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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에서는 현대중국어의 是NP/是个NP/是一个NP 구문의 어법 기능에 대해 

연구하였다. 是NP/是个NP/是一个NP 구문은 명제(proposition)의 진리값(truth-value)

이 동일하지만 형식면에서 각각 수량구조의 유무 및 수사 ‘一’의 생략여부에서 차

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지언어학에서는 형식이 다르면 전달하고

자 하는 의미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이러한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위의 세 구문이 각기 어떤 화용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 

각 구문이 갖는 화용적 의미의 추출을 위해 정보구조이론을 도입하였으며 기존 

연구와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현대중국어의 是NP/是个NP/是一个NP 구문을 분

석하였다. 현대중국어의 是NP/是个NP/是一个NP 구문이 서술어-초점 구조에 사

용될 경우 명제(proposition)의 진리값(truth-value)이 같다. ‘是NP’ 구문은 모든 초점

구조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是个NP’와 ‘是一个NP’ 구문은 초점 구조의 

선택에서 제한적이다. 예를 들자면 ‘是个NP’와 ‘是一个NP’ 구문은 논항-초점 구조

에 사용할 수 없는데 이는 논항-초점 구조가 대조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조성

을 나타내는 초점 구조는 논항-초점 구조 외에 확인-초점 구조와 대조-초점 구조가 

더 있는데 ‘是个NP’와 ‘是一个NP’ 구문은 이 두 초점구조에도 사용할 수 없다. 그

러나 ‘是NP’ 구문은 위와 같은 초점구조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是NP’ 구

문이 ‘是个NP’, ‘是一个NP’ 구문과 대조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是NP’ 구문만이 대조성을 가진 문맥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是NP’ 

구문이 대조성을 나타내는 고유한 구문적 특징이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기존연구

에서는 ‘是个NP’ 구문을 ‘是一个NP’ 구문에서 ‘一’를 생략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을 통해 ‘是一个NP’ 구문은 신정보를 도입하는 

고유한 구문적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후속절이 ‘是一个NP’ 

구문의 ‘一个NP’와 연관이 있는 경우 그 특징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是个NP’ 

구문은 은유와 환유의 기제를 통해 ‘个’로 명사의 속성을 표기하는 특징을 갖고 있

다. ‘是个NP’ 구문의 통사적 주어 위치에 복수를 나타내는 주어가 올 수 있다는 점

과 부정사 ‘不’의 부정을 받을 경우 모두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특징이 이를 증

명해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是NP/是个NP/是一个NP 구문은 각각 독립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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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문으로 작용하며, ‘是NP’ 구문은 ‘대조성’, ‘是一个NP’ 구문은 ‘신정보 도입’,

‘是个NP’ 구문은 ‘속성 표현’이라는 고유한 구문적 의미를 보유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주요어: 정보구조, 초점구조, 대조성, 신정보, 속성, 인지언어학

학  번: 2014-2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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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 제기

한국어의 단일 문장이 현대중국어에서 각기 다른 표현 형식으로 번역되는 경우

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是’ 뒤에 ‘명사구’, ‘个+명사구’, ‘一个+명사구’가 출

현하는 경우이다1). 다음을 보자.

 (1) 샤오왕은 선생님이다.

a. 小王是老师。
b. 小王是个老师。
c. 小王是一个老师。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샤오왕은 선생님이다’라는 한국어 문장은 (1a-c)의 세 

가지 다른 형식의 중국어로 표현되고 있다. 즉 (1a-c)에 나타난 ‘是’의 뒤에는 각각 

‘老师’, ‘个老师’, ‘一个老师’와 같은 형식이 존재한다. 인지언어학에서는 형식이 다

르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도 달라진다고 본다. 다시 말해 하나의 명제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각기 다른 구문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각 구문들의 화용적 의

미가 다르다는 의미이다. (1a-c)는 각각 ‘是NP’, ‘是个NP’, ‘是一个NP’ 구문으로 비

록 ‘샤오왕은 선생님이다’라는 동일한 명제적 진리값을 갖고 있지만, 화용적인 측

면에서 그 쓰임이 다르다. 계속해서 다음의 예문을 보자.

 (2) Q: 小王做什么工作？
샤오왕은 어떤 일을 해?

a. 小王是老师。
b. 小王是个老师。
c. 小王是一个老师。

샤오왕은 선생님이다.

 1) 본고에서는 서술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은 형식을 ‘是NP’, ‘是个NP’, ‘是一个NP’로 표시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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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세 구문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문맥이다. 비록 (2c)가 (2a), (2b)에 비해 수

용도가 조금 낮을 수 있겠지만 비문인 것은 아니다. 

 (3) Q: 小王是老师，还是学生？
샤오왕은 선생님이야? 학생이야?

a.  小王是老师。
b. *小王是个老师。
c. *小王是一个老师。

샤오왕은 선생님이다.

(3)처럼 어떤 대안적 후보가 제시된 문맥에서는 (3a)를 제외한 나머지 예문들이 

질문의 답변으로 채택될 수 없다. 이처럼 (3)과 같은 문맥에서는 오직 ‘是NP’ 구문

만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 ‘是NP’와 ‘是(一)个NP’의 차이를 다루는 논문은 있었으나 ‘是个

NP’와 ‘是一个NP’의 차이를 연구했던 논문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 두 구조를 하나의 구문으로 여겼고, ‘是个NP’는 ‘是一个NP’에서 ‘一’가 생략된 

것으로 보았다. 이 같은 관점은 ‘是个NP’와 ‘是一个NP’ 두 구문이 서로 동일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의 연구 내용들과 같이 두 구문이 동일한 것이라면 두 구문은 어떤 문맥에서도 호

환이 될 수 있어야 하며, 설령 두 구문을 바꿔 사용한다고 해도 화자가 의도한 정

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是个NP’와 ‘是一个NP’ 두 구문이 의

미적으로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을 필자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황별로 두 구문이 제한적으로 선택된다는 것은 두 구문이 화용적 측면에

서 각각 고유한 구문적 의미를 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서 다음의 예

문을 보자.

 (4) a. ⃰武陵这个地方呀，根本就不是地方。穷山恶水，泼妇刁民。鸟不语, 花还

不香呢！
b. 武陵这个地方呀，根本就不是个地方。穷山恶水，泼妇刁民。鸟不语，花

还不香呢！
c. ⃰武陵这个地方呀，根本就不是一个地方。穷山恶水，泼妇刁民。鸟不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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花还不香呢！
‘우링’이라는 곳 말이야, 정말 사람이 살 곳이 아니더라. 황량할 뿐만 아

니라 인심도 각박하기 그지없어. 지나가는 새도 노래하지 않고 거기에서 

자란 꽃마저 향기를 잃어버렸더라.

