문에 ‘里’가 후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34가~나)에서 ‘里’를 후행하지 않고 처소사 단독으로 문장에 쓰인다
면 예문은 다음과 같이 된다.

(35) 가. 他俩透过关闭着的窗子往厨房瞅了瞅。
그 두 사람은 닫힌 창문을 통해 주방으로 힐끔 쳐다보았다.
나. 她往房间扫视了一遍, 墙上那个长方形的物体是一幅叫做罗丝⋅麦德的
油画。
그녀는 방으로 한번 훑어보았는데 벽에 사각형 물체는 罗丝⋅麦德라
는 유화이다.

보다시피 (35가~나)를 보면 이때 행위자 시선의 방향은 각각 ‘厨房’, ‘房间’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음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해볼 수 있다. 만약 ‘厨房’, ‘房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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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나 ‘벽’이 없이 오픈되어 있는 경우라면 시선의 도착장소는 ‘厨房 안’, ‘房间
안’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만약 ‘厨房’, ‘房间’ 등에 ‘문’이나 ‘벽’이 있는 경우라
면 이때 행위자의 시선은 ‘문’과 ‘벽’까지만 도달하게 될 것이다. 즉 이 경우에는

‘厨房’, ‘房间’의 ‘공간’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전자의 상황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5-9>와 같고 후자의 상황을 도식으로 나타낸다면 다음 <그림 5-10>
과 같다.

T

tr
tr

R
D

lm
C

VP

<그림 5-10> ‘他俩透过关闭着的窗子往厨房瞅了瞅。’의 영상도식

<그림 5-10>을 보다시피 이때 탄도체(tr)인 ‘他俩의 시선’은 지표인 ‘厨房’의 ‘문’
까지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 ‘厨房’은 공간성이 현저화되지 않는다.
이상 看류동사가 ‘往+처소사+V’구문에 쓰이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경
우 처소사 뒤에 ‘里’가 후행하는 경우 행위자의 시선은 처소사가 지시하는 장소의
공간성이 현저화된다. 반면에 처소사 뒤에 ‘里’가 후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출현하
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처소사가 나타내는 장소가 한 점으로서의 장소를 나타낼
수도 있고 공간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

5.4 소결
이상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往+처소명사구+V’구문과 ‘V+往+처소명사구’구문
은 모두 처소명사구로 쓰이는 장소명사가 뒤에 ‘里’를 후행하는 경우가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往+처소명사구+V’구문과 ‘V+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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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소명사구’구문을 비교했을 경우 전자는 후자에 비해 처소명사구로 쓰이는 장소
명사가 ‘里’를 후행하여 쓰이는 것을 다소 볼 수 있었고 후자의 경우는 ‘里’를 후행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첫째, ‘往+처소사+V’에서 이동동사가 쓰이는 경우, 처소사가 ‘里’의 후행 없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이때 처소사는 이동방향만 나타내고 도착여부는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처소사 뒤에 ‘里’가 후행하는 경우에는 처소사가 나타내는 장소의 공
간성이 활성화된다. 따라서 이때 처소사는 이동의 방향뿐만 아니라 도착의 장소를
나타내기도 한다.
둘째, ‘V+往+처소명사구’구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처소명사구 뒤에 ‘里’가 후행하
지 않는다. 우선 행위자의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 뒤에 접속되는 후행절에 따라 처
소명사구가 나타내는 장소에 도착했는지 아니면 이동 중에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하지만 피위자의 이동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把자문과 被자문으로 많이 출현
하며 이 경우 피위자의 도착장소를 나타낸다.
셋째, ‘往+처소명사구+V’구문에서 자세동사 또는 배치동사가 쓰이는 경우 대부
분 완료형으로 유계성을 지니며 처소사는 ‘里’를 후행한다. 이때 행위자 또는 피위
자는 처소명사구가 나타내는 장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인
지된다. 만약 처소사가 ‘里’를 후행하지 않는다면 이동의 방향을 나타내고 V는 이
동성이 없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넷째, ‘往+처소사+V’구문에서 看류동사가 쓰이는 경우 또한 완료형으로 유계성
을 지니며 처소사 뒤에 ‘里’의 후행여부는 비교적 자유롭다. ‘里’가 후행하는 경우
에는 장소의 공간성이 현저화되지만 ‘里’의 후행 없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발화상황에 따라 행위자의 시선이 처소사가 지시하는 장소의 한 점에 도달하는 것
일 수도 있고 공간에 도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위의 결론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5>를 보다시피 ‘往’ 뒤에 나타
나는 처소명사구의 경우 ‘里’의 후행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큰 인지적기제로는 처
소명사구가 이동의 방향만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이동공간이 활성화되는지에 있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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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往’의 뒤에 출현하는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 제약

‘里’가 후행
하지 않음

‘里’ 후행
경향 弱/생략가능

‘里’가 후행

➊이동 방향(Direction) ➌시선의 도착점(Arrival point) ➊이동 공간(Space)의
의 현저화

과 도착공간(Arrival space)

현저화

의 활성화
➋이동과정을 함축한
공간의 현저화

이동방향 or 이동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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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명사+里’는 일반적으로 존현문에서 주어로 쓰인다. 刘月华(2001)에서는 ‘처
소명사구-동사구-명사구’의 유형을 갖춘 문을 ‘존현문’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통사
적으로 존현문은 문두에 장소나 시간을 나타내는 장소구가 오며 그 뒤를 이어 술
어 동사가 나오고 존재, 출현이나 소실되는 사람 또는 사물을 나타내는 대상 명사
구는 항상 술어 동사 뒤에 온다. 따라서 존현문은 다음과 같이 형식화할 수 있다.
(1) NP(장소)+V+NP(대상)

존현문은 다시 존재를 표시하는 존재문과 출현이나 소실을 나타내는 은현문으
로 하위분류된다. 聂文龙(1989)에서도 존재문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 있다.

‘어떤 곳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단순 존재
및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 또는 어떤 운동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 포함된
다. 앞부분에 있는 처소사는 위치나 공간의 범위를 나타내고, 가운데 부분의 동사
는 타동사 또는 자동사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자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뒷부분의
명사구는 존재주체를 나타내는데, 행위자와 비행위자를 포함하지만 동사의 대상
격으로의 의미는 나타내지 않는다.’74)

박정구(1989)에서는 존재문의 용어를 “ ‘有’자문，‘是’자문을 제외한 일반동사가
쓰인 ‘처소명사구-동사구-명사구’에 한정시켜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논의에서 동
사구의 경우 동사에 지속태 ‘着’가 부가되는 경우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는 경우와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경우를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着’자문의 동태
개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75)
74) 某处，存在着(包括单纯存在、以某种运动方式存在)某人或某物。前段处所词表示位置或空
间范围; 中段动词不论是及物动词，在这种句型中均呈不及物义; 后段名词表示存在主体，包
括施事主体和非施事主体，而不表示动词的客体义。
75) 지속태 ‘着’가 부가로 동작의 지속을 나타내는 예문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1) 天上飞着一只鸟。
(2) 马路上跑着一个孩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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宋玉柱(1995)에서는 존재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문장 형식
을 통칭하여 존재문’이라 한다. 일반적인 어법책에 소개된 존재문에는 ｢‘着’자문
(예: 墙上挂着一幅画)｣，｢‘有’자문(예: 门口有一棵树)｣，｢‘是’자문(예: 院子当中是
一个球场)｣ 등이 있다.76)

宋玉柱(1995)는 또한 위와 같은 일반적인 정의와 함께 존재문은 정지 상태, 즉
존재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작행위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여 존재문의 ‘动
态’개념을 언급한 바 있다.
존재문과 달리 은현문은 ‘发生’, ‘出现’ 등 주로 출현의 의미를 지닌 동사와 ‘消
失’，‘死’ 등의 소실의 의미를 갖는 동사, 그리고 ‘来’, ‘去’, ‘跑’ 등 동작의 방향이
내포된 ‘방향동사’와 ‘来／去’가 방향보어로 쓰여 동작의 방향으로 인하여 대상이
출현하거나 사라짐을 나타내는 복합방향동사들이 술어로 나타난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2) 가. 屋里有人。
방에 사람이 있다.
나. 教室里是一群学生。
교실에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다. 台上坐着主席团。
단상에는 의장단이 앉아 있다.
라. 小锅里煮着几个鸡蛋。
냄비에 계란 몇 개를 삶고 있다.
(3) 가. 家里来了客人。
집에 손님이 왔다.
나. 院子里最近搬走了三家，又搬进来两家。
정원에 최근 세 가구가 이사를 가고 또 두 가구가 이사를 왔다.
다. 村子里死了一头牛。
마을에서 소 한 마리가 죽었다.
(3) 路上走着两个青年。
76) 表示什么地方存在着什么人或事物的句式统称存在句。一般语法书上所讲的存在句包括“着”
字句(“墙上挂着一幅画”)、“有字句”(“门口有一棵树”)、‘是字句”(“院子当中是一个球场”) 宋
玉柱(1995: 47)，李太允(2002: 8) 再引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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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라)는 존재문의 예로 주어의 위치에 처소명사구가 쓰이고 있으며 각각 ‘有’
자문, ‘是’자문, ‘着’자문의 주어로 나타나고 있다. (3가~다)의 경우는 주어의 위치
에 여전히 처소명사구가 쓰이지만 동사구가 출현과 소실을 나타내고 있어 은현문
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존현문에서 주어로 쓰이는 처소명사구가 ‘里’를 후행하는 것이 일
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코퍼스 검색결과 ‘里’를 후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존재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은 ‘장소명사+里’가 존재문과 은현
문에서 각각 주어로 쓰일 때 어떤 경우에 장소명사 단독으로 쓰이고 어떤 경우에

‘里’가 후행하여 쓰이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6.1 존재문에서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 관계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장소명사+里’가 존재문의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 주로

‘有’자문, ‘是’자문, ‘着’자문에 쓰일 수 있다. 우선 ‘有’자문의 경우, ‘有’는 비동작
성 동사로서 동작 또는 행위를 나타내지 않고, 기본적으로 소유나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 그 중 존재를 나타내는 ‘有’자문은 문두는 처소사, 목적어는 존재하는 사
물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따라서 전체 문장은 어떤 장소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다. 앞서 <표 3-1>에 열거된 ‘장소명사+里’
에 대해 그가 ‘有’자문의 주어로 쓰일 때 출현하는 빈도와 ‘里’의 후행 없이 장소명
사 단독으로 출현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표 3-1>에 있는 장소명사의 출현 빈도 순서대로 ‘里’가 후행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의 예문을 보기로 각각 한 개씩 열거하였다.
(4) 가. 屋里有一个漆皮面沙发，一张桌子，桌上放着书，两把椅子。
나. 屋有两进，前进由威麟堡的人占住，后进由离魂门的人把守。(胡汉群
英 A:云中岳 Y:1988)
(5) 가. 房间里有个蚊子，一直嗡嗡的飞来飞去。
나. 房间有一张木的桌子，还有四张放着椅垫的椅子。
(6) 가. 学校里有个专门的班子，全天候照管他们的生活。
나. 目前, 学校有特级教师７人, 高级教师46人, 一级教师54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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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 办公室里有6台监视器，可以监控村里的6个主要路口。
나. 办公室有个女人没事就嗑瓜子，完全不顾及旁人的感受。
(8) 가. 院子里有一丝微风，叶子筛着阳光，已经不炙人了。
나. 院子有棵橘子树，正好长到两楼高。
(9) 가. 医院里有一个外科医生，医术很高，人称一把刀。
나. 医院有探病时间，问清楚，别在不该来的时间来打扰她。
(10) 가. 屋子里有灯光，比平日还要光亮。
나. 屋子有两个朝西的大窗，窗前挂着芦苇帘子。
(11) 가. 厨房里有一把从没用过的不锈钢刀，快得像风一样。
나. 厨房有一张狭窄的木床架，上面铺了一层厚草垫，上面覆盖亚麻床单
和毛毯。
(12) 가. 客厅里有饮料点心，窗外是鲜花和丛林，相当温馨。
나. 客厅有一扇门通向一间小厨房。
(13) 가. 店里有一盆炭火，生得很旺，几个倦乏的旅人，围着炭火搓手取暖。
나. 有经济损失不要紧，只要人勤快，店有信誉，就不愁没生意。

(4~13)과 같이 장소명사가 ‘里’와 함께 쓰여 有자문의 주어로 출현하는 경우와
장소명사 단독으로 有자문의 주어로 출현하는 경우의 예문을 살펴보았다. 검색하
는 과정에서 목적어로 나타나는 명사구가 추상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통계하였으며 또 특이한 것은 ‘有’ 뒤에 ‘척도’를 나타내는 명사구가 놓이는 경우
가 있었다. 물론 척도명사구의 경우, 존재하는 사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경
우는 有자문의 출현횟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다음 예문이 바로 존재물 NP의
위치에 추상명사와 척도명사구가 놓이는 경우이다.
(14) 가. 屋里有一瞬的安静，兰儿白着脸仓皇失措的呆立当场，赫连傲则一脸
怪异的看着她。
나. 学校有一条规定，我们这些家长必须在远离教室的体育场的另一侧等
候。
다. 医院有为病人送兰花的习惯，每逢节日亲朋好友也爱赠人予兰花。
라. 店里有太多太多关于我们的记忆，现在连这些我都会等着你。
(15) 가. 房间有三十来平米，没有凳子，空空的，他们就面对面站着。
나. 客厅有30多平方，地面是西班牙进口的暗红色的大理石，明亮如镜。
다. 陶家的晚饭开在厨房里, 厨房有十平方米, 放一张餐桌绰绰有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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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가~라)는 ‘有’의 목적어로 추상명사가 쓰이는 경우이고 (15가~다)는 ‘有’ 뒤에
공간면적을 나타내는 척도명사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 검색한 결과를 데이터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1> ‘장소명사+里’가 有자문의 주어로 쓰이는 빈도
순
차
1

2

3

4

5

6

7

8

9

10

장소명사

출현빈도

추상명사

(횟수)

屋里

181

屋

1

房间里

144

6

房间

27

2

学校里

55

6

学校

562

139

办公室里

35

3

办公室

46

2

院子里

110

院子

4

医院里

18

医院

71

24

屋子里

70

3

屋子

6

厨房里

45

1

厨房

19

1

客厅里

38

2

客厅

13

店里

65

5

店

1

1

척도(면적, 무게)

5
1

3

1

3

2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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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6-1>을 통해 알 수 있다시피 ‘学校’, ‘医院’ 등 장소명사가 ‘里’의 후행
없이 단독으로 주어로 쓰일 때 목적어로 추상명사를 많이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척도명사가 ‘有’ 뒤에 명사구로 출현할 때 역시 주어로 쓰이는 장소명
사는 ‘里’를 후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장소명사+里’가 ‘是’자문의 주어로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존
현문으로서의 ‘是’자문은 처소사를 주어로 하여 ‘어떠한 곳에 존재하고 있는 물체
는 이러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쓰인다. 이와 관련하여 刘月华(2001)에
서는 ‘是’자문은 존재를 나타낼 수 있으며 주어의 위치에는 방위사나 처소사가 놓
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有’자문과 비교할 때 ‘是’자문은 물체가 일정한 공간을 차
지하고 그 물체가 그 공간에서는 유일한 존재물이나 ‘有’자문의 경우는 어떠한 공
간에 한 가지 또는 여러 물체가 존재할 때 쓰이기 때문에 양자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是’자문의 경우 목적어로 쓰이는 NP가 유일한 존재물
이 아니어도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아래 논의를 통해 밝히고자 한다.

‘是’자문은 주어로 쓰이는 처소사와 목적어로 쓰이는 NP의 관계가 거의 동등한
관계일 때 많이 쓰인다. 따라서 NP 또한 처소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
면 다음과 같다.

(16) 가. 旁边是一片草地。
옆에는 온통 풀밭이다.
나. 楼上是餐厅, 楼下是卧室。
건물 위층은 식당이고 아래층은 침실이다.
다. 前院是姥姥家, 后院是奶奶家。
앞뜰은 외할머니 댁이고 뒤뜰은 할머니 댁이다.

(16가~다)를 보면 주어로 쓰이는 처소사와 뒤에 나타나는 명사구 사이에는 명사
구가 처소사가 나타내는 장소 안에 존재한다기보다 처소사가 가리키는 장소와 명
사구가 나타내는 장소가 동등한 관계를 나타낸다. 즉 이때 NP는 사물을 가리키기
보다 장소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인지언어학의 원형이론에 근거하여 ‘是’자문은
이처럼 뒤에 NP가 장소를 나타내던 데서 점차 사물로 확장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뒤에 사물이 놓이는 경우에도 처소사가 나타내는 장소에 사물이
가득히 존재하는 경우에 잘 쓰이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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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좀 전에 살펴본 ‘有’자문과 같이 <표 6-1>에 있는 장소명사의 출현 빈도
순서대로 ‘是’자문에서 처소사가 뒤에 ‘里’를 후행하는 경우와 단독으로 쓰이는 경
우의 예문을 보기로 각각 한 개씩 열거하였다.

(17) 가. 屋里是一盘土炕，家徒四壁，母亲双目半盲，听到有人来摸索着下
地。
나. 因为屋里全是蒸汽，保尔没有看清弗罗霞的脸，其实她只有十八岁。
(18) 가. 房间里是一股血腥味和肉体的汗味，或者是两种气味的混和。
나. 她的房间全是你的照片。
(19) 가. 好多人感冒了，办公室里是此起彼伏的咳嗽声，和着此起彼伏的电话
铃声。
나. 我们办公室全是这家的椅子。
(20) 가. 院子里是一片青绿的草坪，通往屋子的小径两旁则种着一丛丛的白色
山茶花。
나. 院子里全是一些古旧的灰砖房，有一些是两层的，有一些是三层的。
(21) 가. 一推开门，他就闻开了满屋子的药香，屋子里是一排木架，木架上堆
着各种珍贵药材。
나. 有的屋子全是书架，从地面到天花板堆满了书。
(22) 가. 没有冰箱, 厨房里是吃剩的干馒头和几包方便面。
나. 家里的水管坏了好几天都没有修好，厨房都是水。
(23) 가. 客厅里是一套拐角沙发，一个电视立柜。
나. 片刻之间，客厅全是麻雀，到处都是。
(24) 가. 原来是皮衣店的地方开了个鲜花店, 店里是个年轻的女人。
나. 店里全是手工制品，都很精致。

위의 예문과 같이 검색한 결과 ‘是’자문의 경우 ‘里’가 흔히 후행되는 경향이 있
었으나 특히 ‘是’ 앞에 부사 ‘全／都’가 놓이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그 통계 결과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00개 이상이 검색된 경우, 순서대
로 100개 예문에 대해서만 통계를 내었고 100개 이하인 경우는 전체 데이터를 상
대로 통계를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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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장소명사+里’가 ‘是’자문의 주어로 쓰이는 빈도
출현횟수

출현횟수

全／都

장소명사

全／都

장소명사

출현

출현

屋里

30

68

医院里

0

3

屋

0

0

医院

0

6

房间里

27

68

屋子里

14

63

房间

2

10

屋子

0

70

学校里

0

11

厨房里

3

5

学校

0

13

厨房

1

6

办公室里

2

5

客厅里

8

10

办公室

0

5

客厅

2

9

院子里

26

23

店里

5

21

院子

0

店

0

3(满店)

40(满院子
／一院子)

<표 6-2>를 통해 볼 수 있다시피 ‘医院里’과 ‘学校里’의 경우는 ‘是’자문의 주어
로 쓰이는 예문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부사 ‘全’이나 ‘都’가 놓일 경우 다음
과 같이 쓰이는 예문을 찾을 수가 있었다.

(25) 医院里全／都是(病人，生病的小朋友，白衣服)。
병원에는 모두 (환자들이다, 병에 걸린 꼬마친구들이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다.)
(26) 学校里全／都是(女同学, 花花公子)。
학교에는 모두 (여학생들이다. 플레이보이들이다.)

이는 ‘医院里’과 ‘学校里’의 경우 공간을 나타낼 때 그 공간면적이 기타 8개의
장소명사에 비해 넓고 큰 의미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17~24)에 쓰이는

‘是’자문을 보면 주어로 나타나는 장소명사의 경우, 가리키는 공간 면적이 ‘医院
里’과 ‘学校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사람의 인지 속에 아주 쉽게 하나
의 그릇과 같은 용기로 인지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물은 대부분 우리
의 인지 속에 있는 용기에 가득하거나 또는 차지하는 공간이 적을 경우에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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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대상을 쉽게 초점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가령 앞서 열거한 (17~21)를 보
면 ‘屋里是一盘土炕。’, ‘房间里是一股血腥味和肉体的汗味。’, ‘办公室里是此起彼
伏的咳嗽声，和着此起彼伏的电话铃声。’, ‘院子里是一片青绿的草坪。’, ‘屋子里是
一排木架。’ 등이 나타나는데 이때 ‘是’ 뒤에 나타나는 명사구는 모두 주어로 나타
나는 장소에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나타내 준다. 그리고 (22~24)의 경우에는 각각

‘ 厨房里是吃剩的干馒头和几包方便面。’, ‘ 客厅里是一套拐角沙发，一个电视立
柜。’, ‘店里是个年轻的女人。’ 등이 쓰이는데 이 경우에는 NP가 주어로 쓰이는 장
소에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나타내지는 않지만 우리의 인지 속에 이들 명사구가 해
당 장소에서 다른 사물에 비해 현저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현저성을 띠고 있다
는 것은 그 사물이 기타 물체에 비해 쉽게 초점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
렇다면 되돌아와 ‘医院里’과 ‘学校里’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 (25~26)을 보면 부사

‘全’이나 ‘都’는 뒤에 놓이는 명사구가 주어로 쓰이는 장소에 많이 있다는 것을 나
타내고 적극적인 의미 부가를 하는 부사들이다. 하지만 부사 ‘全’이나 ‘都’가 쓰이
지 않을 경우 예문은 다음과 같이 된다.

(27) *医院里是(病人，生病的小朋友，白衣服)。
(28) *学校里是(女同学，花花公子)。

(27~28)은 비문이다. 즉 이때 NP는 주어로 쓰이는 장소에 많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是자문의 원형의미이론에 근거한다면 문
장은 성립될 수 없다.
계속해서 ‘장소명사+里’가 ‘着’자문에서 주어를 담당하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
다. ‘着’자문에는 ‘정태존재문’과 ‘동태존재문’이 포함된다. ‘정태존재문’은 주로 정
지된 지속상태를 나타내고 동태존재문’의 경우는 동작의 행위나 동작의 진행을 나
타낸다. 그렇다면 각 장소명사가 실제로 정태존재문에 많이 쓰이는지 동태존재문
에 많이 나타나는지 그 출현빈도를 아래 예문검색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29) 가. 屋里弥漫着浓重的棕褐色的鸦片烟的烟雾。
(30) 가. 中午在一家川菜馆吃饭，房间里弥漫着香烟和炒菜烟气的味道。
나. 房间摆着红色真皮的沙发，墙壁上有鹿头标本，还有版画整齐地挂在
墙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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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 学校里生活着一百多个孩子。
나. 学校传承着“严谨好学”的优良传统。
(32) 가. 办公室里坐着一个年轻人，此刻正用两枚硬币往下巴拔胡须。
나. 办公室弥漫着烟味、地上都是湿呼呼的。
(33) 가. 那儿有一个您喜欢的院子, 院子里种着瓜果和花草。
(34) 가. 医院里弥漫着一种潜在的紧张气氛，好像一枚五彩的焰火已经点燃。
나. 医院存在着暴发感染的隐患。
(35) 가. 屋子里弥漫着花的芬芳。
나. 大肘子和牛肉在火上咕嘟着，屋子弥漫着肉的香味。
(36) 가. 厨房里弥漫着浓浓的油烟，不要忽视这些油烟啊，它会给您的健康带
来麻烦！
나. 粗看了看，厨房排列着许多已经切好的食物材料。
(37) 가. 夫人是画家，客厅里摆着几幅她的油画。
나. 客厅铺着织有中国图案的又厚又大的地毯，卧室放着俄式大铁床。
(38) 가. 客人很少, 店里放着静静的音乐。

이상 ‘着”자문에서 주어로 쓰이는 장소명사의 예문을 검색해 보았으며 각각 ‘里’
를 후행할 때와 단독으로 나타날 때의 출현빈도와 아울러 자주 나타나는 동사들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3> ‘장소명사+里’가 ‘着’자문의 주어로 쓰이는 빈도
순
차
1
2

3

4
5

장소명사
屋里
屋

출현빈도

자주 출현하는 동사

(횟수)
152

弥漫(22), 坐(18), 摆( 11), 放(11)

0

房间里

105

弥漫(20), 摆(11), 放(7), 充斥(6)

房间

13

弥漫(3), 摆(2), 放(1), 挂(1)

学校里

3

生活(1), 住(1), 流传(1)

学校

7

存在(2), 传承(1), 保留(1), 保存(1)

办公室里

21

坐(4), 挂(2), 笼罩(2), 弥漫(2)

办公室

12

弥漫(3), 洋溢(2)，开(2)，挂(1)

院子里

55

种(7), 停(7), 铺(4), 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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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8

9

10

院子

0

医院里

4

弥漫(1), 陈列(1), 笼罩(1), 烧(1)

医院

1

存在(1)

屋子里

62

弥漫(18), 放(5), 摆(5), 坐(3)

屋子

2

弥漫(1), 开(1)

厨房里

17

弥漫(6), 放(2), 挂(2), 笼罩(1)

厨房

3

弥漫1, 排列1，煎1

客厅里

37

挂(8), 摆(5), 坐(5), 放(4)

客厅

14

亮(2), 铺(2), 摆(2), 挂(1)

店里

29

放(9), 摆(3), 弥漫(2), 散发(2)

店

0

<표 6-3>에서 볼 수 있다시피 ‘屋’, ‘院子’, ‘店’ 등의 경우는 ‘里’가 후행하지 않
고 단독으로 ‘着’자문의 주어로 출현하는 경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자주 출
현하는 동사들을 4개씩 선정하여 살펴본 결과 모두 ‘着’와 통합하여 NP의 상태지
속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쓰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정태존재문이 동태
존재문보다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상 지금까지 ‘장소명사+里’가 존재문의 주어로 쓰일 때 ‘里’를 후행하는 경우
와 ‘里’를 후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에 따라 有’자문, ‘是’자문, ‘着’자문
등으로 분류하여 각각 그 출현횟수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들 통계수치를
합치면 존재문에서 ‘장소명사+里’가 주어로 쓰일 때 ‘里’에 대한 의존도를 심도 있
게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통계결과를 다음 <표 6-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6-4> ‘장소명사+里’가 존재문에서 주어로 쓰이는 빈도
순
차

장소명사

1

屋里
屋

2

房间里

출현빈도
(횟수)
342
1
254

출현빈도

99.7%
0.3%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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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5
6
7
8
9
10

房间
学校里
学校
办公室里
办公室
院子里
院子
医院里
医院
屋子里
屋子
厨房里
厨房
客厅里
客厅
店里
店

40
58
569
58
58
170
4
22
72
134
8
63
17
79
27
95
1

14%

9%
91%

50%
50%

98%
2%

23%
77%

94%
6%

79%
21%

75%
25%

99%
1%

<표 6-4>에 근거하여 장소명사의 ‘里’에 대한 의존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표 6-5> 장소명사의 ‘里’에 대한 의존도

<里에 대한 의존도 높음>
↑

屋(99.7%), 店(99%), 院子(98%), 屋子(94%)
房间(86%), 厨房(79%), 客厅(75%)

----------------------- 办公室(50%) -------------50%

↓

医院(20%), 学校(9%)

<里에 대한 의존도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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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은현문에서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 관계
은현문에 관한 정의를 보면 刘月华(2001)，房玉清(2001) 등은 ‘장소구/시간사구+
동사구+명사구’의 구조를 가지며 어떠한 장소에서 모종의 인물 또는 사물의 출현,
소실의미를 가지는 구문이라고 정의하였다.
은현문에 술어로 나타나는 동사들을 보면 ‘发生’, ‘出现’, ‘消失’, ‘死’ 등 출현과
소실의 의미를 갖는 동사, 그리고 ‘来’, ‘去’ 등 동작의 방향이 내포된 방향동사와

‘来／去’가 방향보어로 쓰여 동작의 방향으로 인하여 대상이 출현하거나 사라짐을
나타내는 복합방향동사들이 있는데 우선 출현이나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의 경우
에는 동작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존재물인 지표가 무대이며 탄
도체인 무대 주어 안에 위치해 있고 이동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지표와 탄도체
의 관계를 놓고 볼 때는 존재문의 성격과 비슷하다. 따라서 본고에서 은현문의 경
우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 ‘来’, ‘去’, ‘V来’, ‘V去’, ‘V进’, ‘V出’ 등이 쓰이
는 예문들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39) 가. 随着这声脆响, 屋里跑出了一位大伯和一位嫂子。
(40) 가. 床上到处浸透了血, 房间里散发出一股令人作呕的血腥味。
(41) 가. 学校里来了一批巧克力糖果。
나. 学校请来专家进行系列讲座。
(42) 가. 办公室里来了只很爱吃巧克力的小老鼠，它别的都不爱吃，只爱吃巧
克力。
나. 这次办公室带去了随团翻译。
(43) 가. 院子里来了三个人，穿得很破烂，马乡长外甥女将他们拦在门口。
(44) 가. 今天是正式会诊的第一天，医院里来了许多人。
나. 医院带去了医疗设备、病床、手术车辆和急救车辆及大批药品。
(45) 가. 屋子里飘出一阵阵非常浓的烟味。
(46) 가. 厨房里走出来一个厨娘，光着脚，胖得也像一头猪。
나. 厨房飘来一阵阵香味，懒人版电饭煲手撒鸡再等13分钟就好了。
(47) 가. 夫人到处在找您呢，客厅里来客人啦。
나. 客厅跑进一只老鼠仔不知是从哪儿跑进来的。
(48) 가. 正当此时, 店里来了一个客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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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장소명사가 은현문에 쓰인 예문들을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 별로 출현하는
횟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6> ‘장소명사+里’가 은현문에서 주어로 쓰이는 빈도
장소명사

来／V来

去／V去

V进／V进来

V出／V出来
12(散发出, 泻出,

屋里

1(来)

弥漫出, 跑出,

1(闪)

冒出, 走出来,
传出来)

屋
房间里

----10(散发出, 飞出,

1(来)

透出)

房间
学校里
学校

办公室里

----5(来，开来)

1(驻扎进)
138(作出, 拨出,

35(来, 请来,

1(派去)

聘请来, 寄来)

涌现出，培养出
来)

7(来)
3(跑进来,

办公室

12(来, 打来)

走进来,

2(搬去，带去)

4(清理出，拨出)

飞进来)
院子里

6(来，走来，
跑来，飘来)

院子
医院里
医院
屋子里

飘出)
-----

4(来)

1(住进)

22(来, 发来,

1(送去)

寄来, 请来)

16(挑选出,
检查出, 作出)
6(散发出, 飘出,

1(飘来)

走出来, 透出)

屋子
厨房里

7(冒出, 跑出,

2(冲进，住进)

----4(飘出, 呈现出)

2(飘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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厨房

3(飘来)

2(接进, 转进)

客厅里

1(来)

1(冲进来)

客厅

1(来)

1(跑进)

店里

26(来，打来)

1(涌进)

店

2(搜出, 散发出)
2(爆发出,
射出来)
2(跑出, 挂出)
-----

<표 6-6>과 같이 은현문에서 장소명사가 쓰이는 상황을 보면 ‘屋, 房间, 院子, 屋
子, 店’ 등은 방위사 없이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厨房’, ‘客厅’ 등과 같은 경우는 뒤에 방위사를 후행할 때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가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고 주로 ‘飘来’, ‘跑进’, ‘冲进来’ 등 동사가 술어부에
쓰이고 있었다. 하지만 ‘学校’, ‘办公室’, ‘医院’ 등의 경우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가 ‘里’를 후행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고 뒤에 쓰이는 동사들
을 보면 ‘发来, 请来, 打来, 寄来’ 등 동사들이 주로 쓰이고 있다. ‘屋’, ‘店’ 등의 경
우는 1음절로 인한 음절제약으로 인해 ‘里’가 흔히 후행하고 ‘屋子’, ‘院子’ 등의 경
우는 사물성이 강하고 공간성이 약한 이유로 ‘里’가 흔히 후행하는 것으로 추정된
다. 그렇다면 다음은 처소사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와 뒤에 ‘里’를 후행하여 쓰이는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里’의 후행여부에 어떠한 기제가 작용하는지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6.3 존현문에서 ‘里’의 출현제약
6.3.1 존재물 NP와 참조점(Reference point)
존재물 NP는 존현문의 주어가 나타내는 장소를 참조점으로 한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49) 가. 房间(里)有一张书桌、一只衣柜和三架双层床。
방에는 책상 한 개, 옷장 한 개와 2층 침대 3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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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客厅(里)有个客人, 正在和老太太说话。
거실에는 손님 한 분이 있는데 할머니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다. 清晨，办公室(里)弥漫着刺鼻的酒精味。
이른 아침, 사무실에는 코를 찌르는 알코올 냄새가 자욱했다.

(49가)에서 존재물 ‘책상, 옷장, 침대’ 등은 모두 존재장소인 ‘房间’ 안에 있으며
중력에 의해 바닥과 부착되어 있다고 인지할 수 있다. (49나)의 존재물 ‘손님’ 또한
거실에 서 있거나 또는 소파에 앉아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거실에 서 있
는 경우는 중력에 의해 발이 바닥과 부착되고 소파에 앉아 있는 경우 중력에 의해
간접적으로 소파를 통해 바닥과 부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9다)의 경우 역시
존재물 ‘알코올 냄새’는 온 사무실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중력에 의해 사무
실의 바닥과도 접촉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존재물이 중력에 의해 존재
장소의 바닥과 부착되어 있다고 가정되는 경우 (49가~다)와 같이 처소명사구는

‘里’의 후행여부가 자유롭다는 것을 볼 수 있다.
(49가~다)에 쓰인 동사를 보면 ‘有’와 ‘弥漫着’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기타 동사가 쓰이는 경우에도 이러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코
퍼스를 살펴보면 존재문의 경우 주어 뒤에 ‘有’외에 또 배치동사가 많이 쓰이고 있
다. 그렇다면 다음은 배치동사가 쓰인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50) 가. 客厅摆着一套三、二、一的沙发组，娜已经先坐在单人的那张软椅。
거실에는 3인용, 2인용, 1인용으로 이루어진 소파세트가 배치되어 있
었고 나나는 이미 1인용 소파에 앉아 있었다.
나. 走进二楼一套住宅，外屋摆着一张双层床，里屋一张大床的周围放着
两三张小床。
2층에 있는 주택에 들어서면 바깥방에는 2층 침대가 놓여 있고 안방
의 큰 침대 주변에는 작은 침대가 두세 장 놓여 있다.
다. 客厅铺着织有中国图案的又厚又大的地毯，卧室放着俄式大铁床。
거실에는 중국도안이 짜여 진 두껍고 큰 카펫이 깔려 있고 안방에는
러시아풍 침대가 놓여 있다.
라. 小客房放着一张临时休息的脏兮兮的破床，小得几乎转不过身来。
손님방에는 임시로 쉴 수 있는 꾀죄죄한 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몸을
뒤척일 수도 없을 만큼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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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가~라)는 모두 코퍼스에서 검색한 예문들이다. 이들 예문을 보면 배치동사
‘摆着’, ‘放着’, ‘铺着’ 등이 각각 주어인 처소명사구 ‘客厅’, ‘外屋’, ‘卧室’, ‘小客房’
등의 뒤에 출현하고 있으며 이 경우 ‘里’가 후행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뒤
에 나타나는 존재물 NP를 보면 ‘沙发’, ‘双层床’, ‘地毯’, ‘大铁床’, ‘破床’ 등으로 이
들 존재물은 모두 존재 장소의 바닥과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배치동사 ‘挂着’가 쓰인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挂着’의
경우는 동사자체의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존재물이 바닥과 부착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51) 가. 宿舍楼梯口挂着一块黑板，写着：“......”
기숙사 계단입구에는 칠판이 걸려 있고 “......”와 같이 씌어져 있었다.
나. 床头挂着一幅我的肖像是童力为我画的。
침대머리 밑에는 내 초상화가 걸려 있는데 童力가 그려 줬다.
다. 四壁挂着不少名人书画，件件俱是精品。
네 벽에는 유명한 서화가 걸려 있었는데 모두가 우수한 작품이었다.
라. 大楼门口挂着几个单位的金属标牌，一只标牌上标明“京洲律师事务
所”。
빌딩 입구에는 여러 업체의 금속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한 간판에는
“경주변호사사무소”라고 적혀 있었다.
(52) 가. 每个陈列室里挂着一个新画家的许多画作。
모든 진열실에는 새로운 화가의 많은 작품이 걸려 있다.
나. 初三(2)班教室里挂着一串串五颜六色的气球。
중3 2반 교실에는 가지각색의 풍선이 줄줄이 걸려 있다.
다. 我的房间里挂着一幅毛主席、周总理、朱委员长在机场的照片。
내 방에는 모주석, 주총리, 주위원장이 공항에서 찍은 한 장이 걸려
있다.
라. 他家的客厅里挂着两张照片。
그의 집 거실에는 사진 두 장이 걸려 있다.

(51가~라)와 같이 코퍼스에서 검색된 예문을 살펴보면 주어의 위치에 ‘宿舍楼梯
口’, ‘床头’, ‘四壁’, ‘大楼门口’ 등 구체적인 부착위치를 나타내는 명사가 대부분 쓰
이고 있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52가~라)와 같이 처소명사구 뒤에 ‘里’가 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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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로 흔히 쓰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처소명사구가 ‘里’를 후
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주어의 위치에 놓이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는데 다음과 같이
몇몇 예문만 검색할 수 있었다.
(53) 가. 乒乓室挂着一张张击球部位、路线、时机的示意图。
탁구실에는 스트로크 부위, 노선, 시기 등을 설명하는 안내 도안이
걸려 있다.
나. 客厅挂着几幅将军的书法作品，笔力遒劲潇洒。
거실에는 장군의 서예작품 몇 점이 걸려 있었는데 필체가 힘이 있고
멋있다.
다. 办公室挂着中国地图和世界地图。
사무실에는 중국지도와 세계지도가 걸려 있다.

(53가~다)를 보면 문장은 성립되지만 이 경우 처소명사구 뒤에 ‘里’가 후행하는
것이 모어화자의 직관상 더욱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존재문에서 존재물이 존재장소의 바닥과 부착되어 있는 것과 ‘里’의
후행여부 간에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다음
예문을 계속해서 보기로 하자.
(54) 가. 房间里放着哥哥的照片。
방에는 오빠의 사진액자가 놓여 있다.
나. 客厅里挂着中国山水画和书法作品。
거실에는 중국 산수화와 서예작품이 걸려 있다.
다. 房间里挂着二十来件尼龙隔离服。
방에는 비닐격리복 20여개가 걸려 있다.
라. 办公室里挂着一盏水晶吊灯。
사무실에는 크리스털로 된 등이 달려 있다.

(54가)의 발화상황을 보면 방의 한 구석에 네모난 탁자가 있고 그 탁자 위에 사
진이 세워져 있는 경우이다. (屋子角落里有个方台子，台上竖着一张放大的照片。)

(54나)의 경우는 ‘산수화와 서예작품’이 ‘거실의 벽’에 걸려 있고 (54다)는 ‘비닐격
리복’이 ‘방의 옷걸이나 벽’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54라)는 ‘등’이 ‘사
무실의 천장’에 달려 있는 상황으로 인지할 수 있다. 즉 이들 존재물은 모두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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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의 바닥과 직접 부착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또 다른 참조물인 ‘탁자 위’에
놓여 있거나 ‘벽’에 부착되어 있거나 ‘천정’에 매달려 있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처소명사구의 ‘里’에 대한 의존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55) 가. ?房间放着哥哥的照片。
나. ?客厅挂着中国山水画和书法作品。
다. ?房间挂着二十来件尼龙隔离服。
라. ?办公室挂着一盏水晶吊灯。

보다시피 (55가~라)는 (54가~라)에서 주어 뒤에 후행하는 ‘里’를 모두 쓰지 않은
예문이다. 우선 (55가)를 보기로 하자. (55가)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발화상황을 가정
해 볼 수 있다. ‘방의 한 복판에 오빠의 사진액자가 바닥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경우 (55가)와 같이 발화가 가능할 까? 앞서 우리가 중력에 의해 바
닥과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里’가 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관찰되
었다. 하지만 (55가)의 경우는 ‘사진이 바닥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색하
다. 그렇다면 이는 어떤 이유에서일까? 사진액자의 경우, 우리의 인지 속에는 사진
액자는 벽에 걸어 놓거나 또는 바닥보다는 높은 책상 위나 탁자 위에 세워 놓는
것이 일상적인 현상이다. 즉 ‘房间’이 포괄참조점이라면 벽이나 책상 또는 탁자 등
은 목표물 사진액자가 위치를 참조할 수 있는 1차적 참조점이 된다는 것이다. 따
라서 만약 바닥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1차적 참조점을 필요로 하는 목표
물인 경우에는 ‘房间的地板上(一角)放着哥哥的照片。’와 같이 발화해야 자연스러
울 것이다. (55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54나~라)와 비교했을 경우 전자는 후자에
비해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코퍼스를 검색해본 결과 ‘房间’이 단
독으로 주어로 쓰이는 경우 뒤에 ‘放着’가 나타나는 경우 1회 출현, 목적어로는

‘几张床铺’가 쓰이고 있으며 이에 반해 뒤에 ‘里’가 후행하는 경우 27회 출현하고
있다. ‘客厅’의 경우 단독으로 주어로 쓰일 때 뒤에 ‘挂着’라는 동사가 오는 경우 3
회, ‘里’가 후행하는 경우는 22회에 달했으며, ‘房间’의 경우는 각각 2회와 12회,

‘办公室’의 경우도 각각 2회와 12회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목표물이 1차적 참조점
을 필요로 하지 않는 ‘床铺’의 경우는 ‘房间放着几张床铺’로 쓰이기는 하지만 그래
도 그 빈도는 ‘里’를 후행하는 경우보다 훨씬 적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挂着’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앞에 쓰이는 처소사가 ‘里’를 후행하는 경우
가 ‘里’를 후행하지 않는 경우보다 훨씬 보편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201 -

현대중국어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 연구

그렇다면 우리는 목표물과 참조점 사이에 1차적 참조점과 포괄참조점이 존재할
때 포괄참조점 뒤에 후행하는 ‘里’가 참조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잠정적인 추
정을 해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더 관찰해보기로 한다.
(56) 가. 房间里有一本小说和一杯咖啡。
방에는 소설책 한권과 커피 한잔이 있다.
나. 房间里放着一本小说和一杯咖啡。
방에는 소설책 한권과 커피 한잔이 놓여 있다.
다. ?房间有一本小说和一杯咖啡。
라. ?房间放着一本小说和一杯咖啡。
마. 房间的桌子上有一本小说和一杯咖啡。
방안의 탁자에는 소설책 한권과 커피 한잔이 있다.
바. 房间的桌子上放着一本小说和一杯咖啡。
방안의 탁자 위에는 소설책 한권과 커피 한잔이 놓여 있다.

(56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발화이다. 이에 반해 (56다~라)는 (56가~나)에 비해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다. 하지만 (56다~라)에 1차적 참조점을 더한 (56마~바)는 아
주 이상적인 문장이다. (56가~나)는 포괄참조점이지만 ‘里’가 후행하는 경우 문장
이 자연스럽고 (56마~바)는 1차적 참조점을 발화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이 경우
문장 또한 아주 자연스럽다. 하지만 포괄참조점 뒤에 ‘里’가 쓰이지 않는 (56다~라)
는 (56가~나)와 (56마~바)에 비해 자연스럽지 않다. 그렇다면 다시 되돌아가 (49가~
다)에 출현하는 목표물인 ‘书桌，衣柜和双层床’, ‘客人’, ‘酒精味’ 등을 살펴보면 이
들은 모두 1차적인 참조점이 별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房间’, ‘客厅’, ‘办公室’
등이 1차적인 참조물인 동시에 또한 포괄참조점인 것이다. (50가~라)와 (52가~라)
또한 마찬가지로 존재물이 존재장소의 바닥과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로 쓰이
는 처소명사구는 존재물의 1차적 참조점인 동시에 포괄 참조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주어로 쓰이는 처소명사구가 목표물의 1차적 참조점이자 포괄참
조점인 경우 처소명사구 뒤에는 ‘里’의 후행여부가 비교적 자유로운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포괄참조점 외에 또 다른 1차적 참조점이 있는 경우에는

(56가~나)를 보다시피 포괄참조점인 처소명사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 뒤에 ‘里’가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의 참조점을 가진 (49가~다)와 (50가~다)는 모두 자연스러운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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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두 개의 참조점을 가진 (55가~라)는 (54가~라)에 비해 왜 어색한 지에 대한 이
유를 살펴보기 위해 이들 문장을 도식화하여 관찰하기로 한다. 우선 (49가~다)에서
대표적으로 (49나)를 살펴보기로 한다.

X
<그림 6-1> ‘客厅(里)有个客人...’의 영상도식
(X=客人)

<그림 6-1>을 보면 여기서 네모박스는 입체적인 공간인 ‘客厅’을 가리키고 안에
있는 X는 ‘客人’을 가리킨다. 우리의 모든 경험은 지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을 받는 지구 안에 있는 개체라면 모두 위치를 갖기 위해 최소한 하나
의 참조점이 필요하다. (5나)에서 ‘客人’의 경우 그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참조
점 ‘客厅’을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인지 속에 이때 ‘客厅’ 외의 다른 참조점은 사
실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49나)와 달리 (54가~라)에서 존재물은 하나의 참조점만 있는 것이 아니
라 모두 두 개의 참조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아래 도식을 통해 목표물과 그 참
조점을 더 확실히 관찰할 수 있다.

X
X

X

<그림 6-2>

<그림 6-3>

<그림 6-4>

‘房间里放着哥哥的照片。’

‘客厅里挂着中国山水画

‘办公室里挂着一盏水晶

의 영상도식

和书法作品。’의

吊灯。’의 영상도식

영상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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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은 (54가), <그림 6-3>는 (54나), <그림 6-4>는 (54라)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77) 우선 (54가)를 보면 ‘사진’은 ‘방안의 탁자’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바닥에
부착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다. (54나)의 경우는 ‘산수화와 서예작품’이 ‘거실’의

‘한쪽 벽’에 걸려 있고 (54다)에서 ‘등’은 ‘사무실’의 ‘천정’에 붙어 있는 경우이다.
이들의 1차적인 참조점은 각각 ‘탁자’나 ‘벽’, ‘천정’이라는 점이다. 또한 이들 1차
적인 참조점은 포괄참조점인 ‘방’, ‘거실’, ‘사무실’ 등의 ‘안’에 있기 때문에 문장
에서 전체로 부분을 대체하는 환유의 수법으로 볼 수 있다. 임지룡(1997)에서는 곧
환유적 표현에 의해서 지칭되는 실재물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 즉 실제로 언급되
는 실재물에 대한 ‘정신적 접근’(mental contact)을 제공하는 참조점의 역할을 해준
다고 하였다. 따라서 환유란 한 실재물과 다른 실재물 간의 정신적 접촉을 확립하
기 위해 개념적 참조점으로서 환기하는 기본적 인지능력이라 할 수 있다. 참조점
관계의 기본 구성은 다음 <그림 6-5> (Langacker, 1995: 27)과 같다.

R

T
D

C
<그림 6-5> 참조점 모형

이 경우 개념화자(C)는 목표와의 정신적 접촉을 확립하기 위해 참조점

(R=reference)를 환기하고 참조점을 통하여 접근 가능한 실재물의 집합은 그 참조
점의 ‘영향권(D=dominion)’78)을 구성하고 점선 화살표는 개념화자가 목표에 이르
는 데 따라가는 심리적 경로를 가리킨다. 굵은 선의 원은 전 처리시간 동안의 참조
점과 목표의 지속적인 현저성을 나타낸다. 처음에는 참조점이 내재적이거나 맥락
적으로 결정되는 어떤 인지적 현저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어떤 개체가 가장 먼저
77) (10나)와 (10다)는 존재물과 처소의 관계를 ‘벽에 걸려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
리는 (10나)와 (10다) 가운데서 대표로 (10나)를 살펴보기로 한다.
78) 영향권은 특정 참조점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개념적 지역(또는 개체들의 집합), (즉, 잠재
적 목표들의 부류)으로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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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점으로 선택되게 되는 것은 바로 어떤 종류의 현저성 탓이다. 어떤 개념이 참
조점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활성화되어서 현재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
는 개체로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초의 위상에서 <그림 6-5>의 C와 R 사이의
화살표에 대응하기 때문에, R은 C의 개념의 초점으로서 현저하게 되어서 R의 영
향권 내에서의 어떤 요소의 활성화를 위한 잠재력을 창조한다. 그렇지만 이 잠재
력이 이용되면(R이 실제로 참조점으로 쓰이면) 이제 C의 개념의 초점이 된다는 의
미에서 현저해지는 것은 그렇게 하여 도달되는 목표이다. R은 참조점 역할을 수행
하고 있을지라도 T를 위해 배경으로 물러난다. 환유로 쓰인 언어표현은 <그림

6-5>에서 참조점(R)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언어영역의 특정 양상에 대한 접근 지점
역할을 하고, 목표 (T=target) 개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우리는 <그림 6-5>의 참조점 모형을 바탕으로 그리고 Langacker(1999[2001]: 287)
의 ‘그는 손을 든다’의 참조점 모형을 참고하여 (54나) ‘客厅里挂着中国山水画和书
法作品。’의 인지 모형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이 안에는 참조점 기능을 병합하고
있다.