(4)와 같은 상황에서 (4a)와 (4c)는 비문이 된다. 즉 (4)에서 오직 ‘是个NP’ 구문

만이 성립할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5) a. ⃰抖音是软件，用户可以通过这款软件选择歌曲，拍摄15秒的音乐短视频，
形成自己的作品。

b. ⃰抖音是个软件，用户可以通过这款软件选择歌曲，拍摄15秒的音乐短视

频，形成自己的作品。
c. 抖音是一个软件，用户可以通过这款软件选择歌曲，拍摄15秒的音乐短视

频，形成自己的作品。
틱톡은 플랫폼이다. 가입자는 이 어플(APP)을 통해 음악을 선택하고 15

초 이하의 음악동영상을 제작하여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

(5)와 같은 상황에서는 (5c)를 제외한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이 된다. (5c)는 

‘是一个NP’ 구문이다. (2), (3), (4), (5)와 같은 개별적인 문맥에서 각 구문들이 선택

되고 있는 양상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표1-1 > ‘是NP/是个NP/是一个NP’ 구문의 사용 양상

是NP 是个NP 是一个NP

예문(2) o o o

예문(3) o x x

예문(4) x o x

예문(5) x x o

< 표1-1 >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是NP’, ‘是个NP’, ‘是一个NP’는 각기 다른 

문맥에 선택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구문의 제약

적 선택에서 알 수 있듯이 세 구문은 각각의 독립된 화용적 영역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설사 각 구문의 명제적 진리값이 같더라도 호환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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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과적 관계는 ‘是NP’, ‘是个NP’, ‘是一个NP’ 세 구문이 화용적 측면에서 각각

의 고유한 구문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독립된 구문임을 시사한다.

이상의 검증을 통해 얻어낸 가정을 전제로 본고에서는 ‘是NP’, ‘是个NP’, ‘是一

个NP’ 구문의 고유한 구문적 의미를 추출하고자 한다. 나아가 각 구문의 상황별 

선택제약 관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구문의미에 작용하고 있는 인지적 기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是NP’와 ‘是(一)个NP’를 비교하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지만, 몇몇 학자들에 의 

해 계속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刘安春(2003)은 ‘S(주어)是NP’ 구문에서 ‘NP’는 모두 주어에 대한 객관적 신분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화자는 오로지 진술해야 할 주어의 객관적 신분에 

대하여 서술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是一个NP’ 구문에서 정보전달의 중요한 역할

을 맡고 있는 것이 명사가 아니라 ‘一个’와 명사 사이에 출현하는 수식성분이라고 

하였다. 그 수식성분은 명사의 속성을 나타내며 ‘一个’를 사용함으로써 그 속성의 

현저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에서 ‘是一个NP’에 관해 정

리해 놓은 예문 중 98%가 ‘一个+수식어+명사’ 구조라고 언급하면서 ‘(一)个’처럼 

‘一’는 괄호로 표시를 하였다. 刘安春(2003)에서 ‘S是一个NP’와 ‘S是个NP’를 동일

한 구조로 보고 두 개의 구문을 분리하여 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陶红印，张伯江(2000)은 ‘把’의 허화 정도가 ‘个’, ‘一个’의 변화와 밀접한 관계

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把’가 초기에 일반적인 타동사인 특징을 갖고 

있을 때 ‘把’의 뒤에 출현하는 ‘一个’는 오직 새롭게 언급되는 내용을 나타내는 작

용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把个’는 단지 ‘把一个’의 생략형이라 양자는 의미

적으로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把’와 ‘一个’가 허화됨에 따라 

‘把’는 새롭게 언급되는 내용을 도입하기도 하고, 새롭게 언급되는 내용이 아닌 경

우, 구정보까지 도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把’ 뒤에 출현하는 ‘一

个’가 ‘一’와 ‘个’로 분리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고, 계속해서 ‘把个’가 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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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예문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허화를 통해 ‘把’가 대상을 

도입하던 경우로부터 행동주를 나타내는 목적어까지 도입을 할 수 있어 ‘个’는 스

스로도 고유명사와 결합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때 ‘个’는 특정 지시체

를 가리킬 수 있고 현대광동어의 ‘个’의 특지기능과 비슷하다고 하였다. 陶红印，
张伯江(2000)의 연구를 통해 현대 중국어에서 ‘把个’와 ‘把一个’의 형식만을 봤을 

때 비슷한 구조로 볼 수 있지만 구체적인 문맥에서 살펴보면 ‘把个’는 ‘把一个’의 

생략형일 수도 있고 더 허화된 ‘把个’일 수 도 있다고 하였다. 즉 통사적인 형식과 

화용적인 의미를 나누어 분석하면 ‘把个’와 ‘把一个’에 사용한 ‘个’, ‘一个’의 기능

을 더 객관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陶红印，张伯江(2000)에서는 ‘把个’와 

‘把一个’ 두 구조를 단순히 ‘一’의 생략으로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와 같은 견해는 ‘是个NP’와 ‘是一个NP’를 단순히 생략의 형태로 보지 않고 각각의 

독립된 구문적 지위를 부여한 본고의 주장과 일치한다. 

홍연옥(2014)는 중국어의 ‘是个NP’ 구문과 ‘是NP’ 구문의 의미, 화용적 차이를 

분석하면서 중국어에서 색채2)가 없어 보이는 양사 ‘个’의 의미 기능을 살펴보았

다. 그는 ‘是NP’ 구문이 객관적인 명제(proposition) 판단문에 사용되고, ‘是个NP’ 

구문은 ‘NP’의 속성이 부각 되며,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고 

하였다. 그는 ‘是NP’ 구문과 ‘是个NP’ 구문에서 나타나는 객관성과 주관성의 차이

를 외연 맥락 술어와 내포 맥락 술어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러나 ‘是个NP’ 구문

에서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주장이 구체적인 분석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인 판단에 그쳤다는 점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是个NP’ 

구문의 속성에 관한 내용을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是个NP’와 부정형식, 복수 

주어, 은유와 환유를 통해 ‘是个NP’ 구문이 속성을 부각시키는 기능이 있다는 것

을 증명하였다. 또한 홍연옥(2014)에서 ‘是NP’ 구문과 ‘是个NP’ 구문은 구분하여 

분석하였지만 ‘是一个NP’ 구문은 비교 대상에 넣지 않았는데, 본 연구에서는 ‘是

NP’, ‘是个NP’, ‘是一个NP’ 세 구문을 동시에 분석하여 앞선 연구들과 차별성을 두

려 한다.