T

tr

R/D

lm

C

C

<그림 6-6> ‘客厅里挂着中国山水画和书法作品。’의 인지모형
(R/D: ‘客厅’，T/lm: ‘墙’, tr: ‘山水画和书法作品’)

<그림 6-6>에서 우선 왼쪽 그림을 보기로 하자. 개념화자(C)는 목표와의 정신적
접촉을 확립하기 위해 참조점(R=reference)을 환기하고 참조점을 통하여 접근 가능
한 실재물의 집합은 그 참조점의 ‘영향권(D=dominion)’79)를 구성하게 되는데 (54
나)의 참조점은 주어이며 이 문장의 무대이기도 한 ‘客厅’이다. 따라서 (54나)의 환
79) 영향권은 특정 참조점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개념적 지역(또는 개체들의 집합), (즉, 잠재
적 목표들의 부류)으로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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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상을 참조점 모형을 통해 들여다보면 참조점(R)인 ‘客厅(거실)’은 ‘거실의 구
조’인 영역(D)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R과 D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서
술어인 ‘挂着中国山水画和书法作品’을 통해서 그 지시대상이 되는 목표(T)인 ‘墙

(벽)’을 영역 내에서 찾게 되는 것이다. Langacker(1999)는 정확하게 채택된 참조점
이 그 목표물을 환기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칭의 변화에도 불구하
고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것은 참조점 능력이 우리의 일상경험을
통해 근본적으로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참조점 현상의 이런 과정은 지시물을 직
접 지시하는 것보다 정확성은 낮아질 수 있지만 참조점이 목표개념에 대한 경로를
제공하면서 현저성을 얻는 효과를 거둔다.80) 하지만 목표에 도달한 후 참조점 역
할을 하던 R은 T를 위해서 배경으로 물러난다. 그리고 나서 T자신이 또 다른 목표
에 이르는 참조점으로 소환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앞서 찾은 목표물(T)인 ‘墙’이 다시 지표로 쓰이고 지표로 쓰인 무대
안에 새로운 목표물(T)인 ‘中国山水画和书法作品’가 위치해 있다. 앞서 왼쪽 그림
에서 개념화자가 참조점(R)으로 선택한 ‘客厅(거실)’과 목표물(T)인 ‘墙’의 관계는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공간적인 관계를 보면 목표물(T)인 ‘墙’
은 참조점(R)인 ‘客厅’의 안에 위치해 있다. 하지만 오른쪽 도식을 보면 앞서 목표
물(T)로 수색된 ‘墙’이 다시 참조점이자 지표의 역할을 하면서 목표물이자 탄도체
인 ‘中国山水画和书法作品’을 지시하게 된다. 도식을 통해 보다시피 목표물 ‘中国
山水画和书法作品’의 1차적 참조점인 ‘墙’은 다른 곳에 있는 ‘벽’이 아니라 ‘客厅’
안의 벽이다. 사실상 목표물은 1차적 참조점과 쓰일 때 가장 뚜렷하고 분명하게
청자에게 목표물의 위치를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54나)의 경우는 포괄참조점

‘客厅’으로 목표물을 나타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里’를 후행하여 목표물의 위
치에 대해 ‘客厅’이라는 범위 한정을 함으로써 목표물의 위치를 설명하는데 한층
더 접근하기 위한 데 있다.
이상 종합해보면 존재물이 1개의 참조점을 지닐 경우 화자는 청자에게 목표물
의 위치를 쉽게 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참조점인 처소명사구는 ‘里’의 후
행여부가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존재물과 참조점 사이에 1차적 참조점과 포괄
참조점이 존재할 때 포괄참조점으로 존재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청자에
80) Langacker(1993: 30)에서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인지적 ‘현저성의 원리’(cognitive salience
principle)는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고 하였다. 인간>비인간, 전체>부분, 구체적>추상적, 가
시적>비가시적.

- 206 -

6. 주어로 쓰이는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

게 목표물의 위치를 좀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대한 처소에 대해
범위 한정을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경우 포괄참조점 뒤에 ‘里’를 후행한다는 것
이다.

6.3.2 존재(Existence)와 보유(Possession)
앞서 <표 6-1>을 보면 有자문에서 처소명사구 ‘学校’, ‘医院’ 등은 ‘里’를 후행하
는 경우보다 단독으로 주어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기로 하자.

(57) 学校(里)有一万多学生。
학교에는 만여 명에 달하는 학생이 있다.
(58) 学校(里)有一个室内体育馆和一个练功。
학교에는 실내체육관과 무술연습장이 있다.

(57)과 (58)은 보다시피 ‘学校’ 뒤에 ‘里’가 후행하든 후행하지 않든 문장은 모두
성립하며 한국어로 대응시켰을 때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그렇다면 ‘里’의 후행
여부와 상관없이 두 문장이 과연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일까? 우선 (57)에 대
해 다음과 같은 발화상황을 가정해보기로 한다.

(57) 가. 学校成立50周年, 目前学校(?学校里)有一万多学生。
학교는 설립한지 50주년이 되었는데 현재 학교에는 만여 명에 달하
는 학생이 있다.
나. 今天学校(学校里)有一万多学生。(今天学校开运动会)
오늘 학교에는 대략 만여 명에 달하는 학생이 있다.

(57)에 대해 두 가지 발화상황을 가정하여 (57가)와 (57나)에 적용시켰을 때 (57
가)의 경우 ‘里’가 후행하면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고 (57나)의
경우에는 ‘里’의 후행여부가 비교적 자유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57가)의 담
화상황을 통해 이때 ‘学校’는 존재물이 위치한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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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관’은 물체로서의 한
개체로 인지되는 것이지 공간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里’가 후행하면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 하지만 (57나)의 경우 보다시피 ‘학생’과 ‘学校’의
관계는 ‘존재물’과 ‘존재물이 위치하는 장소’의 관계이므로 장소에 대해 구체적인
방위를 나타내는 ‘里’는 후행이 가능하다.
다음은 (58)에 대해 구체적인 발화상황을 가정하여 발화를 확장시켜 보기로 한다.

(58) 가. 学校(*学校里)有一个室内体育馆和一个练功, 体育馆在校内，练功在校
外。
학교에는 실내체육관과 무술연습장이 있는데 체육관은 교내에 있고
무술연습장은 교외에 있다.
(58) 나. 学校(里)有一个室内体育馆和一个练功, 所以我在校内锻炼身体。
학교 안에는 실내체육관과 무술연습장이 있어서 나는 교내에서 운동
을 하고 있다.

(58가)를 보면 후행절 ‘체육관은 교내에 있고 무술연습장은 교외에 있다’가 출현
할 때 ‘学校’는 가능하지만 ‘学校里’가 쓰이면 보다시피 비문이 된다. 이를 통해 우
리는 (58가)에서 ‘学校’는 NP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볼 수 있고 (58나)의 경우는

‘里’의 후행여부와 상관없이 문장이 성립됨을 볼 수 있다. 따라서 (58나)에서 ‘学
校’와 NP는 ‘존재장소’와 ‘존재물’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医院’이 주어로 나타나는 예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59) 가. 医院(?医院里)有一支业务精、服务好的护理队伍，她们以自己的辛勤
劳动和良好的服务质量赢得患者们的称赞。
병원에는 업무를 잘하고 서비스가 뛰어난 간호사들이 있는데 그녀들
은 자신의 근면하고 성실한 서비스 품질로 많은 환자들의 칭찬을 받
고 있다.
나. 医院(?医院里)有25名医生，设有内科、外科、骨科和儿科等10个科室｡
병원에는 의사 25명, 그리고 내과, 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등 10개
진료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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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我们那个医院(里)有一大片苹果园，到了秋天，每家都会分到许多的苹
果｡
우리 그 병원에는 넓은 사과밭이 있어 가을이 되면 가구당 많은 사
과를 수령할 수 있다.

(59가~다)에 대해 살펴보면 (59가)와 (59나)의 경우 ‘医院’ 뒤에 ‘里’가 후행하면
문장은 자연스럽지 않으며 ‘医院’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문장이 자연스럽
다. 이에 반해 (59다)의 경우 ‘医院’ 뒤에 ‘里’의 후행여부는 자유롭다. 즉 (59다)의
경우는 처소사 ‘医院’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나 ‘里’가 후행하는 경우 모두 문장
은 성립된다.
그렇다면 왜 (59가~나)는 ‘里’의 후행 없이 처소사 단독으로 쓰여야 문장이 자연
스럽고 (59다)의 경우는 처소사 뒤에 ‘里’의 후행여부가 자유로운지에 대해 살펴보
기로 한다. 우선 (59가)와 (59나)를 살펴보면 각각 ‘护理队伍’, ‘25名医生’, ‘10个科
室’ 등과 ‘医院’의 관계는 전자가 후자에 소속되어 있는 관계로서 보유의 관계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59다)의 경우를 보면 ‘苹果园’과 ‘医院’의 관계는 ‘소
속’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들의 인지적인 경험을 통해 ‘사과밭이 병원 안에 위치해’
있는 존재 관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존재물과 존재장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59다)와 같이 ‘医院’ 뒤에 ‘里’의 후행여부는 자유롭다.
되돌아와 다시 (59가)와 (59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59가)와 (59나)는 문장
이 자연스럽지 않지만 그래도 완전한 비문은 아니다. 이는 무슨 이유에서일까? (59
가)의 경우 ‘간호사는 근무시간이 길어 병원에 오래 머무르게 된다.’ 그리고 (59나)
또한 마찬가지 경우로 ‘의사는 직업특성상 병원에 거의 매일 상주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그리고 진료과목은 병원 안에 개설되어 있다’ 즉 ‘의사와 진료과목’은 우
리들의 인지 속에 늘 ‘병원’이라는 장소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물
과 존재장소의 관계로도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상 종합해보면 만약 목적어 NP와 처소명사구 간에 ‘존재물’과 ‘존재 장소’의
관계라면 처소명사구는 뒤에 ‘里’의 후행여부가 자유롭고 처소명사구가 ‘기관’의
의미로 목적어 NP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里’의 후행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
해 ‘里’가 후행하는 경우라면 그것이 처소성이 있음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고 ‘里’가 후행하지 않는다면 문장이 중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담화
상황을 고려하여 발화의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学校’, ‘医院’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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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퍼스 검색결과 ‘里’를 후행하는 경우보다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里’를 후행하지 않는 경우는 그것이 ‘보유’ 또는

‘존재’의 의미 모두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6.3.3 환유(Metonymy)
Lakoff & Johnson(1980: 36)에서는 ‘환유가 주로 지시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
리가 어떤 것 대신에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하고 덧붙여 환유는
지시적 장치만으로 머물지 않고 이해를 돕는 기능도 있다고 하였다. 그 후

Barcelona(2000)에서는 ‘환유는 하나의 경험영역(목표)을 동일한 공통 경험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다른 경험영역(원천)으로 부분적으로 이해되는 개념적 투영이다.’81)
라고 하였다.
처소명사구가 은현문에 출현할 때 뒤에 동사 ‘推荐去’, ‘带去’, ‘发来’, ‘寄来’, ‘请
来’, ‘打来’ 등 동사들이 놓이는 경우 ‘里’는 후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
다. 다음과 같은 예문들이 그러하다.

(60) 가. 学校(*里)发来短信说，十号交学费2200元。
학교에서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10일 등록금 2200위안을 납부하라는
것이다.
나. 学校(*里)请来专家进行系列讲座。
학교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시리즈강좌를 진행한다.
다. 学校(*里)推荐去的同学没有一个被选上。
학교에서 추천해 간 학생들은 한명도 선발되지 못했다.
(61) 가. 几天后, 医院(*里)寄来账单，费用50美元。
며칠 뒤, 병원에서 계산서를 보내왔는데 비용은 50달러였다.
나. 医院(*里)打来电话，说小姐刚才突然在医院里昏倒。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가씨가 갑자기 병원에서 쓰러졌다는 것이다.

81) Metonymy is a conceptual projection whereby one experiential domain(the target) is partially
understood in terms of another experiential domain(the source) included the same common
experiential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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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医院(*里)带去了医疗设备、病床、手术车辆和急救车辆及大批药品。
병원에서 의료장비, 침대, 수술차량과 구급차량 및 대량의 의약품을
가져갔다.
(62) 가. 办公室(*里)打来两次电话，不断地找她。
사무실에서 두 번이나 전화가 와서 그녀를 찾았다.
나. 这次办公室(*里)带去了随团翻译。
이번에도 사무실에서 수행통역을 데려갔다.

(60가~다)는 ‘学校’, (61가~다)는 ‘医院’, (62가~나)는 ‘办公室’ 등이 각각 문장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이 경우 처소명사구 ‘学校’, ‘医院’, ‘办公室’ 등은 예문에서와
같이 ‘里’를 후행하면 비문이 된다. 왜 ‘里’가 후행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대
표적으로 (60가)에 대한 도식분석을 통해 그 이유를 밝혀 보고자 한다. 다음은 참
조점 모형과 인지모형을 연결하여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T

tr

tr
R/D
lm
T

C

<그림 6-7> ‘学校发来短信说，十号交学费2200元。’의 영상도식

우선 왼쪽에 위치한 참조점 모형을 보기로 한다. 주어인 ‘学校’는 문장에서 참조
점(R=reference)이자 자신의 영향권(D=dominion)이다. 환유로 쓰인 언어표현은 언어
영역의 특정 양상에 대한 접근 지점 역할을 하고, 목표 개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
다. <그림 6-7>에서 환유현상의 경우 참조점 모형을 통해 들여다보면 개념화자는
현저성이 높은 참조점(R)인 ‘学校(학교)’를 선택하고, 서술어인 ‘发来短信’을 통해
서 그 지시대상이 되는 목표(T)를 영역 내에서 찾게 된다. ‘短信’을 보낼 수 있는
행위주체는 유정물인 행위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조점(R)인 ‘学校(학교)’
를 통해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목표물임을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이때 ‘学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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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로서 환유가 일어난 것이다. 이어서 참조
점 모형의 T를 포함한 오른쪽 도식의 네모를 보면 이는 (60가)의 ‘学校发来短信’에
대한 인지모형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네모를 보면 참조점 모형에서 T로 불렸
던 목표물은 인지모형에서는 탄도체(tr)가 되고 목적어인 ‘短信’은 지표(lm)가 된다.
그리고 탄도체와 지표의 관계는 동작의 과정이기 때문에 개념화시간에서 과정은
진화한다. 따라서 시간 선에서 굵은 선으로 표시하였다. 즉 이는 (60가)에서 비록
처소명사구 ‘学校’가 주어로 쓰였지만 이는 장소를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림 6-7>을 통해 보았듯이 ‘학교에 소속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김종도(2002: 162)에서는 환유는 인접(contiguity)개념으로 동일한 영역모체 내의
두 영역사이의 ‘직접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예문
을 들어 그 인접성을 설명하였다.

(63) The White House isn’t saying anything.
백악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김종도(2002: 162)에서는 (63)의 백악관은 ‘장소’로 ‘기관’을 지칭하는 것이라 설
명하고 있다. 여기서 술어부를 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쓰이고 있기 때
문에 주어 ‘백악관’과의 통사 의미적 관계를 보면 ‘백악관’은 유정물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백악관’은 ‘백악관 관계자’를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
다. 이처럼 우리는 환유를 통한 목표물을 찾는데 있어서 전체 발화문맥을 통해 우
리들의 인지적 경험을 바탕으로 참조점에서 그 목표물을 찾는데 성공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60가~다), (61가~다) 그리고 (62가~나)에 쓰인 동사구 ‘推荐去NP’,

‘带去NP’, ‘发来NP’, ‘寄来NP’, ‘请来NP’, ‘打来NP’ 등과 발화문맥을 통해 알 수 있
듯이 동사 앞에 놓이는 처소명사구가 [+유정물]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게 된다. 따라
서 이 경우 처소사는 ‘그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里’가 후행해서
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有자문에서 다음과 같이 존재물 NP의 위치에 추상명사가 놓이는 경우
처소명사구는 ‘里’를 후행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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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가. 学校有一条规定，我们这些家长必须在远离教室的体育场的另一侧等
候。
학교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 학부모들은 반드시 교실과 멀리 떨어진
운동장의 건너편에서 기다려야 한다.
나. 医院有为病人送兰花的习惯，每逢节日亲朋好友也爱赠人予兰花。
병원은 환자들을 위해 난을 보내는 습관이 있는데 명절 때만 되면
친구들 사이에도 난화를 선물하는 것을 좋아한다.
다. 办公室有权调动县里任何部门的人力、物力。
사무실은 현82)의 모든 부서의 인력과 물자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64가~다)에서 존재물 NP의 위치에 각각 ‘规定’, ‘习惯’, ‘权’ 등이 쓰이고 있다.
이들은 구체적인 사람이나 물체가 아니라 추상적인 사물을 가리킨다. 구체적인 물
체가 존재물로 나타나는 경우 그 존재물들은 일정한 공간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学校, 医院, 办公室’ 등은 ‘里’의 후행여부가 자유롭다. 하지만 추상적인 사물들이
NP의 위치에 나타나는 경우 ‘里’는 처소명사구 뒤에 쓰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처소명사구 뒤에 ‘里’가 후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우선 구체적인 물체가 쓰이는 예문을 도식으로 나타내 보
기로 한다.

(65) 学校有一个图书馆。
학교에는 도서관이 있다.

<그림 6-8>은 Langacker(1999[2001]: 284)에서 나타낸 ‘有’의 참조점 모형이다.

82)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이다. 중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하는 명칭이 ‘省’，‘市’，
‘县’，‘镇’，‘村’ 등으로 하위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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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R/D

...

C
<그림 6-8> ‘学校有一个图书馆。’의 영상도식
(R/D: ‘学校’, T: ‘图书馆’)

<그림 6-8>은 (65)를 도식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5)는 무대-주어 구문으로 이
경우 ‘学校’는 무대이며 또한 참조점으로 선택된다. ‘有’는 동사이기 때문에 윤곽
관계는 시간 화살표에서 굵은 선으로 나타내었듯이 개념 시간 경과와 함께 진화한
다. ‘有’는 미완전상적 동사이다. 따라서 윤곽 형상이 내재적 시간 경계가 없이 시
간이 경과하더라도 안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学校’가 주어이기 때문에 공
간적으로 확대된 참조점(R=reference)이 <그림 6-8>처럼 자신의 영향권(D=dominion)
이 되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다. 참조점인 ‘学校’는 인지적 현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굵은 선으로 표시해 놓았다. ‘목표’ 또한 지속적인 현저성을 나타내기 때문
에 굵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래서 목표(T=target)는 참조점 자신의 공간적 팽
창 내에 어딘가 위치되어야 한다.83) 이에 근거하여 (65)를 보면 ‘学校’는 무대이자
참조점이며 ‘图书馆’는 목표물(T)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 ‘学校는 공간성이 현
저해지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표물이 참조점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계속해서 다음은 (20가~다) 가운데서 대표로 (20가)를 도식화해보기로 한다.

83) 무대는 자연스럽게 참조점 기능을 함으로 참조점이 자체가 수색범위를 한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나타낸다. 그래서 참조점은 잠재적 목표에 대해서는 ‘그릇’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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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

R/D

...

C
<그림 6-9> ‘学校有一条规定，我们这些家长...’의 영상도식

(64가)를 <그림 6-9>와 같이 도식화하였다. <그림 6-8>과 비교해볼 때 <그림 6-9>
의 목표물(T)는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64가)에서 보다시피 추상명사 ‘规定’
을 목표물로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规定’의 경우 (65)의 ‘图书馆’처
럼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学校’라는 참조점 안에
위치해 있다고 하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사실상 도식으로 나타내기가 쉽
지 않다. 그렇다면 ‘规定’과 ‘学校’는 무슨 관계일가? ‘规定’은 ‘学校’가 학교를 운
영하고 학생들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규칙’이다. 따라서 이는 구체적으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가 아니라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의 인지 속에 존재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추상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图书馆’
은 구체적인 물체로서 그가 ‘学校’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여 인지
할 수 있지만 ‘规定’은 그렇지 않고 추상적인 것으로 공간적으로 ‘学校’의 안에 위
치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때 ‘学校’는 공간성이 현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기관’을 나타내는 개체로 인지되기 때문에 이 경우 ‘里’는 후행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 이유로 (64나)와 (64다)의 ‘医院’, ‘办公室’ 등도 여기서는 공간성이
현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개체로 ‘기관’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里’가
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상 처소명사구가 ‘기관’ 또는 ‘기관에 소속된 관계자’를 가리키는 경우 일종의
환유현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처소명사구 뒤에는 ‘里’를 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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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존재물과 장소의 대등관계
是자문의 경우 코퍼스 검색결과 주어로 쓰이는 처소명사구는 ‘里’에 대한 의존
도가 비교적 강하고 또 부사 ‘全／都’가 ‘是’의 앞에 출현하거나 또는 존재물 NP가
그 장소에 가득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다음
과 같다.

(66) 가. 她的房间(里)全是这八年来他送给她的东西。
그녀의 방에는 몽땅 지난 8년간 그한테서 받은 물건들이다.
나. 学校(里)全是女同学。
학교에는 전부 여학생들이야.
다. 这好久都没有回来住了, 房间(里)全是灰尘。
오랫동안 와서 살지 않아 방에는 모두 먼지다.
라. 厨房(里)是一地水。

(66가~다)를 보면 모두 ‘是’ 앞에 부사 ‘全’이 쓰임으로 인해 존재물 NP가 존재
장소에 많다는 것을 나타내고 (66라)의 경우는 존재물 NP가 ‘一地水’로 많은 양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66가~라)에서 존재물 NP가 많은 양을 나타내는 부사의 수
식을 받지 않거나 적은 양을 나타내는 수식어가 쓰인다면 문장은 다음과 같이 된다.

(67) 가. 她的房间里(?房间)是这八年来他送给她的东西。
그녀의 방에는 지난 8년간 그한테서 받은 물건들이다.
나. 学校里(?学校)是女同学。
학교에는 여학생들이야.
다. 这好久都没有回来住了, 房间里(?房间)是灰尘。
오랫동안 와서 살지 않아 방에는 먼지다.
라. 厨房里(?厨房)是一杯水／一瓶水。
주방에는 물 한 컵/한 병이 있다.

(67가~라)를 보다시피 존재물 NP가 많은 양을 나타내는 표지가 없을 경우 주어
로 쓰이는 처소명사구는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문장이 비문이 되고 뒤에 ‘里’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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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경우에도 문장은 (66가~라)만큼 자연스럽지는 않다.
코퍼스 검색에 따르면 부사 ‘全’ 혹은 ‘都’가 쓰이지 않는 경우의 是자문은 그
빈도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몇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기로
한다.

(68) 가. 没有冰箱, 厨房里是吃剩的干馒头和几包方便面。
냉장고는 없었고 주방에는 먹다 남은 찐빵과 라면 몇 봉지가 있었다.
나. 客厅里是一套拐角沙发，一个电视立柜。
거실에는 파우치소파와 TV탁자가 있다.
다. 房间里是一股血腥味和肉体的汗味。
방안에는 피비린내와 땀 냄새가 난다.

우선 (68가)를 보면 ‘주방에 찐빵과 라면 외에도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관찰
자의 시야에는 찐빵과 라면만 시야에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고 (68나)의 경우는

‘거실에 소파와 TV탁자 외에도 다른 가구나 물건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68다)를 보면 ‘피비린내와 땀 냄새’가 ‘방안’에서 현저성을 띠지만 ‘다른
냄새’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즉 (68가~다)의 경우 ‘처소사가 나타내는 장
소에 존재물 NP 외에도 다른 물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NP에만 관찰자
의 초점이 놓여 현저성을 띠게 된다’는 점이다. NP에만 초점부여가 된다는 것은

NP가 그 장소에서 가장 부각되는 존재물이라는 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용기
속 내용물을 관찰할 때 시각적으로는 본인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물체가 시야에
들어오고 후각적으로 역시 본인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냄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 따라서 많은 사물가운데서도 본인이 관심을 갖는 물체에 대해서만 현
저성을 부각하게 되어 오랫동안 기억에 남겨 두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경우의

NP는 관찰자의 인지 속에서 그 ‘장소’에 ‘그 물체(NP)’만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신영(2007)에서는 是자문은 有자문과 비교할 경우 ‘有’자문은
단순히 어느 처소에 어떤 사물이 존재함을 표시하고 ‘是’자문은 이 의미 외에도 긍
정과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席静前(2013)에서는 ‘是’
자문을 ‘有’자문과 비교할 경우 전자는 목적어로 나타나는 존재물이 ‘유일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후자의 경우는 ‘유일하지 않음’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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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어 이를 증명하였다.

(69) 가. 学校旁边有一所医院。
학교 옆에는 병원이 한개 있다.
나. 学校旁边是一所医院。
학교 옆에는 병원이 한개 있다.
(70) 가. 学校旁边有一所医院，还有一座博物馆。
학교 옆에는 병원이 한개 있고 또 박물관도 있다.
나. *学校旁边是一所医院，还是一座博物馆。

(69가)은 ‘有’자문이고 (69나)는 ‘是’자문인데 이를 확장한 (70가)는 문장이 성립
되고 (70나)는 비문이 된다. (70나)가 비문인 이유는 바로 (70가)에서 목적어로 나
타나는 ‘医院’이 ‘유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宋晨晨(2015)에
서는 席静前(2013)와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다. 그는 ‘是’존재문에 대해 다음과 같
이 기술하고 있다.

(71) 延安是一片欢声笑语。
연안에는 떠들고 웃는 소리로 가득하다.

(71)에서 인간의 신체적 경험은 우리에게 ‘延安’이 어떻게 ‘一片欢声笑语’일 수
있지 라는 의문을 가지게 하지만 이 예문을 통해 우리는 이 경우 ‘一片欢声笑语’라
는 정보는 ‘延安’의 한 표지임을 알 수 있다. 화자의 인지가운데서 ‘欢声笑语’만이

‘延安’을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 논항은 인지적으로 잠재적이고
임시적인 대등관계에 있다. 즉 이는 또 다음과 같이 확장할 수 있다.

(72) 在我心里，延安就是一片欢声笑语，不是战火烽烟。
내 마음속에 연안은 떠들고 웃는 소리로 가득한 곳이지 전쟁터가 아니다.

(72)에서 보다시피 ‘延安’과‘欢声笑语’는 의미적으로 유일한 대등관계는 아니지
만 화자의 인지가운데서 ‘欢声笑语’이라는 특징은 무제한으로 확대되고 현저성을
띨 수 있기 때문에 ‘延安’의 가장 초점적인 특징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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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의 설정으로 인해 ‘欢声笑语’로 ‘延安’을 표기하고 더욱 생동적으로‘欢声笑语’의
시끌벅적한 장면을 나타낼 수 있으며 화자의 마음에는 기타 장면은 이미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다. 이것이 바로 ‘是’자문의 특징이기도 하다고 하였다. 본고의
견해 또한 宋晨晨(2015)의 관점과 비슷하다. 그 장소에 존재하는 존재물이 유일성
을 띠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존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화자의 시야에는 해당 존재물
만 초점화되어 현저성을 띠고 나머지들은 존재한다 할지라도 화자의 시야 밖에 있
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66가~라) 중 대표로 (66가)를 도식화한 그림이다.

tr

lm

C
<그림 6-10> ‘她的房间(里)全是这八年来他送给她的东西。’의 영상도식

<그림 6-10>에서 보다시피 처소명사구 ‘房间’은 무대이자 지표이며 ‘八年来他送
给她的东西’는 탄도체이자 목표물이다. 이들은 개념화자(C)의 관찰에 따르면 탄도
체는 지표인 무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만큼의 크기로 인지된다. 즉 개념화자는 탄
도체와 지표가 거의 동등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 지표 안에 탄도체가 유일한 존
재물이라고 인지한다. 따라서 (66가)처럼 是자문을 써서 ‘처소에 존재물이 존재한
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계속해서 (68가~다) 가운데서 대표로 (68가)를 도식화한 그림을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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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lm
C
<그림 6-11> ‘厨房里是吃剩的干馒头和几包方便面。’의 영상도식

<그림 6-11>은 ‘厨房’이 지표이자 무대의 역할을 하고 탄도체는 ‘干馒头和方便
面’이다. <그림 6-11>과 같이 무대 안에는 사실상 탄도체를 제외하고도 작은 원형

(점선)으로 된 물체들이 있다고 우리는 가정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탄도
체로 인지되는 ‘干馒头和方便面’만 개념화자의 초점을 받아 현저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탄도체가 무대에서 차지하는 공간비중이 설사 작다 하더라도 개념화
자의 시야에는 오직 탄도체만이 인지되기 때문에 무대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인지한다(화살표모양으로 확대시켜 놓았다). 따라서 기타 현저성을 부여받
지 못하는 물체들은 설사 큰 공간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개념화자의 시야 밖에 있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是존현문에서 처소명사구가 ‘里’와 함께 쓰이거나 또는 방위사의
후행 없이 단독으로 주어로 쓰이는 경우 왜 부사 ‘全／都’가 흔히 쓰여야 하는 것
일까?
우선 是존현문에서 처소명사구가 ‘里’와 함께 쓰이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인 예문으로 (66가)와 (68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66) 가. 她的房间里全是这八年来他送给她的东西。
그녀의 방에는 전부 8년간 그가 그녀에게 준 물건들이다.
(68) 가. 没有冰箱, 厨房里是吃剩的干馒头和几包方便面。
냉장고는 없고 주방에는 먹다 남은 찐빵과 라면 몇 봉지가 전부다.

보다시피 (66가)와 (68가)는 ‘是’의 앞 성분으로 각각 처소명사구 ‘房间’, ‘厨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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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是’의 뒤 성분으로는 각각 물체를 가리키는 ‘八年来他送
给她的东西’, ‘干馒头和方便面’ 등이 나타난다. ‘是’판단문의 원형의미에 따른다면
앞 성분이 처소명사구일 때 동등관계, 귀속관계 등 두 가지 경우가 있다. 가령 앞
성분인 처소명사구가 처소를 나타내면 뒤에 나타나는 성분도 처소를 나타내야 동
등관계를 표시할 것이고 하나의 물체로 인지되면 뒤에도 그 물체가 귀속(归属)되
는 명사성 성분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66가)와 (68가)에서 ‘是’의 앞 뒤 성
분의 관계는 위와 같이 동등하거나 귀속의 관계가 아니라 ‘장소’와 ‘그 장소에 위
치한 물체’의 관계이다. 是자문은 일반판단문으로 쓰이는 경우 앞에 처소명사구가
놓이면 이는 문장의 전체의미에 따라 처소를 나타낼 수도 있고 물체를 나타낼 수
도 있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是’가 존현문에 쓰이는 경우 처소명사구는 오직 ‘처
소’만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里’를 후행함으로써 일반판단문과는
다른 ‘그 공간에 무엇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나타내므로 공간에 현저성이 부여되
며 따라서 ‘里’가 흔히 후행한다.
다음은 是존현문에서 처소명사구가 단독으로 주어로 쓰이는 경우 왜 부사 ‘全／
都’가 흔히 쓰이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73) 가. 客厅都是生面孔，半数虽有带刀挂剑的，但即无一认识的。
거실에는 모두 생소한 얼굴들이고 절반은 칼과 검을 찬 사람들인데
모두 생면부지의 사람들이다.
나. 别人的办公室都是崭新的空调、崭新的办公桌。
남의 사무실은 모두 새 에어컨과 사무용탁자들이다.
다. 现在整个医院都是警察, 安全方面应该不是问题了。
현재 병원 전체가 경찰들이어서 안전 방면에는 문제가 없다.

위의 (73가~다)에서 만약 부사 ‘都’를 쓰지 않는다면 예문은 다음 (74가~다)와 같다.

(74) 가. ?客厅是生面孔，半数虽有带刀挂剑的，但即无一认识的。
나. ?别人的办公室是崭新的空调、崭新的办公桌。
다. ?现在整个医院是警察, 安全方面应该不是问题了。

보다시피 (74가~다)는 자연스럽지 않으며 (73가~다)와 비교했을 때 (73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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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씬 ‘존재물’과 ‘존재장소’의 관계를 잘 나타낼 수 있다. (73가~다)를 보면 부사

‘都’가 쓰임으로 인해 주어로 쓰이는 처소명사구와 뒤에 나타나는 NP 간에는 ‘존
재장소’에 ‘존재물’이 가득하거나 또는 그 ‘존재물’이 그 공간에서 현저성을 띠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지만 (74가~다)의 경우는 뒤에 방위사가 없기 때문에 처
소사가 나타내는 공간성이 잘 활성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里’를 후행하지 않고 처
소명사구가 단독으로 주어로 쓰이는 경우 부사 ‘全／都’가 흔히 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6.3.5 존재물 NP가 척도(Yardstick)를 나타내는 경우
有자문에서 존재물 NP의 위치에 척도를 나타내는 수량사가 쓰이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에도 처소명사구는 ‘里’를 후행하지 않는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75) 가. 办公室(*里)有四十平方米大小。
사무실은 40여 제곱미터에 달한다.
나. 客厅(*里)有30多平方，地面是西班牙进口的暗红色的大理石。
거실은 30여 제곱미터이고 바닥은 스페인에서 수입한 적색대리석이다.
다. 屋子(*里)有一方丈大，土炕占去三分之二。
방은 1 평방장 크기이고 온돌방이 3분의 2를 차지하였다.
라. 院子(*里)有一亩多，是空的。
정원은 한 무 남짓한데 비었다.

(75가~라)는 동사 ‘有’ 뒤에 나타나는 NP가 앞에 놓인 처소명사구의 ‘척도’를 나
타내고 있다. 엄밀히 말해 이들은 모두 처소명사구가 나타내는 2차원적인 공간의
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12> 3차원 공간 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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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어로 쓰이는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

(75가~다)에 쓰인 처소명사구 ‘办公室’, ‘客厅’, ‘屋子’ 등은 우리가 <그림 6-12>
와 같이 입체적인 3차원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고 (75라)의 처소명사구 ‘院子’는 우
리의 경험상 <그림 4>와 같이 2차원적인 평면 공간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
면 (75가~다)에서 ‘办公室’, ‘客厅’, ‘屋子’ 등은 그가 나타내는 용적(容积)을 척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75가~다)를 보면 (75라)와 같이 2차원적인 공간 면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가 ‘办公室’, ‘客厅’, ‘屋子’ 등을 흔히 그릇과 같이 물건을
담을 수 있는 용기로 인지하고는 있지만 이를 척도로 나타낼 때에는 용기처럼 용
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초점을 맞추어 그 면적을 척도로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吕叔湘(1999: 631)에서 ‘有+数量’은 ‘이 수량에 도달함을 나타낸
다84)’고 하였다. 즉 이때 ‘有’는 존재물 NP가 주어가 나타내는 장소에 존재하는 것
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문장이다. 吕叔湘(1999: 631)에서 제시한 의미특징에 따른
다면 (75가~라)에서 ‘办公室’, ‘客厅’, ‘屋子’, ‘院子’ 등의 면적이 각각 ‘四十平方米’,

‘30多平方’, ‘一方丈’, ‘一亩多’ 등에 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즉 이때 ‘办
公室’, ‘客厅’, ‘屋子’, ‘院子’ 등이 나타내는 것은 ‘공간 안’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그
들이 지니고 있는 자체의 속성인 ‘면적’ 또는 ‘크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경우에
처소명사구 ‘办公室’, ‘客厅’, ‘屋子’, ‘院子’ 등은 하나의 물체인 개체로 인지되기
때문에 ‘里’는 후행할 수 없다.

6.4 소결
이상 존현문에서 처소명사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 뒤에 ‘里’의 후행여부에 대
해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존재물 NP가 존재장소의 바닥과 부착해 있는 경우 처소명사구는 ‘里’의
후행여부가 비교적 자유롭지만 반면에 존재물이 존재장소의 바닥과 부착되어 있
지 않고 제2의 참조물이 존재할 경우 처소명사구는 뒤에 ‘里’를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처소명사구와 NP의 관계가 존재장소와 존재물의 관계일 경우 ‘里’의 후행
84) “表示达到这个数量”。例如:
他走了有三天了／这块地估计有四十亩／从这里到天安门大概有五公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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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가 자유롭지만 처소사가 NP를 보유하고 있는 의미를 지니는 경우 ‘里’를 후행
하지 않는다.
셋째, 처소명사구가 환유의 수법으로 ‘기관’ 또는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지칭
하는 경우 ‘里’는 후행하지 않는다.
넷째, 是자문에서 존재물이 그 장소에 많이 존재하거나 또는 존재물에 화자의
현저성이 놓이는 경우 존재물과 장소는 대등관계에 있다고 인지되어 이 경우 처소
명사구 뒤에 ‘里’의 후행여부는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일반적인 是존현문에서
처소명사구는 뒤에 ‘里’를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섯째, 有자문에서 NP가 척도를 나타내는 경우 주어로 쓰이는 처소명사구는

‘里’를 후행하지 않는다.
위 결론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6-7>를 통해 알 수 있다시피 주어
로 쓰이는 처소명사구의 경우 ‘里’와의 공기관계와 관련하여 가장 큰 인지적기제
로는 처소명사구를 하나의 물체인 개체로 인지하는지 아니면 장소인 개체로 인지
하는지에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6-7> 주어로 쓰이는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 제약

‘里’가 후행
하지 않음

‘里’ 후행
자유/생략가능

➍환유

➊존재물의 참조점

(Metonymy)

(reference point)(1개)

➋보유

(Possession)
➎척도

(Yardstick)

‘里’ 후행
경향 强

‘里’가 후행

참조점(2개)

➋존재(Existence)

➌존재물과 장소의 대
등관계

➌존재물과 장소
의 비대등관계

물체 or 장소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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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里’와 장소 의미역(Thematic role)
앞서 3장부터 6장까지의 논의에 따르면 처소명사구가 ‘在’, ‘到’, ‘往’ 등의 목적
어로 쓰이는 경우 그리고 주어로 쓰이는 구문에서 상황에 따라 뒤에 ‘里’를 후행하
고 또 상황에 따라 ‘里’를 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里’를 후행하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里’가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장소의미역을 이끌어
내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어의 일부 방
언에서는 후치사 ‘里’가 전치사 없이 단독으로 장소의미역을 이끄는 양상을 보이
기도 한다.
박정구(2015)에 따르면 오(吴)방언 지역에서는 후치성분이 전치사보다 더 필수
적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1) 가. 红(辣)健身房里锻炼。
샤오홍이 헬스장에서 운동한다.
나. 我诺里学持勿东西。
나는 네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1가~나)는 刘丹青(2003)에서 제시한 예문으로 오방언에서 방위사가 후치사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전치사보다 더 필수적으로 사용됨을 제시하였다. (1가)에서는

‘辣’가 처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인데, ‘辣’의 사용은 수의적이지만 뒤에 반드시 후
치사 ‘里’가 후행하여야 한다. 이 때 ‘里’는 ‘안, 속’이라는 의미가 전혀 없고 문법
화 된 후치사로서 논항과 동사를 잇는 연결어로서 기능한다. (1나)는 전치사를 아
예 쓰지 않고 후치사 ‘里’만 사용된 문장이다. 이를 통해 오방언에서는 처소를 나
타냄에 있어서 처소격표지로 전치사가 아니라 후치사가 더 필수적인 문법적 요소
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정구(2015)에서는 Dik의 원리에 따라 [NP V] 구
조의 인지적 우월성을 높이는 방법은 논항인 NP와 V 사이에 그 둘을 연결하는 성
분을 사용하는 것인데 오방언과 같은 일부 방언에서 후치사를 개발하여 연결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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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경우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라고 제시하였다.
방언 또한 중국어의 한 갈래로서 우리는 가끔 표준어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
법현상을 방언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는 유형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오방언 지역에서 나타나는 ‘里’의 통사적 기능을 바탕으로 현대
중국어에서 ‘里’ 또한 문장에서 장소의미역을 이끌어 내는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
이를 부치사(adposition)85)로 보고 서술어와 장소논항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중국어는 언어 특성상 무격언어로 구분되어 왔기 때문에 중국어의 격
또는 격 표지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어의
부사격조사와 대응되는 중국어 개사연구가 진행되면서 중국어의 ‘在’, ‘到’, ‘往’ 등
과 같은 전치사(개사)도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언어들과 나란히 NP
논항의 앞에 놓여 발화에서 동사(술어)와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격표지(case

marking)의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송경안⋅이기갑 외(2008: 15)에서 개별 언어에 따라 격 실현 방법은 어순(Word

order), 명사구 표지(NP-marking)86), 교차지시(Cross-reference) 등과 같이 크게 3가지
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 안기섭(2005)은 좁은 의미의 중국어의 격, 즉 무표격
범주에서의 격은 주격, 빈격(목적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어의 전치사인 개사나 후치사인 조사를 명시적인 표지로 볼 수 있다면, 중국
어는 무표격 외에 부치사에 의해 여러 가지 격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석견⋅성윤숙(2009)에서는 한국어의 조사 ‘-에’를 중국어의 전치사와 대응시킴
에 있어서 한국어의 ‘에’가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 중국어의 동사 ‘在’(사람이나 사
물이 차지하고 있는 장소), 전치사 ‘在’(사건이나 행위가 발생한 장소), ‘在…里’(출
현하는 장소), 전치사 ‘到’(사건이나 행위가 발생함으로써 영향을 받게 되는 장소)
등과 대응한다고 하였다.
서혜민(2012)에서는 처소명사구 앞에 놓이는 ‘在’, ‘到’, ‘往’ 등을 장소와 방향을
85) 부치사는
전치사(preposition),
후치사(postposition),
양치사(双位前置词),
환치사
(circumpositions)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환치사는 두 개의 단어가 해당명사
앞뒤에 나누어 나타나면서 하나의 부치사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86) 명사구 표지에 의한 격 실현이란 명사구에 형태적 격표지(morphological marker)가 나타나
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는 격어미에 의한 표시 방법과 부치사에 의한 표시 방법이 있다.
부치사(adposition)란 전치사와 후치사를 함께 일컫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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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부사격표지로 보고 한국어의 격조사 ‘-에’, ‘-에서’, ‘-으로’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격표지를 비교함에 있어서 한국어의 경우
격조사는 격표지가 분명하여 각각 담당하는 문장 성분이 존재하며 ‘체언+부사격조
사’ 형식의 구조는 문장에서 부사어로만 나타나는데 비해 중국어 ‘전치사+체언’
형식의 ‘전치사구’는 문장에서 주로 부사어로 나타나지만 동사 뒤에 쓰여 보어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다. 그는 또 중국어에서 한국어 부사격 조사와 대응
하는 전치사가 포함하는 관용구가 있는데 한국어의 격조사 ‘에’에 해당되는 중국
어의 격표지는 전치사 관용구 ‘在…里’로도 표현된다고 하였다.
林海涛(2014)에서는 중국어는 SVO어순을 가진 언어로서 전치사(개사)를 가지고
있고 이는 SOV형 언어인 한국어의 후치사(조사)에 대응된다고 하였다. 그 또한 전
치사 ‘在’, ‘到’, ‘往’ 등이 장소명사 앞에 놓이는 경우 한국어의 부사격 조사 ‘-에’,

‘-에서’, ‘-으로’ 등에 대응되며 중국어는 SVO언어로 전치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
지만 환치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 중국어에서 격표지로 쓰이는 부치사 ‘在’, ‘到’, ‘往’ 등에 대한 앞선 연구들
을 살펴보면 주로 한국어와의 대응 속에서 주로 중국어의 전치사에 관심을 두었고
설사 후치사 ‘里’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할지라도 환치사 ‘在…里’를 통해 다루고
있다. 즉 그동안의 많은 연구에서는 전치사 ‘在’, ‘到’, ‘往’ 등이 중국어에서 장소의
미역을 이끄는 격표지로 보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반면에 ‘里’의 통사적 기
능에 대해서는 큰 주목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본고에서 3장부터 6장까지의 논의를 통해 ‘里’는 물론 전치사 ‘在’, ‘到’,

‘往’ 등과 환치사를 이루기도 하지만 특히 처소명사구가 주어로 쓰이는 발화에서
는 ‘里’가 단독으로 후치사의 역할을 하면서 문장에서 처소격 표지로 쓰임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본고에서 쓰이는 ‘里’를 부치사의 한 유형으로 보고 다음은 부치
사가 문장에서 주로 하는 기능과 부치사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7.2 부치사(Adposition)의 역할 및 기원
Dik(1997)의 연결항(relator, 联系项) 이론에 의하면 부치사(adposition)는 연결항
성질을 지닌다. Dik은 접속사, 개사, 격표지(case marker), 종속사(subordinators,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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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사 포함), 수식어 표지(형용사 표지, 예: traditional의 al)를 포함, 부사표지(예:

slowly의 ly), 속격 표지(예: John's room의 s) 등이 모두 연결항에 속한다고 한다. 이
것들의 공통 기능은 병렬 또는 종속 관계를 가지는 두 성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함
으로써 두 성분을 더 큰 단위로 만들며 동시에 두 성분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은 어순 원칙을 제시하였다.

(2) 연결항의 우선적 위치
(ⅰ) 두 개 연결된 성분 사이에 있다.
(ⅱ) 만약 연결항이 어떤 연결된 성분에 첨가되면, 연결되는 성분의 가장
자리에 있다.

刘丹青(2003: 69)에서는 소위 Dik(1997)의 연결항의 우선적 위치에 대해 이는 절
대적인 보편성이 아니라 보편적인 경향을 띤다고 하였다.87) 그는 영어와 같은

SVO형 전치사 언어에서 전치사구는 ‘VP+전치사+NP’의 어순으로 전치사
(prepositon)는 VP와 NP 사이에 위치하고 일본어나 한국어와 같은 SOV형 후치사
(postposition)언어에서는 후치사구가 일반적으로 VP의 앞에 놓이는데 가령 ‘NP+후
치사+VP’의 어순으로 후치사는 NP와 VP 사이에 위치한다고 언어별로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刘丹青(2003: 77)에서는 전치사(prepositon)와 후치사

(postposition)는 인간언어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으로 어순 유형론의 핵심
적 매개 변수(核心参项)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기갑(2008a)에서는 부치사는 명사의 문법적 지위를 나타내는 일종의 표지 역
할을 한다고 규정한바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법적 지위’란 결국 서술어와 논항
사이의 관계, 또는 다른 표현을 수식하는 수식관계를 일컫는다. 이때 서술어와 논
항 사이의 관계는 ‘격(case)’이라는 문법범주이므로, 격 표지 기능은 부치사의 가장
전형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치사와 후치사를 포함한 부치사가
87) 대부분의 SVO형 언어에서는 개사구가 그것이 수식하는 핵심에 뒤따르고 대부분의 SOV
형 언어에서는 개사구가 그것이 수식하는 핵심에 앞선다. 따라서 이때 연결항을 연결된
두 성분사이에 넣으려면 각각 전치사, 후치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Dik이 통계한 수십 개의
언어자료를 보면 연계자 원칙은 아주 강하지만 중국어의 경우 SVO형 언어임에도 불구하
고 개사구가 수식하는 핵심에 뒤따르는 경우도 있고 앞서는 경우도 있는데 대다수가 전치
사만 출현하기 때문에 개사구가 핵심을 앞서는 경우 전치사는 연결항 역할을 하지 못한다
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적인 보편성을 지양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 228 -

7. 처소명사구에 부가되는 ‘里’의 유형론적 특징

모든 언어에서 존재하는 보편성은 그가 문장에서 의미역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한 문장에서 서술어를 핵심으로 여러 논항(default roles)들이 존
재하는데 논항 이론에 따르면 모든 NP는 의미역을 부여받게 된다. A(agent)와

P(patient)를 지닌 언어에서 주어와 목적어 위치에 있는 NP는 직접격으로 보며 묵
인된 의미역으로 격 표지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장소, 기원, 도구 등을
나타내는 많은 의미역들은 간접격(oblique) 위치에 있으며 격 표지가 있다. 예를 들
어 영어의 경우 전치사 in, from, with 등으로 표시하고 일본어의 경우는 に(ni), か

ら(kara), で(de) 등으로 표시한다. 간접의미역을 부여하는 이러한 허사들을 문법에
서는 부치사라고 하는데 결국 이들은 간접 의미역을 부여하는 격표지로 볼 수 있다.
刘丹青(2003: 78)에서는 간접 의미역을 부여하는 기능은 모든 언어에 필요하며
이는 질적(質)과 양적(量)인 두 방면의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질적인 원인은 동사
가 직접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의미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의미역은 부치
사에 의해 이끌린다고 하였다. 양적인 원인은 하나의 동사가 직접적으로 의미역을
부여하는 성분은 2~3개인데 한 동사가 가질 수 있는 의미역은 이보다 많기 때문에
이 경우 부치사에 의해 의미역이 이끌린다고 하였다. 중국어에는 완전히 허사적인
부치사가 아주 적고, 대부분의 부치사는 실사에서 허사로 변하는 문법화과정에 있다.
다음은 본고에서 등장하는 ‘在’, ‘到’, ‘往’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들을
보면 동사에서 점차 전치사로 변화하는 문법화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
면 ‘在’, ‘到’의 경우 아직 단독으로 동사로 쓰이는 용법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전
치사의 용법도 지니고 있고 ‘往’의 경우는 현대중국어에서 단독으로 문장의 술어
로 쓰이지는 못하지만 실사가 가지는 어휘적 의미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3) 가. 妈妈在家。
엄마는 집에 있다.
나. 他在图书馆里看书。
그는 도서관에서 책을 본다.
다. 九点钟才到办公室。
9시가 돼서야 겨우 사무실에 도착했다.
라. 今天才写到20页。
오늘은 겨우 20쪽까지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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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我刚刚往杯子里到了点茶。
나는 금방 컵에 차를 좀 부었다.
바. 这辆火车开往北京。
이 열차는 북경으로 간다.

(3가)와 (3나)는 ‘在’가 각각 동사와 전치사로 쓰인 예문이고 (3다)와 (3라)는 ‘到’
가 각각 동사와 전치사로 쓰인 예문이다. 그리고 (3마)와 (3바)는 전치사구 ‘往+명
사’가 각각 동사 앞과 뒤에 놓인 경우로 볼 수 있다. 또한 (3바)의 경우 이때 ‘往’은
앞의 동사 ‘开’와 결합하여 복합동사를 구성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往’
이 아직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의 의미가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처럼 ‘在’,

‘到’, ‘往’의 경우 동사의 용법과 특성, 그리고 전치사의 용법과 특성 등을 모두 지
니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실사 또는 완전한 허사로 말하기 어렵고 실사에서 허사
로 문법화 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언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해
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문법화는 장기적인 역사관점에서 볼 때 점진적

(graduality)으로 변할 수는 있지만 돌연적으로 변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구체적
인 것으로부터 추상적인 것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상태가 필연적으로 존재
한다.
중국어에만 있는 부치사 유형으로 간주되는 전치사는 모두 동사에서 왔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在’, ‘到’, ‘往’ 등을 포함한 많은 전치사는 지금까지도 동사의 기능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유형론과 문법화 연구에서 부치사의 기원은 다양하다.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동사, 명사와 부사이다.