 2) 홍연옥(2014)에서 중국어에 사람, 동물, 사물의 특징에 관계없이 명사의 의미를 규정해 주
는 기능이 없어 ‘个’를 색채가 없어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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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방법 및 내용

현대중국어의 ‘是NP’, ‘是个NP’, ‘是一个NP’ 세 구문이 비록 하나의 한국어 문장

으로 발현될 수 있지만, 각 구문의 쓰임에 있어 선택제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검증

을 통해 각 구문의 화용적 의미가 다름을 증명할 수 있었다. 형식적으로 차별적인 

세 개의 구문이 하나의 한국어 문장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점은 한국인 학습자를 

곤란하게 할 수 있지만, 각각의 독립된 구문이 발현하는 화용적인 의미를 추출해

낼 수만 있다면 학습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본고에서는 각 구문의 효과적인 의미추출을 위해 정보구조와 술어의 의미적 특

징, 그리고 명사구의 지시성 등 다양한 층위에서 ‘是NP’, ‘是个NP’, ‘是一个NP’ 세 

구문을 비교 분석하려고 한다. 분석방법 및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구조이론을 통해 ‘是NP’, ‘是个NP’, ‘是一个NP’의 세 구문이 다름을 

증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한 코퍼스 자료 조사 및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근거를 

찾으려 한다.

둘째, 술어의 의미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是NP’, ‘是个NP’, ‘是一个NP’ 세 구

문에서 술어의 의미적 차이에 대해 분석하려 한다. 문맥을 통해 ‘是NP’, ‘是个NP’, 

‘是一个NP’ 각 구문의 사용 가능 여부를 정리하여 같은 명사가 술어 역할을 하고 

있지만 ‘个’, ‘一个’와 어떠한 의미적 공기제약이 있는지 찾아내고자 한다. 

셋째, 술어 위치에 출현하는 명사구가 어떤 인지적 기제의 작용으로 속성을 부

각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과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본적인 ‘수사+양사+명사’에서 수사는 수량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①양사의 도움 없이 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사+양사+명사’ 구조 뒤에 다른 수량을 나타내는 수량구조가 올 수 있다.

③수사에 강세가 올 수 있다.

④수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다른 수사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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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수사+양사+명사’에서 수사가 수량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기능을 갖고 있는 수량구조가 있다. 郭锐(2002)에서 양사는 수사의 수식을 받

는 것이 양사의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였다. 만약 양사 앞에 출현하는 ‘一’가 초점

이 아닐 때 ‘一+양사+명사’ 구조가 목적어 혹은 그의 앞에 지시사가 출현할 경우 

‘一’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6) a. ⃰他是一个老师，不是两个老师。
b. ⃰他是个老师，不是两个老师。

(a)와 (b)처럼 후속절에 다른 수량구조가 출현했을 때 예문(6)은 성립하지 않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예문은 성립한다.

 (7) c. 他是一个老师。
d. 他是个老师。

그는 선생님이다.

(7)과 같은 문맥에서는 후속절이 없는 경우에도 (7c)와 (7d)는 성립한다.

이러한 경우 ‘수사+양사+명사’ 구조가 갖고 있는 특징은 아래와 같다. 

① ‘一'에 강세가 올 수 없다.

② ‘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수사+양사+명사’ 구조 뒤에 다른 수량을 나타내는 수량구조가 올 수 없다.

④다른 수사로 바꿔 사용할 수 없다.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수량구조는 바로 수량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하는 ‘수

사+양사+명사’ 구조이다.

이상에서 정의한 연구 방법과 대상을 기본으로 본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개

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정보구조이론을 소개하고, 세 구문에서 발현되는 초점구조유형을 살

펴보도록 한다. 나아가 각 유형별 초점구조에서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구문들에 나

타나는 인지적 기제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是一个NP’를 중점으로 어떤 문맥에서 ‘一个NP’를 선호하는지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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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고자 한다. 우선 가장 간단한 구조로 수식성분이 없는 명사를 선택하여 ‘是一个

NP’ 구문만 사용가능한 문맥을 제시한다. 그리고 왜 ‘是一个NP’ 구문을 선호하는

지 ‘是一个NP’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4장에서는 ‘是个NP’가 갖고 있는 구문적 특성을 알아내기 위해 세 구문의 비교

를 통해 문맥 속에 드러나는 의미의 경향성에 대해 살펴본다. 은유와 환유 그리고 

부정을 나타내는 문맥을 중점으로 살피며 연구를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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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是NP’의 대조성 부각 기능 

Lambrecht(1994[2000]:221-226)는 초점구조의 유형을 서술어-초점 구조, 논항초점 

구조, 문장초점 구조 등과 같은 유형들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분류는 문장의 초점 

표명이 화용적으로 구조화된 명제(proposition)의 상이한 종류들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에 기인한 것이다. 나아가 초점구조의 여러 유형들이 다른 의사소

통 상황에 사용될 수 있으며 범언어적으로 상이한 형식 범주로 발현된다고 하였다. 

다음은 Lambrecht가 제시한 세 가지 초점유형을 도표로 정리한 것이다. 

< 표2-1 > 초점구조의 유형

초점에 있는 논항 초점에 있는 서술어

서술어-초점 구조 - +

논항초점 구조 + -

문장초점 구조 + +

다음은 Lambrecht가 영어, 이탈리어, (입말)프랑스어, 일어에서 상이한 형식 범주

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 예시들이다. 

 (8) What happened to your car?

네 차에 무슨 일 있어?

a. My car/It broke DOWN.

고장 났어.

b. (La mia macchina)si è ROTTA.

c. (Ma voiture) elle est en PANNE.

d. (Kuruma wa) KOSHOO-shi-ta.

 (9) I heard your motorcycle broke down.

네 오토바이가 고장났다고 들었어.

a. My CAR broke down.

내 차가 고장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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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i è rotta la mia MACCHINA./E la mia MACCHINA che si è rotta.

c. C'est ma VOITURE qui est en panne.

d. KURUMA ga koshoo-shi-ta.

(10)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a. My CAR broke down.

내 차가 고장났어.

b. Mi si è rotta(ROTTA) la MACCHINA.

c. J'ai ma VOITURE qui est en PANNE.

d. KURUMA ga KOSHOO-shi-ta.