Mallinson & Blake(1981: 385)는 Vennemann의 연구를 바탕으로 동사, 명사와 개사
의 발생학 측면에서의 보편적 관련성을 밝혔다. 그는 이러한 관련성의 배경에서
형성된 부치사가 전치사인지 후치사인지는 그것의 기원이 동사 또는 명사인지 여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어순유형을 지니는지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전치사 언어에서는 전치사는 동사에서 기원했을 수도 있고 명사에서 기원할 수
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언어는 VO어순을 지니기 때문에 재분석을 거쳐 ‘전치사

+명사’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사에서 기원된 경우는 VO어순을 지닌 언
어에서 NG(핵심명사+속격어)어순을 가지기 때문에 ‘전치사+목적어’로 문법화 과
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원래의 핵심명사가 전치사로 된다는 것이다.88)
후치사 언어에서는 마찬가지로 후치사가 동사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명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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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된 경우도 있고 이들은 OV형 언어이기 때문에 V가 문법화를 거쳐 후치사로
되고 GN(속격어+핵심명사)어순을 가지기 때문에 N이 문법화를 거쳐 후치사로 되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핀란드어의 talon kohdalla의 의미는 각각 ‘房子(집)’과 ‘地
方(곳)’인데 처소명사인 kohdalla이 문법화를 거쳐 후치사로 되어 ‘房子里’의 의미
를 지닌다는 것이다. 이처럼 명사가 부치사로의 문법화는 문장에서 의미역을 부여
하는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명사 성분 자체는 일반적으로 의미역의 기능을 담당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명
사는 자체 의미로 인해 종종 자체 또는 자신을 핵심으로 한 명사구가 간접 의미역
이 된다. 이러한 명사는 의미역을 부여하는 허사와 같이 쓰이지 않아도 특정한 간
접적 의미역을 나타낸다. 이러한 명사를 刘丹青(2003: 92)에서는 자체역할 부여(role

self-assignment)라고 하고 ‘역할 부여 명사’라고 하였다. 부치사로 문법화 된 명사는
일반적으로 방위, 시간, 장소, 도로, 도구, 방법 등을 나타내는 명사로서 이들 명사
자체는 언어에서 많이 쓰이는 간접의미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추상화과정을 거쳐
어휘적 의미가 약해지지만 자체에 의미역을 부여하는 기능이 여전히 남아 있으므
로 간접적 의미역을 부여하는 부치사나 연결사가 된다. 예를 들어 방위명사 ‘里边’,

‘里边坐’에는 전치사인 ‘到’가 없지만 ‘坐’와의 관계 속에서 ‘里边’자체의 의미역할
부여로 인해 방위의미역이 되고 행위주 주어가 되지는 않는다. ‘里边’ 앞에 속격
한정어가 놓이는 경우 ‘教室里边坐’는 역시 ‘里边’으로 인해 명사구 전체가 방위
의미역 특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里边’과 같은 명사는 부치사로 문법화할 가능
성이 높다.
이상 부치사가 발화에서의 기능과 각 언어에서 동사 또는 명사가 부치사로 문법
화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부치사가 전치사인지 후치사인지는 그것의 기원이
그 언어가 어떠한 어순유형을 지니는지와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다음은 중국어의 어순 유형과 후치사 간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지에 대해 살펴
보기로 한다.

88) 예를 들면 태국어에서 핵심명사가 문법화과정을 거쳐 전치사로 된 경우가 있는데 ‘thii
baan’에서 thii은 ‘地(곳)’을 의미하는 핵심명사이고 baan은 ‘家(집)’을 의미하는 속격어로서
원래는 ‘家之地’로 영어의 ‘the place of home’이었다. 재분석을 거쳐 thii는 허화가 되어 전
치사로 되고 baan을 지배대상으로 하는 전치사구를 형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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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중국어 어순 유형과 후치사(Postposition)
어순 유형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어의 경우 VO언어와 OV언어의 특징을 모두
지니고 있다.89) 따라서 VO언어의 특징으로 전치사가 있을 수 있고 또 OV언어의
특징을 지닌 후치사가 있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90)
중국어 문법학계에서 부치사에 대한 명칭은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개사(介词)’이다. ‘개사’의 명칭은 马氏文通(马建忠, 1983: 246)의

‘介字’에서 기원된 것이다. 그는 ‘介字’를 ‘凡虚字用以连实字相关之义者’라고 정의
하였다.91) 그가 예를 들은 고대 중국어 개사로는 ‘之, 于, 以, 与, 为’ 등 5개 외에

‘由, 用, 微, 自’ 등이 있다. 그는 전자에 속하는 5개는 주로 전치한다고 하였지만
실제언어생활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절대적으로 전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之’는 후치성을 띠기 때문이다. 따라서 马建忠의 ‘介字’는 엄밀한 전치사
(preposition)가 아니라 이는 현대 유형론의 부치사(adposition)의 의미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刘丹青(2003: 105)에서는 이에 대해 马建忠이 ‘전치자(前置字)’라고 하
지 않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지만 오늘날 중국어학계는 이 점에 대해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马建忠이 ‘之’를 ‘介字’에 포함시킨 이유는 인구
어에서 ‘속격’ 또한 ‘격’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았다. ‘之’에 대해 吕
淑湘(1982: 18)과 王力(1985: 181)에서는 각각 ‘관계사(关系词)’와 ‘연결사(联结词)’
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러한 허사들이 전치의 용법과 후치의 용법이 있음을 인정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Dik의 ‘연결항’에 해당된다.

89) 우선 SVO의 특징을 보면 첫째, 전치사가 있다. 둘째, 조동사가 동사 앞에 놓인다. 셋째,
목적어 명사구가 거의 동사 뒤에 쓰인다. 하지만 SOV의 특징도 지니고 있는데 첫째, 개사
구가 동사 앞에 놓인다. 둘째, 후치사가 있다. 셋째, 관계절이 명사 앞에 있다. 넷째, 수식
어가 명사 앞에 놓인다.
90) 刘丹青(2003)에서는 왜 전치사구가 한대(汉代) 후에 동사 뒤에서 앞으로 자리이동을 했는
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작은 추정을 해보면 역사
적으로 한대에 들어서면서 유방은 흉노족의 억압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그 당시 외교관
계를 보면 흉노족의 수장이 서신을 보내와 유방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하는 사연도 등장한
다. 흉노족이 바로 몽골어를 구사하는 변방 민족이었는데 몽골어는 SOV어순을 가지기 때
문에 이러한 연유로 인해 중국어의 어순유형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아닌지 추측해볼
수 있지만 더 분명한 이유는 많은 고문헌을 통해 정확한 증거가 밝혀지길 기대해 본다.
91) ‘介字’란 实字들을 연결시키는 虚字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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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학계에서는 그동안 전치사만 부치사로 보고 후치사에 대한 개념은 없었
다.92) 그러므로 후치사에 대한 연구는 산발적이고 일반적으로 다른 개념으로 토론
하거나 심지어는 무시하기도 하였다.
현대중국어 학계에서는 일찍이 방위사의 통사 특징이 보통 명사와 많이 다르다
는 것에 주목하였다. 1956년에 반포한 中学语法教学暂拟体系에서는 방위사를 명
사의 하위개념으로 지정하여 방위사의 통사적 특성을 강조하였다. 그 후 대부분의
저서에서는 방위사를 명사의 하위 개념으로 보았다. 하지만 钱乃荣(1990: 181)에서
는 방위사가 허사의 한 갈래라고 주장했다. 객관적으로 볼 때 방위사가 명사의 하
위 성분인지 아닌지를 막론하고 통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방위사가 명사 기능을 하
지 않고 그 앞의 명사구와 같이 방위구조나 방위구를 이룬다. 예를 들어 ‘教室里很
安静。’에서 ‘里’는 명사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教室’와 함께 방위구를 형성
한다. 만약 명사의 기능을 하려면 ‘教室里’는 ‘教室的里’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教室’와 ‘里’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 刘丹青(2003)에서는 중국어 문법체계에서 후치사라는 품사를 설정
하지 않은 것은 문법 설명상 간결함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이론의 복잡성을 초
래했다고 하였다. 그는 중국어 전치사구가 동사 뒤에서부터 동사 앞으로 이동한
통시적인 변천과정에서 방위명사의 문법화가 생겨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선진
중국어에서 전치사구는 동사 뒤에 쓰였는데 이때 방위명사의 후행여부는 비교적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며 좀 더 구체적인 방위를 나타내고자 할 경우에만 방위명
사가 후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4) 豕人立而啼，公懼，隊于車，傷足，喪屨，反，誅屨於徒人費，弗得，鞭
之見血，走出，遇賊于門，劫而束之，費曰，我奚御哉，袒而示之背，信之，費請
先入，伏公而出鬥，死于門中，石之紛如死于階下，遂入，殺孟陽于床，曰，非君
也，不類，見公之足于戶下，遂弒之，而立無知。 春秋左傳. 昭公八年
그 산돼지는 사람처럼 서서 울부짖었다. 양공이 공포에 질려 수레에서 떨어졌
고 발을 다쳤으며 신발을 잃어버렸다. 궁궐에 돌아와 환관 비(費)에게 신발을 찾
92) 여기서는 马氏文通 후의 중국어 문법 연구를 가리킨다. 사실은 马建忠 전의 서양 선교
사들이 썼던 중국어 문법책에서 이미 후치사(postposition)의 관념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바
로 방위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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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게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오자 피가 나도록 채찍질을 했다. 비는 매를 맞은
후 달려 나오다가 반란군과 문에서 마주쳤다. 그들이 협박하며 포박하자 소리쳤
다. “내가 이렇게 맞고 군주를 위해 저항하겠는가?” 웃옷을 벗어 등을 보여주자
사람들은 그를 믿었다. 비는 자신이 먼저 들어갈 것을 요청한 후 양공을 숨기고
반란군과 맞서 싸우다가 대문 사이에서 죽었다. 관직이 작은 신하인 석지, 분여는
계단 밑에서 죽었다. 마침내 반란군은 안으로 들어가 양공의 침대에서 맹양을 죽
였다. 그 사람이 군주가 아니라고 하자 문 밑에 있는 양공의 발을 발견하고 양공
을 죽인 후 무지를 국군으로 옹립했다.

위의 밑줄 친 ‘隊于車’, ‘遇賊于門’, ‘殺孟陽于床’ 등을 보면 ‘車’, ‘門’, ‘床’ 등 명
사 뒤에 방위명사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死于門中’, ‘死于階下’, ‘足于戶下’ 등의 경
우에는 명사 뒤에 ‘中’, ‘下’ 등 방위명사가 후행하는데 이 경우 좀 더 구체적인 방
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대(汉朝) 이후부터 시작하여 전치사구가 동사 뒤에서 동사 앞으로 이
동하는 변화를 보였는데 이 과정에서는 방위사의 출현여부에 변화가 일어남을 볼
수 있다. 선진시기에 방위사 없이도 나타날 수 있었던 전치사구가 동사 앞으로 이
동하면서 방위사가 후행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점이다. 何乐士(1992)가 열거한
세설신어(世说新语)의 예들에서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 뒤에 방위사가 후
행함을 볼 수 있다.

(5) 가. 邓攸始避难，于道中弃己子，全弟子。 德行
등유가 피난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포기하고 남동생의 아들을
보전하였다.
나. 世子嘉宾出行，于道上闻信至。 捷悟
태자인 가빈이 외출하는 길에 신사가 도착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5가~나)에서 밑줄 친 ‘于道中’, ‘于道上’ 등을 보면 이때 개사구가 동사 앞에 출
현하였으며 ‘中’, ‘上’과 같은 방위사가 출현함을 볼 수 있다. 이때 방위사 ‘中’,

‘上’은 어휘적 의미가 많이 남아 있기 보다는 개사구와 동사의 연결항으로서의 통
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何乐士는 이러한 추세는 당오대(唐五代)시기
에 이르러 더 명확해졌으며 장소구가 방위사를 사용한 후에 전치사를 종종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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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용하지 않는 현상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방위사가 독립적으로 장소 의
미역을 나타내는 후치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응하는 현대중국어에서도 방위사 ‘上’은 이미 장소역의 표지가 되어 생
략이 불가능하며 강제성을 띠고 있다. ‘桌子上放着一本书。’는 가능하지만 ‘桌子放
着一本书。’는 불가능하다. ‘在路上走。’는 가능하지만 ‘在路走。’는 문장이 성립
되지 않는다.
중국어의 단음절 방위사는 원래 위치를 나타내는 관계 명사였다. 예를 들면 ‘上,
下, 前, 后, 内, 外’ 등이 있으며 더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里’도 있다. ‘里’는
원래 ‘衣’부수를 가지고 옷의 안감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다가 ‘안’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관계 명사로 발전하였다. 현대중국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명사성’은
많이 사라지고 ‘허사성’이 많이 증가되었다. 刘丹青(2003: 157)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은 이들의 허사성이 뚜렷한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였다.
첫째, 단독으로 쓰이는 능력이 거의 사라진다. 다음은 단독으로 쓰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往里’, ‘朝里’ 등은 가능하지만 ‘在里’, ‘到
里’ 등은 불가능해 ‘在里面’, ‘到里面’ 등으로 말해야 한다. 따라서 단음절 방위사
인 ‘里’가 일부 전치사 뒤에 쓰여 실제로 고정적인 어휘화조합이 된다는 것이다.
또 예를 들면 ‘上有老下有小’ 등은 이미 숙어가 되었다고 하였다.
둘째, 명사성 단위 뒤에 많이 후행하여 허사가 지니는 자리고정(定位性)이 드러
난다.
셋째, 같이 쓰일 수 있는 명사구가 갈수록 광범위해지고 어휘적 선택 제한이 갈
수록 적어진다. 나아가 방위의미와 관련되지 않는 추상명사, 서술성 단위와도 쓰인
다. 예를 들면 ‘思想里, 行动上, 关心下, 发展中’ 등이 있다.
넷째, 어휘의미가 갈수록 약해지고 대다수의 경우에는 문법적 필요에 의해서만
사용되기 때문에 이 유형의 방위사들의 사용빈도가 대폭 증가하였다.
다섯째, 방위사들 간에 의미적 차이가 적어져 의미중화 또는 교체현상이 나타난
다. 예를 들면 ‘地上=地下’, ‘心上=心中=心里=心下’(근대중국어) 등이 그러하다.
여섯째, 의미적으로 짝을 이루는 방위사는 문법화정도 차이 때문에 용법에서 대
응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上, 里’의 용법은 ‘下, 外’보다 훨씬 더 크다.
일곱째, 음성 측면에서 볼 때 경성이 나타나고 음성약화로 인한 음의 변화, 음소
탈락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북경어의 ‘里’, ‘上’ 등은 경성으로 읽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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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오어(吴语)의 ‘上’은 후치사로 쓰이지 않을 때 [zã]로 발음하고 후치사로 쓰일
때는 [lã] 또는 [ɳiã]로 발음한다.
刘丹青은 위와 같이 후치사 역할을 하는 방위사가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어떤 방위사들은 오늘까지도 뚜렷한 명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左, 右’ 등 단음절 방위사 그리고 ‘上面, 东边’ 등과 같은 이음절 방위사가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표준어에서 가장 많이 허화된 후치사는 ‘的’를 제외하고 ‘上’, ‘里’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다음 절에서는 현대중국어의 ‘里’를 위주로 그의
후치사적 기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7.4 ‘里’의 후치사(Postposition) 역할
현대중국어에서 전치사는 아주 뚜렷한 통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 다
루게 되는 ‘在’, ‘到’, ‘往’ 등은 장소를 나타내는 NP 앞에 놓여 문장에서 각각 처
소, 방향 등의 의미역을 이끌어 낸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 전치사만 있으면
처소나 방향의 의미역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NP 뒤에 방위사가 후행하
는 것이 통사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으며 반대로 장소 의미역을 나타낼 때 방위사
가 전치사보다 더 강한 통사적 강제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즉 전치사는 나타나
지 않아도 되지만 방위사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
과 같다.

(6) 가. 房间里坐一会儿。
방에 잠깐 앉아 계십시오.
나. 厨房里有一锅菜。
주방에는 요리가 한 냄비 있다.
다. 教室里孩子们在上课。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수업을 하고 있다.
라. 客厅里飞着一只苍蝇。
거실에서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다.

(6가~라)를 보면 이들이 문장에서 담당하는 의미역은 처소를 나타내는 장소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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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을 지니고 있다. 보다시피 이들 장소명사 뒤에는 모두 ‘里’가 후행하고 있으며
이 경우 전치사 ‘在’의 출현여부는 필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대중국어에서
문두에 장소를 나타내는 주어가 쓰이는 경우 ‘在’는 쓰이지 않는 것이 더욱 일반적
이다. 하지만 이 경우 보다시피 ‘里’는 출현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때 장소
의미역을 이끄는 기능을 담당하는 허사는 ‘里’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때 ‘里’는

‘안’이라는 방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 의미역을 나타내
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里’를 후치사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
하지만 장소의미역을 나타낼 때 방위 후치사가 반드시 모든 처소사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2.1에서 언급한바 있다시피 ‘中国，韩国，北京，上海，黄
山，长江’ 등 고유명사 뒤에는 방위사가 쓰일 수 없다. 하지만 ‘北京市，吉林省，
柳河县，安口镇’ 등과 같이 행정단위 ‘市，省，县，镇’ 등이 첨가된 경우에는 ‘里’
의 후행여부는 비교적 자유롭다. 刘丹青(2003: 163)에서는 ‘路, 桥, 湖, 园, 楼’ 등 통
용 명칭 단어로 끝나는 고유명사 ‘三环路, 卢沟桥, 大明湖, 颐和园, 岳阳楼’ 등은 방
위사를 가질 수 있지만 ‘北京, 中国, 亚洲, 西单’ 등 통용 명칭 단어가 아닌 경우에
는 방위사를 후행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인지언어학의 관점으로 접근할
때 ‘中国，韩国，北京，上海，西单’ 등은 인간의 인지 속에 나라 또는 도시 또는
지역으로 사람이 항상 거주하고 존재하는 장소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里’를 후
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市，省，县，镇’ 등 행정단위가 후행
하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기관’과 ‘장소’ 등을 모두 지칭할 수 있는 이중성을 띠
고 있기 때문에 ‘기관’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里’가 후행하지 않고 장소를 나타낼
때는 ‘里’를 후행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7) 가. 今年北京市(?北京市里)13个乡镇一级的党政机构，需要大学毕业生400
多人。
올해 북경시 13개 향과 진의 일급 정부기관에서 대학졸업생 400여명
이 필요하다.
나. 我曾听外地人说的几句顺口溜, 北京市里三大怪，女人头巾戴两块，豆
腐比肉卖得快...
나는 외지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북경에 3
대 괴이한 현상이 바로 여자들이 스카프를 두 개 하고 두부는 고기
보다 더 잘 팔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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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昨晚打车时候广播里还说北京市里看不到雪，顶多山区飘点雪花。
어젯밤 택시 탈 때 방송에서 북경시내는 눈을 볼 수 없고 산간지역
은 눈발이 조금 날린다고 들었다.

(7가)를 보면 이때 ‘北京市’는 기관을 나타내는 경우로 ‘里’가 후행하면 문장이
어색하다. 하지만 (7나)의 경우에는 ‘北京市’가 ‘北京’이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
로 ‘里’가 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7다)의 경우 ‘北京市里’는 ‘北京郊区’와 대응
을 이루는 ‘北京+市里’(북경 시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市，省，县，镇’ 등 행정단위가 후행하는 경우 후행하지 않는 경우보다 ‘里’
의 후행여부가 자유롭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里’가 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里’가 ‘안’이라는 구체적인 방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장소 의미
역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 문법학계에서 ‘里’를 포함한 방위사에 대해 그의 허사적인
용법을 인정하기는 하였지만 허사로서의 기능과 통사적 지위를 소홀히 여겨 왔다.
하지만 앞서 (6가~라)와 (7나)를 통해 보았듯이 현대중국어에서 분명한 것은 ‘里’
가 어휘적 의미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후치사로서 문장에서 장소의미역을 이끄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문장에서 하나의 격 표지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통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고대중국어와 비교하면 후치사가 출현해야
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중국어가 전치사와 후치사를 다 가진 언어이며 이 두 가지 부치사가 같은 의미
역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어의 PP(부치사구) 내부 구조는 전치사나 후치
사만을 사용하는 언어보다 복잡하다. 刘丹青(2003: 170)에서는 전치사와 후치사가
동시에 나타날 때 전치사의 범위(domain, 范域)는 후치사보다 크다고 하였다. 그는
두 가지 방법으로 ‘在桌子上’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우선 어떤 부치사가 NP와 결합하여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 문장단위를 구성하
느냐이다. ‘桌子上’은 가능하지만 ‘在桌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上’이 먼저 NP와
결합한다고 하였다. 다음은 병렬구조 테스트인데 ‘在桌子上和书架上’과 같이 전치
사 ‘在’가 두 후치사구를 지배할 수 있지만 ‘*在桌子和在书架上’처럼 후치사 ‘上’이
두 전치사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在’가 후치사구를 지배
하고 후치사 ‘上’이 NP를 지배한다고 하였다.
위와 맥락을 같이 하여 ‘在…里’ 또한 전치사 ‘在’가 후치사 ‘里’가 이끄는 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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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를 지배하는 구조라고 하였다. 그는 예문 ‘小明在家里和学校都不听话。’를 보
면 마치 ‘在…里’가 ‘家’만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在’는 ‘学校’까지 지
배하는 구조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전자의 경우로 본다면 ‘学校’는 ‘在’와 무관한

NP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在’가 ‘学校’까지를 지배하는 구조라고 보려면 ‘家
里’라는 후치사구와 NP가 같은 자격을 가진 구의 병렬이 아니기 때문에 ‘学校’를
뒤에 영(zero)형태를 가진 후치사가 결합된 후치사구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더
자연스러운 표현방법은 후치사를 출현시켜 ‘小明在家里和学校里都不听话。’로 발
화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在…里’는 앞서 ‘在…上’과의 영역 구조가 조금은
차이가 있다. 우선 앞서 든 예는 ‘家’가 1음절이기 때문에 안정된 음보를 이루기
위해 ‘里’를 후행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같은 음절끼리 병렬되는 예문을 들어보
기로 하자.
(8) 가. 我平常多数时间都在学校和医院里，很少回来，有时两、三个月才回
来一趟。
나는 평소 대부분 학교와 병원에 있으며 아주 드물게 집에 온다. 때
로는 2~3개월에야 한번 온다.
나. 三年中没睡过午觉，没逛过公园，100多个节假日都是在教室和图书馆
里度过的。
3년 동안 낮잠을 자본 적 없고 공원을 산책한 적 없다. 100여개에 달
하는 공휴일을 모두 교실과 도서관에서 보냈다.

보다시피 (8가)는 ‘学校’와 ‘医院’이 병렬구조로 이어지고 여기에 ‘在’와 ‘里’가
각각 앞, 뒤에 전치사와 후치사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하지만 만약 전치사 ‘在’가
후치사 ‘里’가 이끄는 후치사구를 지배하는 구조라면 ‘在学校里和医院里’가 가능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다. 마찬가지로 (8나)에서 ‘在教室和
图书馆里’가 ‘在教室里和图书馆里’로 대체된다면 발화가 자연스럽지 않다. 앞서

‘在…上’의 경우에는 ‘桌子上’은 가능하지만 ‘在桌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上’이
먼저 NP와 결합한다고 하였지만 ‘在…里’구조에서는 ‘学校和医院里’도 가능하고

‘在学校和医院’도 가능하기 때문에 ‘在’와 ‘里’ 중에서 전자가 후치사구를 지배한
다거나 후자가 전치사구를 지배한다거나 하는 결론을 섣불리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在…里’는 장소의미역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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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다음은 본고에서 ‘在’, ‘到’, ‘往’ 등의 뒤에 나타나는 처소명사구 뒤에

‘里’가 후행할 때와 또 후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주어로 쓰이는 처소명사구 뒤
에 ‘里’가 후행하는 경우와 후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들이 문장에서 장소의미역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전치사로 쓰이는 ‘在’, ‘到’, ‘往’
등과 함께 ‘里’를 부치사로 보고 유형론적 관점에서 현대중국어의 격 표지로 보고자
한다.

7.5 ‘里’의 유형론적 특징(Typological Characteristics)
앞서 언급한바 있듯이 부치사는 명사의 문법적 지위를 나타내는 일종의 표지 역
할을 한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문법적 지위’란 결국 서술어와 논항 사이의 관
계, 또는 다른 표현을 수식하는 수식관계를 일컫는 것으로 서술어와 논항 사이의
관계는 ‘격(case)’이라는 문법범주이므로, 격 표지 기능은 부치사의 가장 전형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의 3장부터 6장까지 논의를 통해 ‘里’의 쓰임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 ‘里’는 ‘안’이라는 어휘적 의미가 남아 있는 경우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법화를 거쳐 ‘방위’를 나타내는 어휘적 의미는 사라지고 통사적 기능만 수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심지어는 더 문법화 되어 접사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문법화는 한순간에 돌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점
진적인 과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범주가 모호한 단계에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다음은 ‘里’를 중심으로 그가 처소명사구 뒤에 후행하면서 어떤 문법범
주로 문장에서 장소의미역을 이끄는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7.5.1 방위사와 부치사의 기능을 가진 ‘里’
7.5.1.1 ‘공간 밖’과의 대조의미를 나타내는 ‘里’
① ‘在’의 목적어로 쓰이는 처소명사구에 후행하는 경우

‘里’는 현대중국어에서 어휘적 의미보다 그의 문법적 기능이 더 강해지긴 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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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발화에서 ‘안’이라는 방위를 나타내는 어휘적 의미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9) 질문:

煮肉的人应该在厨房外面吗?
고기를 삶는 사람이 주방 밖에 있어야 하나요?