(8)은 서술어-초점 구조(주어진 주제에 대한 평언의 기능)인 경우이고 (9)는 논항

초점 구조(지시체를 확인하는 기능)인 경우이며 (10)은 문장초점 구조(사건을 보고

하거나 새로운 담화 지시체를 제시하는 기능)이다. 예문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영

어는 오로지 주어진 음절의 운율적 두드러짐으로 상이한 질문에 대한 다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언어들은 운율적 두드러짐과 같은 강세 외에 다른 기호화 체계를 

첨가하여 각기 다른 정보를 전달한다. 이를 통해 영어를 포함한 많은 언어들에서 

공통적인 초점 표시 장치는 운율적 두드러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현대중국어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정보구조의 유형들이 어떤 기제

에 의해 발현될까. 다음은 다양한 문맥 속에서 ‘是NP’ 구문이 나타낼 수 있는 초점 

유형이다. 

(11) Q: 小王做什么工作?

샤오왕은 어떤 일을 해?

a. 小王是老师。
샤오왕은 선생님이다.

b. 他是老师。
그는 선생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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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Q: 谁是老师?

누가 선생님이야?

a. 小王是老师。
b. 小王。

샤오왕이 선생님이다.

(13) Q: 怎么了?

무슨 일이야?

a. 小王是老师！
샤오왕이 선생님이래!

(11a-b)는 서술어-초점 구조이고 (12a-b)는 논항초점 구조이며 (13a)는 문장초점 

구조이다. 중국어 ‘小王是老师’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한국어에서는 초점구조를 서로 다른 문법표지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a-b)는 격조사 ‘은/는’을 사용하였고 (12a-b)는 격조사 ‘이/가’를 사용하였으며 

(13a)는 문말에 ‘이래’를 사용하여 다른 정보를 전달하고 있음을 청자에게 알려주

고 있다. 또한 (11a-b)의 초점구조를 한국어로 표현하였을 경우 운율적 두드러짐이 

‘선생님이다’에 올 수 있다. 물론 한국어에서는 이와 같은 강세를 사용하지 않아도 

정보전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반면 중국어는 한국어처럼 다양한 기호화 체계로 상이한 정보를 표시할 수 없

다. 앞에서 제시한 ‘是NP’ 구문에서 초점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운율적 두드러짐에 

의해 드러난다.

(12a-b)는 운율적 두드러짐이 ‘小王’에 실리고 (13a)는 운율적 두드러짐이 ‘小王’ 

혹은 문장 전체에 실릴 수 있다. 또한 (11)과 같은 발화문맥에서 중국어의 서술어-

초점 구조는 ‘小王是老师’, ‘他是老师’라는 두 가지 표현 형식을 가질 수 있다. 이

때 문장의 운율적 두드러짐은 ‘老师’에 나타내는 경우가 가장 무표적이다. 초점구

조에서 강세의 사용은 한국어와 중국어가 동일하지 않다. (12)와 같은 발화 문맥에

서 논항초점인 경우는 ‘小王是老师’와 ‘小王’ 두 가지 표현 형식을 가지는데 이때 

운율적 두드러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운율적 강세는 ‘小王’에 있다. (13)

과 같은 문장초점인 경우는 오직 ‘小王是老师’라는 하나의 표현 형식을 가지고 있

고 이때 문장 전체 혹은 주어에 강세를 주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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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국어에서 초점구조를 드러내는 기제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분석해보았다. 한국어에서는 다양한 문법표지와 강세를 이용하여 각기 다른 

초점구조를 구성한다. 반면 중국어는 전제된 내용을 생략하거나 음절의 운율적 두

드러짐을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다름을 명시한다. 주어 위치에 대명사

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대명사 사용이 초점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술어 

부분이 초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어는 자연스럽게 대명사로 변환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1), (12), (1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서술어-초점, 논항초

점, 문장초점을 하나의 ‘是NP’ 구문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是个NP’，‘是一个NP’ 구문은 초점구조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을까. 모국

어화자의 직관적인 판단을 통해 ‘谁是老师’의 대답으로 ‘小王是老师’는 성립하지

만 ‘小王是个老师’와 ‘小王是一个老师’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谁是个老师’, ‘谁

是一个老师’라는 질문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언어상황에 따른 상이한 구문

의 선택은 각 구문의 화용적인 의미가 다르게 발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이는 곧 

각 구문의 독립적인 의미를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초점구조는 서술어-초점 구조, 논항초점 구조, 확인초

점구조, 대조초점 구조이다. 이 네 가지 초점구조를 선정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서술어-초점 구조는 중국어에서 가장 무표적으로 사용되는 초점구조이고, 나머지 

세 개의 초점구조는 음절의 운율적 두드러짐이 실리는 위치에 근거하여 선택된다. 

논항초점 구조는 강세가 논항에 올 수 있고 확인초점 구조는 강세가 계사 ‘是’에 

실릴 수 있으며 대조초점 구조는 강세가 대조를 나타내는 명사구에 나타날 수 있

다. 이와 같은 초점유형의 특성을 중심으로 각 구문에서 차별적으로 발현되는 초

점구조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2.1. 서술어-초점 구조의 경우

현대중국어는 ‘화제 부각 언어’3)이다. 화제 부각 언어에서는 서술어-초점 구조

 3) Li & Thompson(1981:15)에서 화제의 부각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One of the most striking features of Mandarin sentence structure, and one that sets Mandarin 

apart from many other languages, is that in addition to the grammatical relations of ‘subject’ 

and ‘direct object’, the description of Mandarin must also include the element ‘topic’. Bec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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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무표적이다. 가장 무표적인 서술어-초점 구조에서 ‘是NP’，‘是个NP’，‘是

一个NP’ 세 구문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4) Q: 小王做什么工作?

샤오왕은 어떤 일을 해?

a. 小王(他)是老师。
샤오왕은(그는) 선생님이다.

(14a)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小王’은 운율적 두드러짐이 결여된 대명사 ‘他’

로 대체되어도 문장의 정보전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ambrecht (1994:108)는 대명사적 기호화와 운율적 두드러짐의 결여는 지시체의 활

성화 즉 확인 가능성에 대한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충분조건이라고 하였다.4) 즉 

(14a)에서 사용된 ‘小王’이 운율적 두드러짐이 결여된 대명사 ‘他’로 대체될 수 있

다는 것은 ‘小王’의 지시체가 확인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小王’의 지시체가 

확인가능하다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모두 ‘小王’에 대해 알고 있거나 화자와 청자

가 직시적으로 ‘小王’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발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와 청자가 각자의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을 상상

해보자. 화자와 청자는 각자 서로의 남자친구 유무에 대해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정보인 ‘직업’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이러한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4a)에

서 ‘小王’은 이미 전제된 것이고 화제로 고정되었다. 그리고 ‘是老师’라고 발화했

을 때 문장에서 절대 삭제할 수 없는 부분이 ‘老师’이므로 ‘老师’는 이 문장의 초점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4a)의 정보 구조는 예문 (14’)와 같이 도식적으로 표상할 

수 있다. 

(14’) 문장: 小王(他)是老师。
전제: “小王(他)에 대해 화자와 청자는 알고 있다.”

단언: “是老师”

초점: “老师”

of the importance of ‘topic’ in the grammar of Mandarin, it can be termed a topic-prominent 

language.

 4) Lambrecht (1994:108)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pronominal coding and absence of pitch 

prominence are sufficient, but not necessary, conditions for activeness of a re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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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王(他)是老师’는 서술어-초점 구조이다. ‘是NP’ 구문은 서술어-초점 구조에 사

용될 수 있다. 나머지 ‘是个NP’，‘是一个NP’ 구문도 서술어-초점 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다음 예문을 보자.

(15) Q: 小王做什么工作?

샤오왕은 어떤 일을 해?

a. 小王(他)是老师。
b. 小王(他)是个老师。
c. 小王(他)是一个老师。

샤오왕은(그는) 선생님이다.

(15a)인 ‘小王是老师’는 ‘是NP’ 구문이고 앞에서 이미 증명했던 것처럼 서술어-

초점 구조이다. 동일한 질문에 대해 ‘小王是个老师’, ‘小王是一个老师’가 다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是个NP’와 ‘是一个NP’ 구문이 서술어-초점 구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술어-초점 구조에는 ‘是NP’，‘是个NP’，
‘是一个NP’ 세 구문이 모두 사용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세 구문

은 모두 ‘샤오왕은 선생님이다’로 번역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다음 예

문을 보기로 하자.

(16) a: 王大夫，您来啦！
우리 왕의사님 오셨네요.

b. 小王是＇老师，他不是大夫。
샤오왕은 선생님이다. 그는 의사가 아니다.

(16a)처럼 발화를 했을 경우 ‘小王’의 지시체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확인가능한 

상황이다. 아래와 같은 상황을 상상해보자. 어떤 모임 장소에서 주인이 들어오는 

손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주인이 손님인 ‘小王’의 직업에 대해 잘못 기억하여 

(16a)와 같이 발화하였고, 이때 ‘小王’의 친구가 주인이 잘못 알고 있었던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16b)와 같이 발화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小王’은 활성화되어있기 

때문에 화제로 고정되었고, 목적어 위치에 출현하는 ‘老师’는 초점으로 강세가 실

린다. 이상으로 (16b)의 정보구조를 (16’)와 같이 도식적으로 표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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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문장: 小王是老师。
전제: “샤오왕에 대해 잘 못 알고 있다.”

단언: “샤오왕은 의사가 아니라 선생님이다”

초점: “是老师”

(16’)을 통해 알 수 있듯이 (16b)의 ‘小王是老师’는 ‘是NP’ 구문이며 서술어-초점 

구조이다. (15a)와 (16b)에서 ‘小王’의 지시체는 모두 활성적이어서 화제로 고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구문에 나타난 ‘小王’의 지시체에 대한 활성

도는 같지만 전제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제가 다르다는 것

은 곧 초점이 다름을 의미한다. 이는 한 문장에서 전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초

점이기 때문이다. (15a)는 ‘小王’이라는 지시체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정보를 알려

주는 경우이고 (16b)는 ‘小王’이라는 지시체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수정하

는 경우이다. (15a)와 (16b)의 전제가 다르다는 것은 아래 예문을 통해 분명해진다.

(17) 王大夫，您来啦！
우리 왕의사님 오셨네요.

a. 小王是老师，他不是大夫。
b. ⃰小王是个老师，他不是大夫。
c. ⃰小王是一个老师，他不是大夫。

샤오왕은 선생님이다. 그는 의사가 아니다.

(15a)와 (17a)는 모두 ‘是NP’ 구문이며 서술어-초점을 나타낼 수 있다. (15b), 

(15c)와 (17b), (17c)는 모두 ‘是个NP’，‘是一个NP’ 구문이지만 (15b), (15c)는 서술

어-초점 구조를 나타낼 수 있는 반면 (17b), (17c)는 서술어-초점 구조를 나타낼 수 

없다. 이처럼 각 초점유형에서 사용 가능한 구문이 다르다는 것은 각 구문에서 발

현되고 있는 화용적인 의미, 나아가서는 구문에 미치는 인지적 기제가 다르게 작

용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각 구문에 어떤 인지적 기제가 작용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2.4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초점은 단순히 단어 하나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어떤 관계의 확립으

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확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각 

특정한 구문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是NP’，‘是个NP’，‘是一个NP’ 구문이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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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초점유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계속해서 각 구문이 서술어-초점 구조를 제

외한 다른 초점구조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2. 논항초점 구조의 경우

Lambrecht(1994:231)5)에서 ‘논항 초점 구조’라는 용어는 명제(proposition)의 의미

적 차원에서 논항으로 사용되는 지칭물이 정보 구조의 차원에서 초점 부분으로 기

능하는 문장 구성에 적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예문을 통해 알아보자.

(18) Q: 谁是老师?

누가 선생님이야?

a. 张华是老师。
장화가 선생님이다.

(18a)에서 ‘张华是老师’는 ‘张华’에 대한 서술이 아니다. ‘张华’는 비록 의미적 차

원에서는 명제(proposition)의 논항 위치에 출현하였지만 대화 문맥이 알려주듯이 

의문사 ‘누구’에 대한 대답이다. 즉 (18a)의 화용적 기능은 선행 질문의 ‘누구’라는 

말에 의해 요청되는 지시체를 제공한 것이다. (18a)에서 환기된 적절한 전제는 화

자와 청자가 공유하고 있는 지식 속에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단언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张华’이고, 초점은 ‘张华’이다. 

(18a)를 도식적으로 표상하면 (18’)와 같다.

(18’) 문장: 张华是老师。
전제: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X이다.”

단언: “X는 张华이다.”