대답:

不, 煮肉的人不应该在厨房外面，应该在厨房里(?厨房)。
아니요, 고기를 삶는 사람은 주방 밖에 있으면 안 되고 주방 안에
있어야 해요.

(10) 질문:

坐班也就是上班时间教师可以在学校外面吗?
근무시간에 교사들은 학교 밖에 있어도 되나요?

대답:

上班时间教师不能在学校外面，必须在学校里(?学校)。
근무시간에 교사들은 학교 밖에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학교 안
에 있어야 해요.

(9)와 (10)에서 대답으로 쓰인 발화를 보면 이때 ‘厨房里’와 ‘学校里’는 각각 ‘厨
房外面’과 ‘学校外面’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때 ‘里’는 ‘안’이라는 어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9)와 (10)에서 보다시피 이 경우 ‘里’가 후행하지 않고 ‘厨房’
과 ‘学校’가 그 위치에 쓰인다면 문장은 어색하거나 비문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 ‘里’는 또한 후치사의 기능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완전한 방위사라면

‘厨房外面’이 ‘厨房的外面’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것처럼 ‘厨房的里’로 분석했을 때
통사적으로 가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厨房里’와 ‘学校里’는 모두 중간에 ‘的’를
삽입하여 수식구조로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때 ‘里’는 비록 어휘적 의미는 남
아 있지만 통사적 기능면에서 이미 후치사로 문법화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추측
할 수 있다.
앞선 예문에서 ‘在’가 동사로 쓰이는 경우라면 다음은 전치사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과 같이 ‘在+장소명사’로 된 전치사구가 동사 앞에 출
현하면서 사건의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 그 장소가 ‘밖’과 대조의미를 이루는 경우
라면 이때 장소명사 뒤에는 역시 ‘里’가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음 예문을 보
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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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我们学校有规定, 不能在教室里(?教室)抽烟, 教室外面可以抽。
우리학교는 규정이 있어. 교실에서 담배 피면 안 되고 교실 밖에서는 피
도 된다.

(11)을 보면 여기서 ‘教室里’는 ‘教室外面’과 대조를 이루면서 문장에서 ‘在’와
함께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里’를 후행하지
않고 ‘教室’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문장은 어색하거나 비문이 된다. 이를 통해

‘里’의 어휘적 의미가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장에서 핵어와 NP
의 관계를 살펴볼 때 ‘教室’는 핵어(head)인 ‘抽烟’이 가지는 장소 논항으로 볼 수
있으며 장소의미역은 ‘在’에 의해 이끌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里’
는 방위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면서 또 전치사구와 핵어인 동사와의 연결항(联系
项)으로서의 기능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里’가 후치사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
로 본다.

② ‘到’의 목적어로 쓰이는 처소명사구에 후행하는 경우

‘到+처소명사구’는 문장에서 사건의 도착지를 나타낸다. 문장에서 사건의 도착
지인 ‘공간 안’이 ‘공간 밖’과 대조를 이루는 경우 장소명사는 ‘里’를 후행한다.

(12) 가. 你到医院里(?医院)去探病，我在外面等你。
당신은 병원에 들어가서 진찰받아, 난 밖에서 기다릴게.
나. 妈妈到邮局里(?邮局)寄封信马上回来, 你在车里坐会儿。
엄마가 우체국에 가서 편지 부치고 금방 올게, 너는 차 안에 앉아 있어.
다. 我到教室里(?教室)拿书，你在门口等我。
나 교실에 책 가지러 갔다 올게, 너는 교실 밖/입구에서 기다려.

우선 (12가)를 보면 문장에서 ‘你’의 도착장소인 ‘医院’과 ‘我’가 위치해 있는 장
소 ‘外面’의 관계를 보면 전자는 ‘병원 안’을 가리키고 후자는 ‘병원 밖’을 나타낸
다. 즉 이때 ‘医院里’의 ‘里’는 ‘병원 밖’과 대조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음은

(12나)를 보기로 한다. 여기서 ‘邮局’는 ‘妈妈’가 이동하는 장소로 볼 수 있고 ‘车’
는 ‘你’가 위치한 장소로 볼 수 있다. 이때 ‘车’는 ‘邮局’의 ‘건물 안’이 아닌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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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你’는 ‘邮局’의 ‘건물 밖’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邮局里’의 ‘里’는 ‘건물 밖’과 대조되는 의미를 나타낸다. 마지막
으로 (12다)의 경우 ‘我’는 ‘拿书’를 목적으로 ‘教室’로 이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你’는 ‘门口’에 위치하는데 이때 ‘门口’는 ‘教室’의 ‘门口’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
에는 ‘교실 안’과 ‘교실 밖’이 대조를 이루는 상황으로 인지할 수 있다. 즉 (12가~
다)의 공통점은 장소명사 뒤에 쓰이는 ‘里’가 모두 장소명사가 나타내는 공간 ‘밖’
과 대조되는 ‘안’을 가리키는 어휘적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간 밖’
과 대조되는 의미로 쓰이는 ‘里’는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방위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이때 ‘里’는 또한 장소의미역을 나타내는 장소명사 뒤에
쓰이면서 ‘到’와 함께 환치사를 이루어 핵어인 동사구를 연결하는 연결항 기능을
한다. 따라서 이 경우의 ‘里’는 의미역을 이끄는 후치사의 기능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 장소명사 뒤에 후행하면서 ‘外面’과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의 ‘里’는

‘안’이라는 어휘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동시에 또 전치사구와 핵어와의 사이에서
연결항으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본고에서 이 경우의 ‘里’는 방위사에서 후치
사로 문법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7.5.1.2 공간 한정
처소명사구가 주어로 쓰이는 존현문에서 그 처소명사구가 나타내는 장소는 존
재물 NP의 참조점 역할을 한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13) 가. 房间(里)有一张书桌、一只衣柜和三架双层床。
방에는 책상 한 개, 옷장 한 개와 2층 침대 3개가 있다.
나. 客厅(里)铺着织有中国图案的又厚又大的地毯，卧室放着俄式大铁床｡
거실에는 중국도안이 짜여 진 두껍고 큰 카펫이 깔려 있고 안방에는
러시아풍 침대가 놓여 있다.
다. 陈列室里(?陈列室)挂着一个新画家的许多画作。
진열실에는 새로운 화가의 많은 작품이 걸려 있다.
라. 房间里(?房间)放着一本小说和一杯咖啡。
방에는 소설책 한권과 커피 한잔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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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가)와 (13나)를 보면 주어로 쓰이는 처소명사구 ‘房间’, ‘客厅’ 등은 각각 목표
물(존재물 NP) ‘一张书桌、一只衣柜和三架双层床’, ‘织有中国图案的又厚又大的地
毯’ 등의 1차적 참조점이자 포괄참조점이다. 즉 이들 목표물은 중력에 의해 모두

‘房间’, ‘客厅’ 등의 바닥과 접촉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참조점은
오로지 ‘房间’, ‘客厅’뿐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목표물이 처소명사구가 나타내
는 장소만을 유일한 참조점으로 가지는 경우 처소명사구 뒤에는 ‘里’의 후행여부
가 비교적 자유롭다. 계속해서 (13다)와 (13라)를 보기로 한다. (13다)에서 처소명사
구 ‘陈列室’는 목표물 ‘一个新画家的许多画作’이 존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참조
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목표물 ‘一个新画家的许多画作’는 참조점 ‘陈列室’ 외
에도 1차적 참조점인 ‘墙’이 있다. 물론 발화에서는 1차적 참조점이 출현하지 않았
지만 우리는 동사 ‘挂着’를 통해 1차적 참조점의 존재여부를 추정할 수 있다. (13
라) 또한 마찬가지로 처소명사구 ‘房间’은 목표물 ‘一本小说和一杯咖啡’의 참조점
이기는 하지만 ‘桌子’ 등과 유사한 1차적 참조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경험상 ‘一本小说和一杯咖啡’는 ‘房间’의 바
닥에 놓여 있는 상황은 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목표물이 두 개의 참조점을
가지는 경우 목표물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참조점을 1차적 참조점이라 하고 좀 더
큰 범위의 참조점을 포괄참조점이라 하게 된다. (13다~라)와 같이 목표물이 두 개
의 참조점을 가지는 경우에는 포괄참조점인 처소명사구 뒤에 ‘里’가 후행하는 경
향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목표물은 1차적 참조점과 쓰일 때 가장 뚜렷하고 분명하게 청자에게 목표물의
위치를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1차적 참조점이 발화에 나타나지 않고 포괄참조점
으로 목표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목표물의 위치에 대해 가능한 ‘범위 한
정’을 함으로써 목표물의 위치를 설명하는데 한층 더 접근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경우 포괄참조점 뒤에 나타나는 ‘里’는 ‘공간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里’
의 어휘적 의미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里’는 문장에서 사건의
장소의미역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후치사로도 볼 수 있다. 따라
서 본고에서는 이 경우의 ‘里’는 방위사와 후치사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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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3 ‘공간 한정’에서 ‘시간 한정’으로의 영역교체
장소명사가 직장을 나타내는 경우 장소명사 뒤에는 ‘里’가 후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장소명사가 ‘과거의 직장’을 나타내는 경우

‘里’를 후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4) 가. 以前我在医院里工作，同他只不过是医生与病人的一般关系。
예전에 내가 병원에서 일할 때 그와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 불과하다.
나. 原来在公司里做市场经理的李锐如今开了一家小小的音像制品店。
원래 회사에서 시장경리를 하던 李锐는 지금 작은 음향제품을 파는
가게를 하고 있다.
다. 9年前, 我还在工厂里当临时工, 现在, 我自己也成了老板!
9년 전 나는 공장에서 임시공으로 일했지만 현재는 사장이 되었다.

(14가~다)를 보면 이때 ‘里’는 각각 ‘医院’, ‘公司’, ‘工厂’ 등 직장을 나타내는 장
소명사 뒤에 후행하고 있다. 따라서 통사⋅의미적 측면에서 봤을 때 ‘里’는 ‘안’이
라는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단순하게 장소의미역을 이끌
어 내는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앞서 ‘里’의 출현제약을 분석함에 있어
서 이는 ‘里’가 ‘공간 한정’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데서 과거라는 ‘시간 한정’을
나타내는 시간 영역으로의 은유가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그렇다면 이때 ‘里’는

‘범위 한정’이라는 어휘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실사로서의 기능이 아직 남
아 있다 볼 수 있다. 동시에 ‘里’는 또 전치사구와 핵어인 동사를 연결시켜 주는 연
결항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연계자로 보고 후치사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
서는 이 경우의 ‘里’를 방위사에서 후치사로 문법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7.5.1.4 공간의 활성화에 따른 ‘里’
‘到+처소명사구’가 도착공간을 가리키는 경우 ‘里’의 후행여부는 자유롭지만 한
점(点)으로서의 도착지를 나타내는 경우 장소명사 뒤에 ‘里’가 후행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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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 她们两人走到教室(*教室里)时，看见林文彦正站在她们教室外面。
그녀들은 걸어서 교실에 도착할 때, 林文彦이 그녀들 교실 밖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나. 他走到教室里(教室), 教室里只有两个人。
그가 교실에 도착했을 때 교실에는 두 사람만 있었다.

우선 (15가)를 보면 ‘그녀들이 교실에 도착할 때’는 ‘교실 안’이 아닌 ‘교실 입구’
를 가리키는 경우로 봐야 한다. 왜냐하면 후행절 ‘看见林文彦正站在她们教室外面’
를 통해 ‘走到教室’가 ‘교실에 도착하는 한 점’을 지시함을 알 수 있다. 보다시피
이 경우 ‘教室里’가 쓰이면 비문이 되는데 이를 통해 이 경우의 ‘里’는 ‘안’이라는
어휘적 의미가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방위사로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15나)의 경우 우리는 후행절 ‘教室里只有两个人’을 통해 선행절의 ‘走
到教室’가 ‘교실 안’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里’의 후행여부가 자유로운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里’는 장소의미역을 나타내는 후치사로 볼 수 있
으며 ‘到’와 함께 환치사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里’가 후행함으로 인해 공간이 활성화되는 경우는 앞서 ‘到+처소명사
구’구문을 제외하고도 ‘往+처소명사구+V’구문에서도 나타난다. ‘往+처소명사구

+V’구문에서 V의 위치에 이동동사가 쓰이고 처소명사구가 단지 이동의 방향만 나
타내는 경우에는 처소명사구 뒤에 ‘里’가 후행하지 않지만 처소명사구가 그 공간
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처소명사구 뒤에 ‘里’가 후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6) 가. 她咕哝着抱怨，心不甘，情不愿地提起行李往房间走。
그녀는 불평을 토로하며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짐을 들고 방을 향해
걸어갔다.
나. 我们自然就都一笑，往办公室涌去。
우리는 자연스럽게 웃고 난 후 사무실을 향해 몰려갔다.
다. 她咕哝着抱怨，心不甘，情不愿地提起行李往房间里走。
그녀는 불평을 토로하며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짐을 들고 방으로 들
어갔다.
라. 我们自然就都一笑，往办公室里涌去。
우리는 자연스럽게 웃고 난 후 사무실로 몰려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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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16가~나)는 처소명사구 뒤에 ‘里’가 후행하지 않는 경우이고 (16다~
라)는 처소명사구 뒤에 ‘里’가 후행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의미면에
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16가)와 (16나)를 보면 행위자

‘她’, ‘我们’이 각각 ‘房间’, ‘办公室’를 향해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
고 이들 행위자가 ‘房间’, ‘办公室’에 도착했는지 여부는 이 발화를 통해 알 수 없
다. 다음은 (16다)와 (16라)를 살펴보기로 하자. 여기서 행위자 ‘她’, ‘我们’은 각각

‘房间’, ‘办公室’의 ‘공간 안’으로 이동한 것을 의미한다. 즉 (16가)와 (16나)는 단지
처소명사구가 이동의 방향만을 나타내고 그 장소에 도달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
만 (16다)와 (16라)에서는 처소명사구가 가리키는 장소로 이동했음을 나타낸다. 따
라서 후자의 경우는 처소명사구가 가리키는 공간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V의 위치에 看류동사가 쓰이는 경우에도 행위자의 이동
은 아니지만 행위자 시선의 이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동동사가 쓰이는 경우와 아
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17) 가. 他俩透过关闭着的窗子往厨房瞅了瞅。
그 두 사람은 닫힌 창문을 통해 주방으로 힐끔 쳐다보았다.
나. 她往房间扫视了一遍, 墙上那个长方形的物体是一幅叫做罗丝⋅麦德的
油画。
그녀는 방으로 한번 훑어보았는데 벽에 사각형 물체는 罗丝⋅麦德라
는 유화이다.
다. 他俩透过关闭着的窗子往厨房里瞅了瞅。
그 두 사람은 닫힌 창문을 통해 주방으로 힐끔 쳐다보았다.
라. 她往房间里扫视了一遍，墙上那个长方形的物体是一幅叫做罗丝⋅麦
德的油画。
그녀는 방으로 한번 훑어보았는데 벽에 사각형 물체는 罗丝⋅麦德라
는 유화이다.

보다시피 (17가~라)에서 (17가~나)는 처소명사구 뒤에 ‘里’가 후행하지 않고 처
소명사구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이고 (17다~라)는 처소명사구 뒤에 ‘里’가 후행하여
쓰이는 경우이다. 이들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전자의 경우 ‘厨房’, ‘房间’ 등은 각각
행위자인 ‘他俩’와 ‘她’의 시선이 이동한 장소로 볼 수 있으며 이때 ‘厨房’, ‘房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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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공간’은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와 반면에 후자의 경우 ‘厨房’, ‘房间’ 등은 각
각 ‘他俩’와 ‘她’의 시선이 이동한 종점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시선이 ‘厨房’, ‘房
间’ 등의 ‘안’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후자의 경우에는 ‘厨房’, ‘房间’의

‘공간’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이상 (16가~나)와 (17가~나)의 경우 ‘往’이 방향의미역을 이끈다면 (16다~라)와

(17다~라)의 경우는 ‘往…里’가 장소의미역을 이끄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여
기서 장소의미역을 나타내는 ‘里’는 ‘공간 안’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어휘적 의
미도 지니고 있고 또 도착지를 나타내는 통사적 기능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으
로 보아 방위사에서 부치사로의 문법화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往+처소명사구+V’구문에서 V의 위치에 대부분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쓰이지
만 경우에 따라 완료를 나타내는 자세동사나 배치동사가 쓰이기도 한다. 이때 자
세동사는 순간적인 동작실현을 나타내는데 자세동작을 하기 위해 앞서 이동과정
을 함축한다고 생각한다.

(18) 가. 朱丽叶冲出人群, 跷着二郎腿往客厅里一坐, “有茶没有？”
줄리엣은 사람들 속에서 나와 다리를 꼬고 거실에 앉은 후 “차 있나
요?”라고 물었다.
나. 说这个家伙教古诗，一不要学生抄，二不要学生背，学什么学呵！两
手空空地往教室里一站，是不是来骗钱的。
이놈이 고시 가르치는 것을 말하자면 학생들에게 쓰라고 하지 않고
외우도록 하지 않으니 학생들이 뭘 배우겠어, 빈손으로 교실에 서면
사기 치는 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보다시피 (18가~나)는 ‘往+처소명사구+V’구문으로 V의 자리에 자세동사 ‘坐’,

‘站’ 등이 쓰이고 있으며 처소명사구 뒤에는 ‘里’가 후행하고 있다. 이때 만약 ‘里’
가 후행하지 않으면 문장은 비문이 된다. 우선 (18가)를 보면 행위자인 ‘朱丽叶’가
어떠한 장소에서 ‘客厅’으로 이동해서 ‘坐’의 동작을 실현하여 동작이 완료된 상태
를 나타낸다. 따라서 여기서 처소사 ‘客厅’은 행위자가 이동된 장소로 볼 수 있다.
원래 ‘往+처소명사구+V’구문의 경우 처소명사구가 ‘里’를 후행하면 처소명사구가
지시하는 장소로 이미 이동했음을 나타내고 V의 위치에 이동동사가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자세동사가 완료형으로 쓰이는 경우에도 처소명사구가 ‘里’를 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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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이동대상이 그 장소로 이동되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
나)를 계속해서 보면 ‘这个家伙’가 어떠한 장소에서 ‘教室’로 이동한 후 ‘教室’의
한 위치에 ‘站’의 동작을 실현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역시 ‘教室’는 행위자가 이동
된 장소로 해석할 수 있다. 즉 (18가~나)를 보면 자세동사의 완료형은 모두 행위자
가 처소사가 가리키는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을 함축하고 있으며 그 장소가 이동의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배치동사가 쓰인 예문을 계속해서 보기로 한다.

(19) 가. 我把买来的衣服赶紧往房间里藏了起来, 然后就出门了。
나는 쇼핑한 옷을 금방 방에다 감춰 놓고 밖으로 나갔다.
나. 小玲把雉鸡往厨房里一放,

道：“晚上我自己来烤，把鸡毛替我好好拔

下留着。”
소령이는 꿩을 주방에 놓고는 “저녁에 내가 구워 줄 테니 털이나 잘
뽑아 놔.”

(19가~나)는 보다시피 ‘往+처소명사구+V’구문에서 V의 위치에 ‘藏’, ‘放’ 등 배
치동사의 완료형이 쓰이고 있고 처소명사구 뒤에는 ‘里’가 후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가)를 보면 ‘내가 쇼핑한 옷을 방에 감춰 놓다’라는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
고 (19나)를 보면 ‘소령이가 꿩을 주방에 놓는’ 동작을 실현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把자문의 특성상 행위자는 피위자를 처치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
으로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房间’, ‘厨房’ 등은 각각
발화의 대상인 ‘衣服’, ‘雉鸡’ 등이 이동할 방향이 아닌 이미 이동된 장소로 볼 수
있다.
이상 (18가~나)와 (19가~나)에서 ‘往…里’는 장소의미역을 이끄는 환치사로 볼
수 있으며 그중 ‘里’는 각 문장에서 장소의 ‘안’을 가리키고 있다. 왜냐하면 ‘里’가
후행하지 않으면 (18가~나)와 (19가~나)는 모두 비문이 되는데 그것은 처소명사구
가 ‘里’의 후행 없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이동의 방향만 나타내고 또 뒤에 동사
는 반드시 이동동사가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18가~나)와 (19가~나)를 보면 ‘客
厅’, ‘教室’와 ‘房间’, ‘厨房’ 등은 문장에서 사건의 이동된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때
모두 공간이 현저화되기 때문에 ‘里’의 어휘적 의미가 아직 남아 있다 볼 수 있다.
하지만 ‘里’는 보다시피 ‘往’과 함께 각 문장에서 장소의미역을 이끄는 통사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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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방위사에서 후치사로의 문법화과정에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7.5.2 후치사 ‘里’
7.5.2.1 공간에 대한 인간의 인지와 존재대상의 [±자주성] 여부
주어가 [+유생성]인지 아니면 [-유생성]인지에 따라 장소명사 뒤 ‘里’의 후행여
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한다.

(20) 가. 孩子们都在教室(里)。
아이들은 모두 교실에 있다.
나. 他每天都在图书馆(里)。
그는 매일 도서관에 있다.
다. 小猫在客厅里(?客厅)。
고양이가 거실에 있다.
라. 钱包在公司里(?公司), 你在这里等我，我马上去拿。
지갑은 회사에 있어, 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내가 금방 가서 가져
올게.

(20가~나)는 보다시피 주어가 각각 ‘孩子们’, ‘他’ 등으로 [+human]을 띠고 있다.
이와 달리 (20다~라)는 주어가 ‘小猫’, ‘钱包’ 등으로 모두 [-human]을 띤다. 이들 발
화를 살펴보면 주어가 [+유생성]인 경우에 그가 위치하는 장소를 나타낼 때 장소
명사는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고 뒤에 ‘里’를 후행하여 쓰일 수도 있지만 주어가

[-human]인 경우에는 그 사물이 위치해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 장소명사는 흔
히 ‘里’를 후행해서 쓰임을 볼 수 있다. 인지언어학에 따르면 인간 언어의 구조는
인간의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인간이 어떤 공간을
장소로 인지할 때 사람이 그 장소에 위치해 있는 경우 쉽게 공간으로 인지하지만
사람이 아닌 사물이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장소명사 뒤에 ‘里’를 후행함으로써 공
간성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里’는 장소의미역을 이끄는 후
치사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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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인간이 어떤 장소에 존재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장소명사 뒤에 ‘里’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문을 보기로 하자.

(21) 가. 抓来的人都关在一个大货仓里。
잡혀 온 사람은 모두 큰 화물창고 안에 갇혀 있다.
나. 当时我们被锁在宿舍里, 隔着窗什么也看不到。
당시 우리는 기숙사에 갇혀 있어서 창문을 사이에 두고 아무것도 보
이지 않았다.
다. 宾馆发生火灾，许多旅客被困在房间里。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투숙객들이 방안에 갇혔다.

(21가~다)는 보다시피 주어의 위치에 유정물이 나타나지만 존재 장소로 쓰이는
장소명사 뒤에는 ‘里’가 후행함을 볼 수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주어인 유정물이
모두 자신의 자주적인 의지가 아닌 피동에 의해 존재 장소에 위치해 있는 상태라
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21가)를 보면 ‘大货仓’은 ‘抓来的人’이 존
재하는 장소이고 ‘抓来的人’은 스스로 자신의 의지에 의해 ‘大货仓’에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갇힌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21나)는 ‘我们’이 ‘宿舍’에
존재하는 것은 ‘我们’이 자주적인 의지에 의해 그 장소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宿舍’에 갇혀 있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21다)는 ‘旅客’가 ‘房间’
에 위치하는 것은 사실이나 화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房间’에 머무르게 된 경우
로서 자주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존재대상이 유정물이라 할지라도
비자주적인 상태로 존재 장소에 존재하는 경우, ‘在+장소명사’ 뒤에는 흔히 ‘里’가
후행한다.
그렇다면 다음은 유정물이 아닌 무정물이 비자주적으로 존재장소에 위치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이때 발화에서 술어(핵어)의 위치에는 다음과 같이
배치동사가 흔히 쓰인다.

(22) 가. 王会计已在办公室里摆好了茶和瓜子。
왕회계는 이미 사무실에다 차와 해바라기씨를 차려놓았다.
나. 我买了阳春面，放在厨房里了，你快去吃吧！
내가 면을 사서 주방에 놓았으니 빨리 가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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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除了白沙发还买了浅色地毯, 铺在客厅里。
흰색 소파를 제외하고도 연한 색 카펫을 사서 거실에 깔아 놓았다.