초점: “张华”

 5) Lambrecht(1994:231)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The term “argument-focus structure” 

applies to a sentence construction in which a designatum which functions as an argument on 

the semantic level of the proposition serves as the focus portion on the level of information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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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과 같은 질문에 ‘张华’라는 단어 하나만을 사용해도 화자가 의도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是NP’ 구문은 논항초점 구조에 

사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是个NP’，‘是一个NP’ 구문도 논항초점 구조에 사용될 

수 있을까. 다음 예문을 보자. 

(19) Q: 谁是老师?

누가 선생님이야?

a. 张华是老师。
장화가 선생님이다.

b. ⃰张华是个老师。
c. ⃰张华是一个老师。

(19)에서 ‘X是老师’에 의해 요구되는 의미적 논항은 통사적 주어인 ‘张华'이다. 

‘张华是老师’의 화용적 명제(proposition)는 ‘老师是张华’이다. 화용적으로 구조화된 

명제(proposition)인 ‘老师是张华’에서 ‘张华'는 초점 요소이다. 즉 ‘是NP’ 구문에서 

통사적 주어 ‘张华’는 의미적 주어와 화용적 서술어로 모두 기호화될 수 있다. 그

러나 ‘是个NP’，‘是一个NP’ 구문에서는 통사적 주어 ‘张华’가 의미적 주어와 화용

적 서술어로 기호화되지 않는다. ‘张华’는 고유명사로 유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유명사의 앞에는 ‘个’와 ‘一个’를 사용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个张华’와 ‘一个张

华’는 성립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논항초점은 ‘是NP’ 구문에서는 발현되지만, 다른 나머지 두 구문에서

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20) Q: 听说张华家里有人是老师，这是真的吗?

소문에 의하면 장화의 가족 중에 선생님이 있다는데 사실인가?

a: 张华他爸是老师。
b: ⃰张华他爸是个老师。
c: ⃰张华他爸是一个老师。

장화의 아버지가 선생님이야.

(20)의 문맥 속에서 일반적으로 화자는 청자가 지시체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추

측한다. 사람들은 보통 대답을 얻을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경우에만 질문을 한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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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20)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청자가 ‘누가 선생님인지’를 알고 있다고 

추정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문맥 속에서 ‘老师’는 (20)의 질문을 통해 이미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20a)로 발화되기 전까지 ‘X는 선생님이다’라는 명제(proposition)의 

논항이 비어있다. 열린 명제(proposition)는 논항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충당물

(filler)들의 집합을 유발하게 되는데, 화자가 (20a)로 발화하는 순간 그 집합에 소속

되어 있었던 충당물(filler)중 하나인 ‘张华他爸’가 선택된다. 일단 논항이 ‘张华他

爸’로 선택되면 그 집합에 소속되어 있었던 ‘张华他妈’, ‘张华他姐’, ‘张华他哥’같은 

다른 충당물(filler)들은 ‘张华他爸’와 대조를 이루게 된다. 이는 곧 논항으로 선택된 

것과 선택되지 못한 것들 사이의 대조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논항초점 구조에서

는 비어있는 논항자리를 채울만한 논항이 선택되면 자연스럽게 대조성을 갖게 되

는데, 이는 곧 논항초점 구조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논항초점 구

조에서 ‘是个NP’，‘是一个NP’ 구문은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20b), (20c)는 비문

이 된다.

2.3. 확인초점 구조의 경우

확인초점 구조는 명제(proposition)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초점 구조이다. 이 초

점 구조는 石毓智(2005)의 강조(emphasis)초점6)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石毓智

(2005)는 ‘是’가 동사의 앞에 출현할 경우 주로 그 사건이 발생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是’를 강조(emphasis)초점을 나타내는 표지라

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是’가 명

사구 앞에 출현할 경우 그 명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확인초점 표지로 분류하

고자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21) Q: 张华＇是老师吗?

장화는 선생님입니까?

a. 张华＇是老师。
 6) 强调(emphasis)——强化性质的程度或者事件的真实性。用在形容词短语之前则表示程度高，

而用在动词之前则强调事件发生的真实性。用作强调标记的“是”完全失去了动词性，不做句

子的主要成分，去掉后原句仍然成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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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1)에서 대답에 의해 환기된 적절한 전제는 ‘张华’와 ‘老师’로서 화용적으로 이

용 될 수 있다. 활성화된 ‘张华’와 ‘老师’의 관계는 강세를 준 ‘是’에 의해 명제의 

진위여부가 판별된다. (21a)는 ‘张华是老师’라는 명제(proposition)의 참과 거짓을 판

단하는 문장이다. (21a)의 ‘是’는 운율적 두드러짐이 있으며 또한 생략할 수 없다. 

강세가 있고 생략할 수 없는 계사 ‘是’, 그리고 생략할 수 있는 ‘张华’와 ‘老师’는 

계사 ‘是’로 하여금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이때 단언은 ‘(장화가 선생님인 것은)참이다’이며 초점은 단언과 같다. (21a)를 도

식으로 표상하면 (21’)와 같다.

 

(21’) 문장: 张华＇是老师。
전제: “ ‘장화는 선생님이다’라는 명제는 X이다.”

단언: “是”

초점: “是”

같은 문맥에서 ‘是个NP’，‘是一个NP’ 구문도 사용할 수 있을까.

 

(22) Q: 张华＇是老师吗?

장화는 선생님입니까?

a. 张华＇是老师。
네. 

b. ⃰张华＇是个老师。
c. ⃰张华＇是一个老师。

(22)의 질문을 통해 ‘张华’와 ‘老师’는 이미 전제되었다. 때문에 (22a)로 대답을 

할 때 ‘张华’와 ‘老师’를 생략하고 강세가 있는 ‘是’만 사용해도 정보의 전달에 영

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2b)와 (22c)의 ‘个老师’, ‘一

个老师’는 질문을 통해 전제된 내용이 아닌 처음 도입된 내용이다. 이처럼 (22b)와 

(22c)가 비문이 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石毓智(2005)의 연구를 참조하고자 한다. 

石毓智(2005)에서 ‘是’는 현대중국어에서 판단, 초점, 강조, 대비 등 네 가지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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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가 공존한다고 언급하였다.7)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 표2-2 > 현대중국어에 공존하고 있는 ‘是’의 문법 범주에 대한 정리

판단동사‘是’ 초점표지‘是’ 강조표지‘是’ 대비표지‘是’

추상공식 X[+d]+是+Y[+d] X[+d]+是+Y[+d]+Z X[+d]+是+Y[-d] S1(是), S2(是)｡
‘是’의 

생략가능여부
－ ＋ ± －

위의 도표에서 X와 Y는 변수이고 [+d]는 명사를 나타내며 [-d]는 형용사, 동사를 

나타낸다. 石毓智(2005)의 연구의 분류 방식을 토대로 다음 예문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23) 我是去＇北京。
내가 가는 곳은 북경이다. 

(24) 我＇是去北京。
나는 북경으로 가는 것이 틀림없다. 

(25) 他＇是中国人。
그는 중국 사람이다. 

(23)과 (24)는 모두 ‘是’가 동사구의 앞에 출현하는 경우이다. 두 발화의 의미 차

이는 운율적 두드러짐으로 구분되는데, (24)에서 ‘是’는 강세를 받고 (23)에서는 강

세를 받지 않는다. 石毓智(2005)의 연구에 따르면 (23)에서 ‘是’는 초점표지이고, 

(24)에서 ‘是’는 강조표지이다. 이는 하나의 형식이 각기 다른 언어 환경에 사용되

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25)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하여 분

석하지 않았다. (25)는 ‘是’가 동사구의 앞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명사구의 앞에 직

 7) 石毓智(2005)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焦点(focus)——句子中的最重要的新信息，焦点化的成分不仅是新信息，而且是最重要的，
要依赖一定的语法手段来表示。现代汉语中主要焦点标记为“是”，谓语动词之前的成分可以

在其前直接加“是”而使其焦点化。用作焦点标记的“是”减弱了其动词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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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출현하는 경우이다. 명사구 앞에 출현하는 ‘是’도 강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

로 나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是’가 강세를 받는 경우와 강세를 받지 않은 경

우 기능적 의미가 다르다. 강세가 있을 경우 명사구 앞에 출현하는 ‘是’는 동사구 

앞에 출현하는 ‘是’와 비슷하게 사건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다. 바꿔 

말하면 ‘是’에 강세가 실린 ‘他是中国人’은 명제(proposition)의 진위 여부에 대한 판

단이다. 또한 ‘是’가 확인초점 표지로 쓰이는 경우 (22b)와 (22c)처럼 ‘是个NP’와 

‘是一个NP’ 구문은 사용할 수 없다. 확인초점에 사용된 ‘是’는 통사적 주어와 목적

어가 청자에게 충분히 활성화 될 것을 요구한다. ‘是个NP’와 ‘是一个NP’ 구문을 사

용할 경우 통사적 목적어는 청자에게 활성화 되지 못한 내용일 수 있다. 또한 확인

초점 구조는 화자가 판단을 내리는 순간 참과 거짓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주

관적 행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조성을 갖게 되는데, 이는 ‘是个NP’와 ‘是一个

NP’ 구문이 확인초점 구조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증명해주는 셈이다. 

이처럼 확인초점 구조는 논항초점 구조와 마찬가지로 대조성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논항초점 구조와는 달리 확인초점 구조에서는 대조성이 문맥을 통해 추론

되는 것으로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구문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대조성이 

대화 함축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도 ‘是NP’ 구문이 제일 선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4. 대조초점 구조의 경우

Lambrecht(1994:290-291)는 대조성을 문법 범주가 아닌 ‘대화 함축’으로 지칭된 

일반적인 인지 처리과정의 결과8)라고 하였다. 그리고 ‘대조적’이란 개념이 청자가 

대화문맥에 근거해서 끌어내는 특별한 추론으로부터 생긴다고 주장9)하였다. 그가 

제안한 대조성의 정의는 대조가 분명한 예와 덜 분명한 예를 모두 허용한다. 그리

고 그 대조성은 화제나 초점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Lambrecht가 제

 8) Lambrecht(1994:290-291)에서 대조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Contrastiveness, unlike focus, is not a category of grammar but the result of the general 

cognitive processes referred to as “conversational implicatures.”

 9) Lambrecht(1994:290-291)에서 대조적이란 개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I suggest that the impression of contrastiveness which we receive when we hear such sentences 

arises from particular inferences which we draw on the basis of given conversational contexts.



현대중국어 是NP/是个NP/是一个NP 구문의 어법 기능 연구

- 22 -

안한 대조성의 개념을 토대로 ‘是NP’，‘是个NP’，‘是一个NP’ 구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다음의 예문을 보기로 하자.

(26) Q: 小王是老师，还是学生?

샤오왕은 의사야, 선생님이야?

a. 小王(他)是老师。
샤오왕은(그는) 선생님이다.

(26a)에서 ‘老师’의 지시체는 질문에서 이미 담화 영역에 도입되었으므로 지시적

으로는 구정보이다. 그런데 관계적 주어짐성의 관점에서 보면 (26a)의 ‘老师’는 새

로운 정보이다. 왜냐하면 (26a)는 ‘샤오왕이 하는 일은 가르치는 일이다’라는 의미

를 나타내는데 ‘샤오왕이 하는 일’이 이전 발화와의 연결 고리인 화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정보로서 ‘가르치는 일(선생님)’이 주어진다. (26a)는 질문에 대

한 직접적인 대답으로 질문의 화제를 그대로 이어 받아 자신의 화제로 삼고 이에 

대해 새로운 초점관계를 갖는 논항을 선택하였다. 

(26)에 사용된 명사구 ‘老师’의 외연의미는 발화 시에는 별 지장 없이 담화-활성

적으로 추정될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앞의 질문에서 이미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명제(proposition)의 논항으로 처리되기 위해 활성화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

서 “새로운(new)”이 아니라 “구(old)”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외연의미는 

명제(proposition)와 초점 관계를 가져서 초점 표현이다. 그것을 기호화하는 구성성

분이 초점 표현이고, 이때 강세가 있어야만 한다. 이 구성성분을 초점으로 만드는 

것은 청자의 마음에서 추정되는 지시체에 대한 표상의 인지 상태가 아니다. 그리

고 그 지시체와 서술어 사이의 의미적 관계의 본질도 아니다. ‘老师’를 초점으로 

만드는 것은 열린 명제(proposition) 즉 “그가 갖고 있는 직업은 X이다”에서 빠진 

논항이다. 발화 시에 초점요소가 예측될 수 없어 ‘의사’와 ‘선생님’ 중 어느 것이 

선택될지는 모르지만 발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관계적 의미에서 빠진 논항을 채우

는 ‘老师’가 초점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26)의 질문에서 이미 ‘小王’의 직업에 대한 대안적 후보들이 제시되었

다. 따라서 상대방이 (26a)로 발화하기 전에 이미 특정한 대안들을 머릿속에 떠올

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화자가 (26a)로 발화하는 순간 ‘小王(他)是老师’라는 명

제(proposition)는 다른 대안적 후보였던 ‘小王(他)是学生’이라는 명제와 분명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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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이루게 되어 대조초점 구조가 발현되는 것이다. (26a)에서의 전제는 ‘小王’이

라는 지시체가 ‘老师’와 ‘学生’ 중 하나라는 사실이다. 단언은 ‘샤오왕은 老师와 医

生 중 X이다’이고, 초점은 ‘是老师’이다. (26a)를 도식적으로 표상하면 (26’)와 같다. 