우선 (22가)를 보면 ‘办公室’라는 장소에 존재하는 대상은 ‘茶和瓜子’이고 행위
자 ‘王会计’가 ‘办公室’에 있는지 여부는 문장에서 관심밖에 있으며 행위자는 대상

‘茶和瓜子’에 동력을 가함으로써 ‘办公室’에 위치하게끔 한다. (22나)에서 ‘厨房’은
‘阳春面’이 존재하는 장소이고 ‘阳春面’이 ‘厨房’에 위치하게 된 것은 행위자 ‘我’
의 힘에 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22다)에서 ‘浅色地毯’은 ‘客厅’에 존재하고 있는
데 이 또한 유정물에 의해 ‘客厅’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들의 공통
점은 존재 대상과 존재 장소의 관계가 존재 대상 스스로의 자주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자에 의해 그 장소에 위치하게 된 결과를 말해 준다. 이 경
우 ‘里’ 또한 전치사 ‘在’와 함께 문장에서 장소의미역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기 때
문에 후치사로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주 특이한 것은 刘丹青(2003: 196)에 따르면 오(吴)방언에서 후치사

‘里’는 통사적 강제성이 표준어보다 크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표준어에서 유정물
이 자주적인 상태로 장소에 위치해 있는 경우 생략 가능한 ‘教室里’, ‘学校里’, ‘图
书馆里’ 등의 ‘里’를 오방언에서는 생략할 수 없다고 하였다.93) 반면 표준어의 전
치사 ‘在’에 해당되는 오방언의 전치사 ‘辣’는 오히려 생략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고 하였다. 이는 오방언에서 후치사 ‘里’가 표준어의 ‘在’에 해당되는 부치사의 역
할을 하고 있으며 문장에서 단독으로 의미역을 이끌어 내는 격표지의 기능을 담당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오방언이 표준어보다 SOV어순유형의 특징
을 더 많이 지니고 있는 언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v+到+장소명사’구문에서 이동대상이 유정물인 경우 장소명사는 뒤에

‘里’의 후행여부가 자유롭지만 무정물인 경우 장소명사는 뒤에 ‘里’를 후행하는 경
향이 강하다.

93) 刘丹青(2003: 196)에서는 현대중국어 표준어에서 방위사를 생략할 수도 있고 부가할 수도
있는 처소류 일반명사의 경우 예를 들면 “在学校(里)／教室(里)／图书馆(里)／剧场(里)／
邮局(里)／单位(里)／公司(里)／公园(里)／广场(上)／陆地(上)／海洋(上／里)／天空(中)” 등
이 있으며 오어에는 방위후치사를 모두 생략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오어에서 방위전
치사를 수시로 생략하는 현상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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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 在一个宁静温暖的早晨，一封信送到医院里(?医院)。
조용하고 따뜻한 어느 날 아침, 편지 한통이 병원으로 배달되었다.
나. 母亲忙完了，就把熨斗放到厨房里(?厨房)，然后又在厨房的水池子里
洗着什么。
엄마는 바쁜 일이 끝난 후 다리미를 주방으로 가져다 놓고 싱크대에
서 무언가를 씻었다.
다. 牌子不让挂在门口，摆到办公室里(?办公室)行不行?
간판은 입구에 걸지 못하게 하니 사무실에다 진열해 놓으면 안 될까
요?

(23가)의 이동대상은 ‘一封信’이고 이동장소는 ‘医院’이다. 그리고 이때 대상을
이동시키는 동작주는 문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맥을 통해 ‘우체부’
라는 유정물임을 추측할 수 있다. 다음은 (23나)에서 이동대상은 ‘熨斗’이고 동작
주는 ‘母亲’이며 이동장소는 ‘厨房’이다. 마지막으로 (23다)에서 ‘牌子’는 이동대상
이고 ‘办公室’는 이동장소이며 이동시키는 동작주는 문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지
만 ‘办公室’와 관련된 사람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동대상이 모두
무정물이고 이동의 동작주는 모두 유정물이지만 동작주가 그 장소에 있는지 여부
는 관심밖에 있으며 이동장소 뒤에 ‘里’가 후행하는 경향이 단독으로 쓰일 때보다
발화가 자연스럽다는 점이다. 이는 앞서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어
떤 공간을 장소로 인지할 때 사람이 그 공간에 위치해 있는 경우 쉽게 장소로 인
지하지만 사람이 아닌 사물이 위치해 있는 경우에는 장소명사 뒤에 ‘里’를 후행함
으로써 장소의미역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이동대상의 비자
주성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장소명사에 후행하는 ‘里’는 도착지의 장소
의미역을 나타내는 후치사로 보고자 한다.

7.5.2.2 보유(Possession)가 아닌 존재(Existence)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
有자문에서 처소명사구가 존재물이 위치한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里’의 후
행여부가 비교적 자유롭지만 처소명사구가 ‘기관’의 의미로 NP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라면 ‘里’가 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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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 今天学校(学校里)有一万多学生。(今天学校开运动会)
오늘 학교에는 대략 만 여명에 달하는 학생이 있다.
나. 学校成立50周年, 目前学校(?学校里)有一万多学生。
학교는 설립한지 50주년이 되었는데 현재 학교에는 만여 명에 달하
는 학생이 있다.
다. 我们那个医院(里)有一大片苹果园，到了秋天，每家都会分到许多的苹
果。
우리 그 병원에는 넓은 사과밭이 있어 가을이 되면 가구당 많은 사
과를 수령할 수 있다.
라. 我们医院(?医院里)有妇产科方面的专家优势，这些专家每天都在出门
诊。
우리 병원은 산부인과 분야의 전문가 우세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
가들은 매일 진료를 하고 있다.

보다시피 (24가)와 (24다)의 경우 뒤에 처소명사구 ‘学校’, ‘医院’ 등 뒤에는 ‘里’
의 후행여부가 자유롭다. 이에 반해 (24나)와 (24라)는 ‘学校’, ‘医院’ 등 뒤에 ‘里’
가 후행하면 어색하거나 비문이 된다. 그렇다면 (24가)와 (24다), 그리고 (24나)와

(24라)에서 처소명사구가 나타내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전자의 경
우 ‘学生’, ‘苹果园’과 ‘学校’, ‘医院’의 관계는 ‘존재물’과 ‘존재물이 위치하는 장소’
의 관계이므로 ‘里’의 후행여부는 비교적 자유롭다. 이와 달리 후자의 경우 ‘学生’,

‘妇产科方面的专家优势’ 등과 ‘学校’, ‘医院’의 관계는 존재물이 위치한 장소를 나
타내는 것이 아니라 존재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기관’은 물체로서의 한 개체로 인지되기 때문에 공간성을 가지지 않는다. 따
라서 이 경우 ‘里’가 후행하면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소명사구가 존재물의 존재장소로 쓰이는 경우 처소
명사구는 뒤에 ‘里’의 후행여부가 자유롭다. 따라서 이때 ‘里’는 허사의 성격을 지
니고 있으며 또한 핵어(술어)와의 연결항 기능도 하기 때문에 처소격표지로 쓰이
는 후치사로 볼 것이다.

7.5.2.3 존재장소 의미역을 나타내는 ‘里’
是존현문에서 처소명사구 뒤에는 ‘里’가 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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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 처소명사구가 ‘里’의 후행 없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是’ 앞에
는 부사 ‘全／都’가 놓이는 것이 특징이다.

(25) 가. 她的房间(里)全是这八年来他送给她的东西。
그녀의 방에는 몽땅 지난 8년간 그한테서 받은 물건들이다.
나. 没有冰箱, 厨房里(?房间)是吃剩的干馒头和几包方便面。
냉장고는 없었고 주방에는 먹다 남은 찐빵과 라면 몇 봉지가 있었다.
다. 马卢打开保温盖，刹时，办公室都是(?办公室是)人参的香气。
马卢가 보온뚜껑을 여니 삽시간에 사무실은 인삼의 향기로 가득했다.

보다시피 (25가)는 부사 ‘全’이 쓰이는 경우 처소명사구 뒤에 ‘里’의 후행여부는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5나)는 ‘是’ 앞에 부사 ‘全／都’가 놓이지 않
는 경우 처소명사구 뒤에 ‘里’가 후행하는 경우이며 (25다)는 부사 ‘都’가 ‘是’ 앞에
출현하는 경우 처소명사구 뒤에 ‘里’가 후행하지 않고 있다. 우선 (25가)를 보면

‘是’ 앞에 부사 ‘全’이 쓰임으로 인해 존재물 ‘这八年来他送给她的东西’가 존재 장
소인 ‘她的房间’에 가득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25나)에서는 ‘주방에 찐빵과 라면
외에도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관찰자의 시야에는 찐빵과 라면만 시야에 들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때는 ‘처소사가 나타내는 장소에 존재물 NP 외에도
다른 물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NP에만 관찰자의 초점이 놓여 현저성을
띠게 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25다)의 경우 부사 ‘都’는 ‘사무실에 인삼의 향
기가 가득한’ 상황을 나타낸다. 즉 발화에서는 출현하지 않았지만 ‘사무실’에서 다
른 냄새와 비교했을 때 ‘人参的香气’가 가장 현저성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즉 이들의 공통점은 주어로 쓰이는 처소명사구가 모두 뒤에 출현하는 존재물
의 존재장소를 나타내며 그 존재물이 존재장소에서 현저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25가)와 같이 ‘里’의 후행여부가 비교적 자유로운 경우에는

‘里’는 장소의미역을 이끌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핵어 ‘是’와의 연결항의 역
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후치사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25나)의 경우는 ‘里’가 반
드시 후행해야 하며 이때 ‘里’가 후행하지 않으면 비문이 되는데 왜냐하면 일반

‘是’자문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처소명사구는
반드시 ‘里’를 후행해야 장소의미역을 나타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 ‘里’는 장
소의미역을 이끄는 후치사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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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 개념화자(Conceptualizer)에 따른 공간 인지도
앞서 3장에서 언급한바 있다시피 ‘到+장소명사+来／去’구문에서 ‘去’가 놓일 때

‘来’에 비해 장소명사가 뒤에 ‘里’를 더 많이 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가. 他到厨房里去弄好早餐, 她依然未醒。
그는 주방에 가서 아침식사를 준비했는데 그녀는 아직 일어나지 않
았다.
나. 你嘴巴嘀咕些什么, 没事到厨房来帮我吧。
너는 뭐라고 중얼거리니, 하는 일 없으면 주방에 와서 나 좀 도와줘.
다. 有一天中午, 她到学校里去找自己的小儿子。
어느 날 정오시간에 그녀는 학교에 가서 작은아들을 찾았다.
라. 不是和你说过，不要随便到学校来找我吗！”
너한테 얘기했잖아, 아무 때나 학교에 와서 날 찾지 말라고.

(26가)와 (26다)는 ‘到+장소명사’ 뒤에 방향보어 ‘去’가 쓰이는 경우이고 (26나)
와 (26라)는 ‘到+장소명사’ 뒤에 방향보어 ‘来’가 나타나는 구문이다. 전자의 경우
보다시피 장소명사 뒤에 ‘里’가 후행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는 보다시피 장소명사
가 단독으로 쓰이고 있다. 박정구(1997)에서는 ‘到+명사구+来／去’구문의 ‘來’와

‘去’는 방향보어로서 방향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데 화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
을 하면 ‘來’를, 제3의 위치를 향해서 이동한다면 ‘去’를 부가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26가)와 (26다)에서 ‘他’, ‘她’는 각각 ‘厨房’, ‘学校’ 등 장소로 이동하였는
데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화자와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화자가 그 장소에 위치해 있는 경우 쉽게 공간으로 인지하지만 신체경험을 바탕으
로 하는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볼 때 화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는 화자가 직
접 체험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공간으로 인지하는데 있어서 전자에 비해 상대적
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里’를 후행함으로써 장소의미역을 부여하
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26나)와 (26라)에서 ‘厨房’, ‘学校’ 등은 문맥을 통해 화자
가 존재하는 장소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화자가 그 장소에 위치해 있기 때
문에 쉽게 공간으로 인지한다.
위 논의를 바탕으로 뒤에 방향보어 ‘来’가 나타나는 (26나), (26라)의 경우에는

(26가), (26다)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里’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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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어 ‘去’가 나타나는 (26가), (26다)에서는 상대적으로 ‘里’를 후행하는 경향이 높
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26가), (26다)에서와 같이 처소명사구 뒤에 쓰이는

‘里’는 장소의미역을 나타내는 후치사로 볼 수 있으며 ‘到’와 함께 문장에서 환치
사구조를 이루어 도착지를 나타내는 격 표지로 보고자 한다.

7.5.2.5 조기직접성분(Early Immediate Constituent) 확인원리
다음은 ‘在+장소명사’로 된 개사구가 동사 앞에 출현하는 경우로 이때 장소명사
앞에 수식어가 많이 놓일수록 장소명사는 ‘里’를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27) 가. 孩子们在一间教室(里)上课。
아이들은 교실에서 수업한다.
나. 孩子们在一间非常简陋的教室里(?教室)上课。
아이들은 아주 누추한 교실에서 수업한다.
다. 孩子们在一间连黑板都没有的非常简陋的教室里(??教室)上课。
아이들은 칠판조차 없는 아주 누추한 교실에서 수업한다.

(27가)를 보면 이때 ‘教室’ 뒤에 ‘里’의 후행여부는 비교적 자유롭다. 하지만 (27
나)를 보면 ‘教室’ 앞에 형용사구 ‘非常简陋’라는 수식어가 놓이는 경우로 이때 뒤
에 ‘里’가 후행하는 경우가 후행하지 않는 경우보다 문장이 자연스럽다. 계속해서

(27다)를 보면 ‘教室’ 앞에 수식어로 주술구 ‘连黑板都没有’와 형용사구 ‘非常简陋’
가 놓이는 경우로 (27나)보다 수식어가 한 개 더 늘어난 경우이다. 따라서 이 경우
에는 보다시피 ‘里’의 후행이 더 강제성을 띠게 된다. ‘教室’ 앞에 수식어가 놓이는
경우 ‘教室’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보다 물체성이 강해진다. 따라서 장소성을 나타내
기 위해 ‘里’가 후행하게 되며 ‘里’가 후행함으로 인해 ‘在…里’ 안에 놓이는 NP가

‘在’가 이끄는 처소명사구라는 것을 빨리 확인할 수 있다. 이는 Hawkins(1994)의 조
기직접성분(Early Immediate Constituent) 원리에도 잘 부합되기도 한다. 조기직접성
분 원리는 성분확인역(Constituent Recognition Domain) 내에서 직접성분 간의 관계
를 일찍 확인하려는 기제를 말하는데 이 원리에 근거하여 (27다)를 분석해본다면

‘在’가 이끄는 ‘NP’가 짧을수록 즉 ‘在’와 가깝게 위치해 있을수록 이상적인 전치
사구가 될 수 있는데 (27다)는 보다시피 ‘NP’인 ‘教室’ 앞에 ‘连黑板都没有’, ‘非常

- 257 -

현대중국어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 연구

简陋’ 등과 같은 여러 수식어가 놓이고 있다. 따라서 이는 ‘在’과 ‘教室’가 전치사
구를 이루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다. 또한 [P-NP]-V구조에서 NP의 길이가 너
무 길면 전치사구의 전체 역을 확인하는데 장애가 커질 뿐만 아니라 NP와 V 간에
연결항 기능을 하는 부치사가 없기 때문에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볼 때 불안한
문장구조가 된다. 따라서 이때 후치사 ‘里’를 후행함으로써 장소의미역을 최대한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또한 동사구와의 연결항 기능도
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在+장소명사’로 된 개사구가 동사 뒤에 출현하는 경우에도 장소명사 앞에 한정
어가 많이 놓이면 그 장소명사는 ‘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다.

(28) 가. 他生病住在医院(医院里)。
그는 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다.
나. 他生病住在一家专治肿瘤的医院里(?医院)。
그는 병에 걸려 종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
다. 他生病住在一家离单位不远的专治肿瘤的医院里(??医院)。
그는 병에 걸려 회사에서 멀지 않은 종양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
원에 입원해 있다.
라. 他生病住在一家离单位不远而且环境比较好的专治肿瘤的医院里(*医
院)。
그는 병에 걸려 회사에서 멀지 않고 환경이 비교적 좋은 종양을 전
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에 입원해 있다.

(28가)를 보면 이때 장소명사 ‘医院’은 뒤에 ‘里’의 후행여부가 자유롭다. 하지만
(28나)에서 (28라)로 갈수록 ‘医院’ 앞에 수식어가 많이 놓이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에 정비례되는 것은 ‘医院’이 ‘里’를 후행하는 경향이 강해져 (28라)에 이르러서
는 ‘里’가 후행하지 않으면 완전한 비문이 됨을 볼 수 있다. 이 또한 Hawkins(1994)
의 조기직접성분 원리에 부합되는 좋은 예문으로 볼 수 있다. 조기직접성분 원리
에 근거하여 (28라)를 분석해본다면 ‘在’가 이끄는 ‘NP’가 짧을수록 좋은데 (28라)
는 보다시피 ‘NP’인 ‘医院’ 앞에 ‘离单位不远’, ‘而且环境比较好’, ‘专治肿瘤’ 등과
같은 여러 수식어가 놓이고 있다. 따라서 이는 ‘在’과 ‘医院’이 전치사구를 이루는
데 장애요소가 된다. 따라서 이 경우 후치사 ‘里’를 후행함으로써 장소의미역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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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里’는 ‘在’와 함께 NP의 앞뒤에 쓰이면서 문장
에서 장소의미역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므로 격표지로 보고자 한다.

7.5.2.6 언어 경제성(Economy)의 원리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항상성과 임시성에 관한 문제에 늘 봉착하게 되며 이는 인
간의 생활을 반영하는 언어에도 반영이 되어 우리들의 발화에 그 흔적을 남기게
된다. 만약 사건발생장소로 쓰이는 장소명사와 핵어인 동사 간에 ‘常规关系’(일상
적인 대응관계)를 가지는 경우 ‘里’가 후행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고 반면에 일상적
인 대응관계가 아니라 임시적인 관계라면 장소명사는 뒤에 ‘里’를 후행하는 경향
이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9) 가. 星期五的晚上一个人在办公室加班, 真的有点悲凉。
금요일 저녁 혼자 사무실에서 야근하니 정말 신세가 처량하다.
나. 他的太太一边在厨房做饭, 一边还里里外外照顾着来往的顾客。
그의 부인은 주방에서 밥하면서 또 한편으로 손님들을 챙기고 있다.
다. 今天外面下雨，孩子们只好在教室里(?教室)上了体育课。
오늘은 비가 와서 아이들은 할 수없이 교실에서 체육수업을 했다.
라. 我朋友有辆电动车，没电，要在饭店里(?饭店)充电，饭店就是不肯。
내 친구의 전동차가 배터리가 없어 식당에서 충전하려고 했지만 거
절당했다.

(29가)를 보면 사건의 장소로 쓰이는 ‘办公室’와 ‘加班’은 일상적인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고 (29나) 역시 사건의 장소인 ‘厨房’과 술어로 쓰이는 ‘做饭’은 일상적인
대응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일상적인 대응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인 체험 또는 간적접인 경험을 통해 얻은 결과이다. 계속해서

(29다)를 보면 ‘체육수업은 일반적으로 운동장이나 체육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때 ‘教室’와 ‘上了体育课’의 관계는 우리의 인지 속에 일상적인 대응관계로 볼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29라) 역시 ‘饭店’과 ‘电动车充电’의 관계는 일상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일상적인 대응관계를 가지는
현상에 대해 발화 시 가능한 언어경제성의 원칙에 부합되게 최대한 짧게 얘기하고
자 한다. 따라서 이 경우 ‘里’는 쉽게 생략되지만 목표물과 참조물 사이에 임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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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니는 관계에 대해서는 가능한 청자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장소명사 뒤
에 ‘里’를 후행함으로서 그 사건발생 장소에 대해 강조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때 ‘里’는 또한 전치사구와 핵어 사이에 위치해 연결항의 기능도 담
당하기 때문에 후치사로 보며 ‘在’와 함께 장소의미역을 이끄는 격표지로 보고자
한다.

7.5.2.7 개념(Concept)과 구체적인 장소
발화에서 처소명사구가 지시성(referentiality)을 띠는 경우에는 뒤에 ‘里’의 후행
여부가 비교적 자유롭지만 비지시성(nonreferentiality)을 지니는 경우에는 처소명사
구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향이 강하다.

(30) 가. 女人每天在办公室(?办公室里)工作十几个小时以上, 回家还要做饭照顾
孩子。
여성들은 매일 사무실에서 10여 시간 일하고 집에 와서는 또 밥 하
고 아이를 돌봐야 한다.
나. 手术后病人在医院(?医院里)观察一个晚上后即可回家。
수술이 끝난 후 환자들은 병원에서 하룻밤 관찰한 후 집에 갈 수 있다.
다. 小张今天在办公室(里)工作了12个小时。
장씨는 오늘 사무실에서 12시간 일했다.
라. 我们在医院(里)守候了三个小时，一直不见婴儿的生父及奶奶出现。
우리는 병원에서 3시간 동안 기다렸지만 아기의 생부와 할머니는 나
타나지 않았다.

(30가~나)를 보면 여기서 ‘办公室’, ‘医院’ 등은 특정한 또는 구체적인 ‘사무실’과
‘병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총칭(generic)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30다~라)에서 ‘办公室’, ‘医院’은 각각 ‘장씨가 근무하는 사무
실’, ‘행위주인 우리가 위치한 병원’을 가리키고 있어서 이때 ‘办公室’, ‘医院’ 등은
한정적이고 지시적이다. 보다시피 (30가~나)에서 ‘총칭’의 개념으로 쓰인 장소명사
의 경우 뒤에 ‘里’가 후행하면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색하다. 이에 반해 (30다~라)와
같이 장소명사가 지시성을 띠고 있는 경우에는 장소명사 뒤에 ‘里’의 후행이 자유
로운 것을 볼 수 있다. ‘총칭’은 개념적인 층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체적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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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 장소의미역을 이끄는 부치사 ‘里’의 후행은
문장의 어색함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30다~라)와 같이 ‘办公室’, ‘医院’
등이 발화에서 각각 사건발생의 장소로 쓰이는 경우에는 ‘里’가 물론 후행할 수 있
으며 이때 ‘里’는 후치사로서 전치사‘在’와 함께 문장에서 장소의미역을 이끌어 내
는 기능을 담당한다.

7.5.2.8 ‘在’의 진행상 표지(Progressive marker) 제거
‘在+장소명사’가 위치이동동사 앞에 놓이는 경우 정태지속동사 앞에 놓일 때보
다 상대적으로 ‘里’를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31) 가. 他从椅子上立起身来，在房间里走来走去。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방안에서 왔다갔다 하였다.
나. 陆清放下揉皱了的薄纸，背着手在办公室里踱了一个小时。
陆清은 구겨진 종이를 놓고 뒷짐을 지고 사무실에서 한 시간 거닐었다.
다. 他在房间看了一会儿书。
그는 방에서 한참동안 책을 보았다.
라. 我在客厅等了她一个小时。
나는 거실에서 그녀를 한 시간 기다렸다.

(31가~나)는 보다시피 ‘房间’, ‘办公室’ 등이 각각 위치이동동사 ‘走来走去’, ‘踱
了一个小时’ 등의 앞에 놓이면서 사건의 장소로 쓰이고 있다. (31다~라)에서는 ‘房
间’, ‘客厅’ 등이 ‘看’, ‘等’ 등 정태지속동사 앞에 놓여 사건의 장소를 나타낸다. 코
퍼스 검색결과 핵어의 위치에 위치이동장소가 놓이는 경우 ‘在’전치사구는 뒤에

‘里’를 흔히 후행함을 볼 수 있었고 이와 반대로 정태지속동사가 술어로 쓰이는 발
화에서는 전치사구가 ‘里’의 후행 없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
었다. ‘在’는 전치사의 용법 외에 또 진행상을 나타내는 문법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31가~라)에서 쓰이는 ‘在’는 진행상을 나타내는 상표지는 아닐까라는 의
문을 가지고 ‘在’가 과연 상표지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보기
로 하자. 우선 ‘在’가 만약 진행상 표지라면 완료형표지 ‘了’, 지속상 표지 ‘着’, 경
험상 표지 ‘过’ 등과 마찬가지로 동사의 바로 뒤에 출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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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라)를 보면 모두 ‘在’가 동사 의 앞에 위치해 있으며 명사구를 목적어로 이끌고
있다. 또한 (31나~라)를 보면 동사 뒤에 모두 완료를 나타내는 ‘了’가 출현하고 있
기 때문에 한 문장에서 진행과 완료를 나타내는 두 상표지가 올 수 없는 점을 고
려해 ‘在’는 전치사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다면 (31다~라)에서는 ‘在’가 단독
으로 장소의미역을 이끄는데 반해 (31가~나)에서는 ‘在’가 ‘里’와 함께 장소의미역
을 이끌고 있다. 또한 여기서 장소명사 뒤에 놓이는 ‘里’는 보다시피 어휘적 의미
가 사라지고 오직 문장에서 장소의미역을 이끌어 내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소격표지로 쓰이는 후치사로 보고자 한다.

7.5.2.9 연결항(Relator) 중간 원칙
‘V+到+장소명사’구문에서 동사의 위치에 자세동사가 쓰이는 경우에는 흔히 동
작주의 장소 도달만 나타내며 뒤에 ‘里’가 후행하지 않지만 후행절에서 또 그 장소
가 동작 발생의 장소로 쓰이는 경우 ‘里’가 후행함을 살펴볼 수 있었다.

(32) 가. 吃过饭，两人坐到客厅。
식사한 후 둘이는 거실로 와서 앉았다.
나. 大人们都坐到客厅里喝茶聊天去了，只有两个孩子傻傻地端坐在花
前。
어른들은 모두 거실로 가서 앉아서 차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데 두 아이는 우두커니 꽃 앞에 앉아 있다.
다. 那就这么定了吧，我收拾收拾就住到医院去。
그럼 이렇게 결정하자. 나는 짐을 정리해서 병원에 입원할게.
라. 还是想干脆住到医院里去看漂亮的护士小姐?
차라리 병원에 입원해서 예쁜 간호사들이나 볼까?

(32가)와 (32다)에서 ‘坐到客厅’, ‘住到医院’은 각각 동작주 ‘两人’, ‘我’가 실현하
는 동작으로서 동작주는 이 동작을 실현함으로 인해 사건이 종료된다. 이와 달리

(32나)와 (32라)에서 ‘坐到客厅’, ‘住到医院’ 등은 사건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客
厅’, ‘医院’ 등이 후행절의 사건 장소로 다시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32
가)와 (32나)를 비교하면 ‘동작주가 그 장소에 앉은 동작을 실현하는 것으로 사건
이 종료’되는 전자와는 달리 후자는 ‘동작주가 그 장소에 우선 앉는 동작을 실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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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그 장소에서 또 새로운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와 후자의 ‘장소’
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후행절에서 다시 장소가 활성화되는 (32나)와 (32
라)를 살펴보면 이 경우 ‘里’는 장소명사 뒤에 후행하면서 ‘到’와 함께 환치사구조
를 이루어 장소의미역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후행하는 동사구를 연결
시켜 주는 연결항의 기능을 함을 볼 수 있다.94)

7.5.2.10 일반명사에 후행하는 ‘里’
일반명사가 ‘在’와 ‘到’의 뒤에서 처소명사구의 역할을 하는 경우 앞서 보다시피
대부분 ‘里’를 후행한다. 일반명사의 경우 ‘里’를 후행해야만 장소의미역을 나타낼
수 있다. 앞서 3장에서 이미 언급한바 있듯이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인
간의 존재여부에 따라 공간성이 주어지는데 일반명사의 경우 대부분 사람이 존재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이를 물체로 인지하는데 그 이유
가 있다.
乔毅(1981)에서는 흔히 ‘里’와 같은 방위사 류에 속하는 단어들은 위치적으로 후
치사이며 구조적으로 볼 때 격조사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만약 ‘的’를 우리가 격조
사라고 여긴다면 ‘里’와 같은 방위사도 격조사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전제로 중국어
의 환치사구조(框式结构)는 전치사와 격조사로 이루어진 구조로 볼 수 있는데 예
를 들면 ‘在…上’, ‘在…下’, ‘在…中’, ‘在…里’ 등이 그러하다고 하였다. 그는 전치사

‘在’는 指向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교적 추상적인데 반해 격조사 ‘上’, ‘下’, ‘中’,
‘里’ 등이 나타내는 의미는 아주 구체적이며 또 많은 언어에서 전치사와 격조사는
같이 조합해서 쓰이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乔毅(1987)에서는 중국어와 핀란드어(芬兰语)를 비교함에 있어서 핀란드어의 내
격을 나타내는 어미 ‘-ssa’가 중국어의 ‘里’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94) 刘丹青(2003: 326)에 따르면 연결항 중간 원칙은 부치사 유형과 부치사구 위치를 제약하는
가장 효과적인 요인이다. 부치사 유형과 부치사구 위치가 다양한 중국어에서 연결항 중간
원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어순 유형의 역사적인 변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하
였다. 또한 연결항 중간 원칙은 새로운 부치사 유형이 나타나는 중요한 동인이라고 덧붙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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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가. talo-ssa (talo=房子)
房子-里 (in a house)
나. metsä-ssä (metsä=森林)
森林-里 (in the forest)

(33가)를 보면 ‘-ssa’가 중국어의 ‘里’에 해당되고 (33나)에서는 ‘-ssä’가 ‘里’에 해
당되는 것으로 나타내었는데 이 경우 앞의 명사의 모음동화작용으로 인해 ‘-ssa’가

‘-ssä’로 된 결과라고 하였다. 그는 또 핀란드어의 진입격(进入格)이 영어의 into, 중
국어의 ‘到…里’에 대응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34) talo-on
到-房子-里 (into the house)

(34)를 보다시피 여기서 진입격표지로 ‘-on’이 쓰이는데 이 경우 핀란드어에서는
전치사의 도움 없이 격표지가 후치사로만 나타낸다는 점에서 기타 독일어, 러시아
어, 중국어 등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그리고 속격을 나타내는 어미 ‘-n’의 경우에는
수식을 받는 명사의 앞에 놓인다. 예컨대

(35) Kalle-n auto
卡尔-的 汽车 (Kalle’s car)

(35)에서 보다시피 핀란드어의 속격어미 ‘-n’은 중국어의 속격표지 ‘的’에 해당되
고 또 영어의 ‘’s’에 해당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실상 핀란드어는 격조사가 모
두 후치사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한국어와 유형론적으로 비슷하다. 중국어의 ‘在…
里’는 한국어의 ‘-에’ 또는 ‘-에서’로, ‘到…里’는 ‘-으로’, 속격표지 ‘的’는 ‘-의’로 대
응된다.
다시 돌아와 중국어에서 일반명사가 장소의미역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뒤에 흔
히 ‘里’를 후행한다. 일반명사는 ‘里’를 후행하여 전치사 ‘在’와 같이 쓰여 환치사
로 된 ‘在…里’는 처소격을 나타낼 수 있고 ‘到…里’는 도착격을 나타낼 수 있다. 따
라서 일반명사가 문장에서 장소의미역을 이끌기 위해서는 우선 ‘里’를 후행하여
처소를 나타낼 수 있는 장소명사가 되고 다음으로 전치사 ‘在’, ‘到’, ‘往’ 등과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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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구조를 이루어 문장에 출현하기 때문에 이 경우 ‘里’ 역시 부치사로서 격표지
에 해당한다고 본다.

7.5.3 후치사와 접사(Affix)의 기능을 가진 ‘里’
7.5.3.1 1음절 장소명사가 ‘在’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현대중국어에서 단어는 2음절화 경향을 보인다. 앞서 살펴본 ‘屋’, ‘店’ 등과 같
은 1음절 장소명사는 동사 ‘在’의 목적어로 쓰일 때나 아니면 전치사 ‘在’의 목적
어로 쓰일 때를 막론하고 ‘里’를 후행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가령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36) 가. 进来，我在屋里。
들어와, 나 방에 있어.
나. 我因与他不熟，只独自坐在屋里。
나는 그와 익숙한 사이가 아니라 홀로 방에 앉아 있어.
다. 现在老板娘天天在店里。
요즘 여사장은 매일 가게에 있다.
라. 你们在店里吃完东西会打包吗?
너희들은 가게에서 식사한 후 남은 음식을 포장하니?

(36가)와 (36다)는 보다시피 ‘屋’와 ‘店’이 각각 동사 ‘在’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
우인데 이 경우 동사 ‘在’는 발화상황에 따라 하나의 필수논항을 가지거나 또는 두
개의 논항을 가지는 동사로 볼 수 있다. 필수논항은 존재 대상을 가리키고 나머지
논항은 존재 장소가 된다. ‘屋’와 ‘店’은 그 자체로도 존재장소로 쓰일 수 있는 명
사이다. 하지만 앞선 <표 3-3>을 통해 동사 ‘在’의 목적어로 나타날 때 ‘屋’의 경우

94%, ‘店’의 경우 96%가 뒤에 ‘里’가 후행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2음절로 쓰이는
厨房(44%), 客厅(36%) 등과 비교했을 때 ‘里’와 공기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는 1음절이 안정된 음보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어휘적
의미가 거의 사라지고 장소의미역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부치사 ‘里’가 항상 뒤에
후행하는 결과 접사로 문법화 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인다. 현대중국어에서 ‘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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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음절로 된 형태소 뒤에 붙어 ‘孩子’, ‘桌子’, ‘儿子’, ‘箱子’ 등 단어를 만드는데 이
때 접미사 ‘子’는 어휘적 의미가 없이 단지 명사를 만드는 접사로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 경우로 동사 ‘在’ 뒤에 쓰인 ‘屋里’, ‘店里’ 등에서 ‘里’도 원래는 장소의
미역을 이끌어 내는 후치사로 쓰이다가 1음절 형태소 뒤에 붙어서는 장소명사를
만드는 하나의 접사처럼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다음 예문에서는

‘屋里’, ‘店里’ 등이 전혀 공간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37) 가. 我们屋里老婆、汉子、大女人、小女人的事，姑娘也管不得。
우리 집에 할머니, 사내, 크고 작은 여인네들의 일은 아가씨도 상관
할 수 없어요.
나. 今天店里生意一般，但是今天挺开心的。
오늘 가게 장사는 보통이지만 그래도 즐거워요.
다. 店里顾客多半是乡下农民, 乡下不忙的时候他们才能过来买东西。
가게의 대부분 고객들은 시골농민이여서 한가할 때가 돼야 그들은
와서 물건을 사 간다.

보다시피 (37가~다)에서 ‘屋里’, ‘店里’ 등은 모두 구체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것
이 아니라 일반명사로서의 ‘집’, ‘가게’ 등 물체로서의 개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비슷한 1음절 장소명사로는 ‘屋里’, ‘店里’ 등을 제외하고도 ‘家里’, ‘厂里’, ‘河里’
등이 있다.
다음은 계속해서 ‘屋’와 ‘店’이 각각 전치사 ‘在’의 목적어로 쓰이는 (36나)와 (36
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보다시피 (36나)는 전치사구가 동사 뒤에 놓이는 경
우이고 (36라)는 전치사구가 동사 앞에 놓이는 경우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
전치사구가 동사 앞에 놓이든 동사 뒤에 놓이든지를 막론하고 뒤에 ‘里’를 후행하
는 빈도가 모두 97%를 웃돌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36나)에서 ‘屋’는 ‘在’에 의해

‘坐’의 장소의미역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때 뒤에 ‘里’가 후행한다. 앞서 살펴보았
듯이 ‘屋’의 경우 1음절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음보를 이루기 위해 흔히 장소명사
로 쓰이는 경우 ‘里’가 후행하여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36
나)에서는 ‘在’가 ‘屋里’를 장소의미역으로 이끄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동사와 NP
의 연결항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 ‘在’는 전치사이며 격 표지로 쓰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36라)를 살펴보면 이는 ‘店’이 ‘在’에 의해 문장에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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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역으로 이끌리고 있으며 이때 동사와 NP의 연결항의 위치에 ‘里’가 놓이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店’ 또한 1음절로 된 장소명사이기 때
문에 늘 뒤에 ‘里’와 함께 공기하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쓰이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36라)에서는 ‘里’가 부치사로서 동사와의 연결항 기능도 하
기 때문에 접사의 기능과 부치사로의 기능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7.5.3.2 1음절 장소명사가 ‘到’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到+처소명사구’구문에서 ‘屋’, ‘店’의 경우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 뒤에 ‘里’
를 후행하거나 문말조사 ‘了’를 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38) 가. 早上7点开会到第二天凌晨2点40才到屋里。
아침 7시에 회의를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 2시40분이 돼서야 방에 들
어왔다.
나. 她走到公寓单元门口, 打开门上的两把锁, 进到屋里。
그녀는 아파트입구에 도착해 문에 있는 두 열쇠를 열고 방에 들어갔다.
다. 他每天早晨先写一阵毛笔字, 然后再到店里。
그는 매일 아침 먼저 붓글씨를 쓰고 난 후 가게에 간다.
라. 两个到店里买些酒, 就问路程。
두 사람은 가게에서 술을 산 후 길을 물었다.

(38가~라)를 살펴보면 ‘屋’, ‘店’이 각각 ‘到’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이다. 그렇
다면 우선 (38가)와 (38다)를 살펴보기로 하자. 동사 ‘到’는 두 개의 필수논항을 가
지게 되는데 한 개는 행위자이고 나머지는 도착장소이다. 따라서 이때 ‘屋’, ‘店’은
뒤에 ‘里’가 후행하지 않아도 장소의미역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자연발화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屋’, ‘店’은 ‘里’를 후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때

‘里’는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후치사로 문법화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후치사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의미역을 이끌기 위해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
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38가)와 (38다)에서는 ‘里’ 없이도 장소의미역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里’는 1음절 ‘屋’, ‘店’ 등이 안정적인 음보를 이루기 위해 늘 후
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하나의 단어처럼 된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의

‘里’는 부치사에서 접사로 문법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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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38나)와 (38라)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8나)에서는 ‘到屋里’가 동
사 ‘进’의 뒤에 후행하는 경우이고 (38라)는 ‘到店里’가 동사구 ‘买些酒’의 앞에 놓
이는 경우이다. (38나)에서 ‘到屋里’는 사실상 ‘屋’가 ‘到’에 의해 장소의미역을 배
정받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의 ‘里’는 앞서 동사 ‘到’의 목적어로 쓰이는 ‘屋’에 후
행하는 접사 ‘里’로 볼 수 있다. (38라)는 ‘到店’과 ‘买些酒’가 시간순서 원칙에 따
라 배열된 연동문이다. 이때 동사 ‘到’는 ‘店’에게 장소의미역을 할당하고 ‘里’는
사실상 ‘안’이라는 어휘적의미가 소실된 접사로 볼 수 있다.
이상 ‘屋’, ‘店’이 ‘到’의 목적어로 쓰일 때 ‘屋’, ‘店’ 등 뒤에 후행하는 ‘里’는

‘안’이라는 어휘적 의미는 소실되고 이미 후치사에서 접사로 문법화하는 과정에
있는 허사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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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본고는 현대중국어에서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에 대해 살펴본 논의이다.
구체적으로 처소명사구가 ‘在’, ‘到’, ‘往’ 등의 목적어로 쓰일 때 그리고 주어로 쓰
이면서 어떤 상황에서 ‘里’를 후행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里’를 후행하지 않는지
그리고 후행여부에 따라 화용론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적 차이를 보이는지 등 처소
명사구와 ‘里’의 제약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위의 논의를 통해 ‘里’가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볼 때 부치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경
우에 따라 전치사 ‘在’, ‘到’, ‘往’ 등과 같이 처소격표지로, 또 어떤 경우에는 단독
으로 처소격표지로 쓰이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본고의 연구대상이 되는 처소사와 ‘里’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정의와
분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본고의 논의에 필요한 새로운 분류작업을 진행하였
다. 우선 처소사의 경우 ‘里’가 후행 가능한 처소사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고유명사의 경우 ‘里’가 흔히 후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하
고 ‘里’의 후행이 비교적 자유로운 일반장소명사(房间, 客厅, 厨房 등), 기관과 처소
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장소명사(学校, 医院, 邮局 등), 그리고 ‘里’의 후행 경향
이 강한 일반명사(手, 被窝, 脑海 등) 등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다음은 ‘里’
의 경우 어떤 품사의 부류에 넣을 것인가 하는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았는
데 그가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처소사 뒤에 후행하여 쓰이는 의존적인 분포특징
과 통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허사로 보는 것이 명사나 기타 실사로 보는 것
보다 좀 더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그 다음은 본고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인지언어
학에서 인간이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공간을
인지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요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무대와 참여자, 탄도체와 지
표, 참조점 등에 대한 영상도식을 통해 인간이 어떤 사물을 관찰하고 그 사물이 존
재하는 위치에 대한 인지와 발화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3장부터 6장까지는 본 연구의 중심이 되는 논의부분이다. 각 장에서는 처소명사
구가 ‘在’, ‘到’, ‘往’ 등의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와 ‘주어’로 쓰이는 경우 ‘里’와의
공기제약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각 장별로 여러 크고 작은 기제들이 작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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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기제들을 아우를 수 있는 상위의 제약을 요
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절적 요인’. 1음절로 된 장소명사는 불안정한 음보를 구성하기 때문에
처소를 나타내는 경우 ‘里’를 후행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는 중국어의 단어가 2음
절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둘째, ‘대조성’. 처소명사구가 ‘공간 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공간 밖’과 대
조관계를 이루는 경우 ‘里’가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환유’. 처소명사구가 직장 또는 소속기관, 그 기관에 속하는 사람을 나타
내는 경우 ‘里’는 후행하지 않는다.
넷째, ‘유정물의 존재’. 유정성을 지닌 물체가 어떤 장소에 위치해 있거나 또는
모 장소로 이동할 경우 그 장소명사 뒤에는 ‘里’의 후행여부가 비교적 자유롭지만
무정성을 지닌 물체가 어떤 장소에 있거나 또는 이동 시에는 장소명사 뒤에는 ‘里’
를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섯째, ‘경제성의 원칙’. 존재물과 처소 사이의 관계가 항상성을 지닐 경우 ‘里’
가 후행하지 않지만 임시적인 관계일 때는 ‘里’가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 존재물이
하나의 참조점만 가지는 경우 ‘里’의 후행여부가 비교적 자유롭지만 제2의 참조점
이 존재하는 경우 처소명사구는 뒤에는 ‘里’를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섯째, ‘처소의 공간성 활성화 여부’. 처소명사구가 이동방향, 한 점으로의 도착
지를 나타내는 경우 ‘里’를 후행하지 않지만 이동장소나 도착지의 공간성이 활성
화되는 경우 ‘里’가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里’의 유형론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앞서 3장부터 6
장까지의 논의를 통해 처소명사구 뒤에 후행하는 ‘里’가 단순한 방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문법요소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어휘적 의미가 거의 사라지고 때
로는 전치사와 함께, 또 때로는 단독으로 처소명사구 뒤에 후행하면서 머리어와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언
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어의 ‘里’를 부치사로 보고 문장에서 처소를 나타
내는 격표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이상 본고의 논의를 정리해본다면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인간이 어떻게 공간
을 인지하고 또 이를 어떤 방식으로 발화에 나타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는 단순히 처소사의 분류에 따라 방위사의 후행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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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두었다면 본고에서는 인간이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과 공간에 위치하는
존재물과의 상관관계를 인지하고 또 이를 통해 어떻게 공간을 개념화하고 이를 발
화로 나타내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제들이 작용하는지에 대해 집중하여 논의하였
다. 3장에서 6장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인간이 공간을 인지하는 근본적인 기
제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인간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나타내는 처소사의 경우 ‘里’가 후행
하지 않고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처소사의 경우 ‘里’의
후행여부가 비교적 자유로우며 인간의 존재가 불가능한 일반명사의 경우 ‘里’를
후행하여 그 공간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둘째, 처소사를 하나의 물체인 개체로
인지하는지 아니면 장소인 개체로 인지하는지에 따라 ‘里’의 후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 하나의 물체인 개체로 인지되는 경우 ‘里’
를 후행함으로써 그 공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반면에 후자의 경우 처소사가 장
소인 개체로 인지되는 경우 ‘里’의 후행여부가 자유로움을 볼 수 있었다. 화용론적
측면에서 위의 큰 두 가지 인지적 기제 외에도 개개의 구체적인 발화상황에 따라
처소사 뒤에 ‘里’의 후행여부가 결정됨을 볼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안과 밖’의 대
조성에 의한 기제, 임시성과 항상성에 따른 언어경제성의 원리, 연결항 중간원칙
등 여러 크고 작은 기제들이 인간의 두뇌에서 작용함으로써 이를 발화로 대응시킬
때 처소사만 쓰느냐 아니면 ‘里’와 함께 쓰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
다. 인지언어학 이론에 근거하면 인간은 개념화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인 영
상(imagery)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영상도식은 많은 연구에서 언어 의미의 중
심이 되는 골격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인지적 기제를 논의
함에 있어서 필요한 영상도식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공
간에 대한 개념화방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 271 -

【참고문헌】
<단행본>
김종도(2002), 《인지문법의 디딤돌》, 서울: 박이정.
김원경(2009), 《한국어의 격》, 서울 박문사.
성광수(1999), 《격 표현과 조사의 의미》, 서울: 월인.
송경안⋅이기갑 외(2008), 《언어유형론1》, 서울: 월인.
이기동(1983), 《언어와 인지》, 서울: 한신문화사.
이기동(2000), 《인지언어학》, 서울: 한국문화사.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서울: 탑출판사.
임지룡(2008), 《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 한국문화사.
허성도(1992), 《현대 중국어 어법연구》, 서울: 도서출판.
허성도(2005), 《현대 중국어 어법의 이해》, 사람과 책.
储泽祥(1997), 《现代汉语方所系统研究》，华中师大出版社.
房玉清(1992), 《实用汉语语法》, 北京大学出版社.
房玉清(2001), 《实用现代汉语语法》，北京大学出版社.
卢福波(1996), 《对外汉语教学实用语法》, 北京语言大学出版社. 박정구 외 옮김
(1996), 《신 중국어 HSK실용문법》, 송산출판사.
陆俭明(2003)，《现代汉语语法研究教程》, 北京大学出版社. 김현철 외 옮김(2007),
《중국어어법연구방법론》, 차이나하우스.
黎锦熙(1998), 《新著国语文法》, 商务印书馆.
刘月华(2001), 《实用现代汉语语法》(增订本)，商务印书馆.
刘月华(2001), 《实用现代汉语语法》(增订本)，商务印书馆. 김현철 외 역(2005), 실
용현대한어어법》, 송산출판사.
刘丹青(2003), 《语序类型学与介词理论》, 商务印书馆.
马建忠(1983), 《马氏文通》, 商务印书馆.
齐沪扬(1998), 《现代汉语空间问题研究》，学林出版社.
钱乃荣 主编(1990), 《现代语法》, 高等教育出版社.
王力(1985), 《中国现代语法》，商务印书馆.
邢福义(2002[2011]), 《汉语语法三百问》, 商务印书馆. 김현철 외 옮김, 《중국어어

- 272 -

참고문헌

법 300문》, 차이나하우스.
赵元任(1968), 《中国话的文法》，香港：中文出版社.
朱德熙(1982), 《语法讲义》, 北京：商务印书馆.
张志公(1953), 《汉语语法常识》，上海教育出版社.
Blake(1994), Ca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rcelona(2000), Metaphor and metonymy at
perspective, New York, Mouton de Gruyter.

the

crossroads:

a

cognitive

Chomsky(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The M. I. T.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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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现代汉语处所短语与 ‘里 ’的隐现问题研究
本文以认知语言学为理论基础，旨在考察人对空间的认知与语言表达之间的相
关性。以往的研究大部分把重点放在了根据处所词的类型论及方位词的隐现问题，但
本文着眼于人根据自身的体验为基础，阐述了人怎样认知空间和位于空间的物体之间
的相关性，然后对其怎样进行空间概念化，最后对语言表达中运行的机制进行了具体
分析。在现代汉语中空间主要用处所短语和方位词来表示。其中表示人和事物存在的
内部空间时，大体上会用处所短语和方位词‘里’。但‘里’不是在所有的语言环境下都
会与处所短语共现，本文着眼于这一点，通过两者之间的制约作用，了解了人认知空
间的思维方式。
本文先对处所短语进行了分类，分为如下四种。与‘在’搭配的处所短语，与‘到’
搭配的处所短语，与‘往’搭配的处所短语，做主语的处所短语等。然后对其各类处
所短语在实际语言环境下与‘里’搭配问题进行了考察。考察结果发现与处所短语搭
配的‘里’有大大小小的各种隐现机制在起作用，其可以概括为以下六个主要机制。
第一，‘韵律动因’，单音节处所短语在节律上不具备稳定的音步，所以在单音节
处所短语后‘里’显现的倾向比较高。例如‘屋里’, ‘店里’ 中的‘里’实际上不具有‘里面’
的词义，这里的‘里’更靠近于词缀功能，这与现代汉语双音节化倾向有密切相关。
第二，‘对比性’, 处所短语强调‘空间里’的语义，并与‘空间外’形成对比时, ‘里’
呈现出较强的显现倾向。
第三，‘借喻’，处所短语表示工作单位或所属机关，表示机关单位的关系人
时，‘里’有强制性隐蔽倾向。
第四，‘人的存在’，人位于某个地点或移动到某个地点时‘里’有自由隐现倾向，
与此相反，动物或事物位于某个地点或移动到某个地点时‘里’呈现出较强的显现倾
向。
第五，‘语言经济性原则’，存在物体和处所之间具有恒常关系时‘里’有较强的隐
蔽倾向，但存在物体和处所之间是临时性关系时‘ 里’ 呈现出较强的显现倾向。另
外，存在物体只具有一个参照点时‘里’有自由隐现倾向，但其具有两个参照点时‘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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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较强的显现倾向。
第六，‘处所的空间激活与否’，处所短语表示移动方向或移动到某一点时‘里’有
较强的隐蔽倾向，但移动地点得到空间激活时‘里’呈现出较强的显现倾向。
通过以上论述，发现与处所短语搭配的‘里’不只是表示方位的方位词，它在大
部分的情况下表示‘里面’的词义已消失，有时与介词构成框式结构有时单独附着于
处所短语后表示与核心语之间的从属关系。因此从语言类型学的观点来看，汉语
的方位词‘里’应当把它当作后置词看待，并阐述了其在句子中具有格标记的作用。
综上所述，人认知空间的最根本的机制(即包含上述六个隐现机制)有以下两点，
这两个上层机制在人的大脑中起着极为重要的作用。第一，隐含人的存在与否。表示
机关或团体的处所词在本质上具有隐含人的存在，因此‘里’有强制性隐蔽倾向。但
处所词表示可以容纳人的空间时‘里’有自由隐现倾向，表示不能容纳人的普通名词
后‘里’有较强的显现倾向。第二，事物或地点的指称性。根据人把处所短语认知为
事物还是地点会影响到‘里’的隐现问题。认知为事物时‘里’有较强的显现倾向，以此
表达处所词的空间性。与此相反，认知为地点时‘里’有自由隐现倾向。根据认知语
言学理论，人具有解释概念化的意象能力，这种意象图式在居多研究中构建了语义中
心的骨架。因此在本文的论述过程中也运用了较多的意象图式，并通过其意象图式了
解到了人对空间的概念化方式。

关键词: 处所词，方位词，射体，界标，参照点，相似性，隐现机制，借喻，隐喻，
生命度，指称性，自主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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