(26’) 문장: 小王是老师。
전제: “샤오왕은 老师와 医生 중 X이다.”

단언: “X는 老师이다.”

초점: “是老师”

위의 분석을 통해 대조초점 구조에서는 ‘是NP’ 구문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是个NP’，‘是一个NP’ 구문이 대안적 후보가 제시된 문맥에 

사용될 수 있을까? 다음 예문을 보자.

(27) Q: 小王是老师，还是学生?

샤오왕은 의사야, 선생님이야?

a. 小王(他)是老师。
b. ⃰小王(他)是个老师。
c. ⃰小王(他)是一个老师。

샤오왕은(그는) 선생님이다.

대안적 후보가 제시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대조성이 분명하여 청자에게 쉽게 지

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조초점 구조는 대조성이 분명한 경우이다. 대조성이 분

명한 경우 (27)에서 是个NP’，‘是一个NP’ 구문은 비문이 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논항초점 구조, 확인초점 구조, 대조초점 구조는 모두 대조

성과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각 초점유형에서 공통적으로 ‘是NP’ 

구문이 선호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술어-초점의 경우에는 함축적 대조성을 

지니고 있을 때 ‘是NP’ 구문만이 선택된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2.1절에

서 언급하였던 (17)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17) 王大夫，您来啦！
우리 왕의사님 오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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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小王是老师，他不是大夫。
b. ⃰小王是个老师，他不是大夫。
c. ⃰小王是一个老师，他不是大夫。

샤오왕은 선생님이다. 그는 의사가 아니다.

(17)은 서술어-초점 구조이다. 왜냐하면 질문에서 통사적 주어위치에 ‘王大夫’라

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17a)로 발화할 경우 ‘小王’의 성씨가 이미 전제되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때문에 ‘小王’은 화제로 고정되었고 ‘是老师’는 단언이 된다. 그러

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서술어-초점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是个NP’，‘是一

个NP’ 구문을 사용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발화가 이루어진 경우 화자는 질문자가 

잘못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 수정을 하고 싶은 것이다. 비록 (17a)의 발화가 이루어

지기 전까지는 청자는 화자가 제시할 정보에 대해 예측할 수 없지만 (17a)가 발화

되는 경우 제시된 신정보와 청자가 잘못 알고 있었던 정보 사이에는 대조성이 나

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드러나는 대조성은 대화 함축에서와 마찬가지로 덜 분

명하며 서술어-초점 구조에도 나타난다. 이는 대조성을 문법 범주가 아닌 넓은 범

위에서 ‘대화 함축’으로 지칭된 일반적인 인지 처리 과정의 결과라고 정의한 

Lambrecht(1994:290-291)의 관점에 부합된다. 

위와 같은 분석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표2-3 > ‘是NP/是个NP/是一个NP’ 구문과 초점구조

구분 是NP 是个NP 是一个NP

서술어-초점 구조
+대조성 + - -

-대조성 + + +

논항초점 구조 +대조성 + - -

확인초점 구조 +대조성 + - -

대조초점 구조 +대조성 + - -

< 표2-3 >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서술어-초점 구조에서 인지적 기제인 대조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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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때 ‘是NP’, ‘是个NP’, ‘是一个NP’ 구문을 모두 사용할 수 있

다. 그리고 논항초점 구조, 확인초점 구조, 대조초점 구조는 대조성이 나타나기 때

문에 ‘是NP’ 구문만 사용할 수 있다. 서술어-초점 구조도 대조성을 나타날 경우 

‘是NP’ 구문만 사용한다. 결론적으로 다른 구문과는 달리 ‘是NP’ 구문이 대조성을 

부각하는 구문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검증을 통해 각각의 초점 유형들이 다양한 문법형식을 통해 제약적

으로 구문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각 구문이 화용

적으로 독립된 기능을 하고 있다는 본고의 가정을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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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是一个NP’의 신정보 도입 기능

2장에서 이미 증명했던 것처럼 ‘是NP’, ‘是个NP’, ‘是一个NP’ 구문은 모두 서술

어-초점 구조에 사용된다. 비록 세 구문이 같은 초점구조를 공유하고 있지만 전달

하고자 하는 정보에 차이가 있다. 본장에서는 문맥분석을 통해 ‘是一个NP’ 구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아래와 같은 예문을 살펴보자. 

(28) Q: 你们谁能告诉我，孙花是谁？
누가 좀 알려줄 수 없겠니? 손화가 누구인지를?

a.?孙花(她)是老师，每周都来我们这里做义工。
b. 孙花(她)是个老师，每周都来我们这里做义工。
c. 孙花(她)是一个老师，每周都来我们这里做义工。

손화라는 사람은 선생님인데, 주말마다 우리 여기에 와서 자원봉사를 해.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8)은 질문자가 ‘孙花’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지

만 ‘孙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이다. 이런 경우 (28b)와 (28c)는 (28a)

보다 자연스럽다. 다음 예문을 보자. 

(29) a. ⃰抖音是软件，用户可以通过这款软件选择歌曲，拍摄15秒的音乐短视频，
形成自己的作品。

b. ⃰抖音是个软件，用户可以通过这款软件选择歌曲，拍摄15秒的音乐短视

频，形成自己的作品。
c. 抖音是一个软件，用户可以通过这款软件选择歌曲，拍摄15秒的音乐短视

频，形成自己的作品。
틱톡은 플랫폼이다. 가입자는 이 어플(APP)을 통해 음악을 선택하고 15

초 이하의 음악동영상을 제작하여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예문 

(5)과 동일]

(29)는 청자가 ‘抖音’에 대해 아는 정보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이루어진 발

화이다. 통사적 주어에 대해 아는 정보가 없다는 점은 (28)과 (29)의 공통점이다. 

그러나 (29)와 같은 문맥에서는 (28)과 다르게 ‘是一个NP’ 구문만 사용할 수 있다. 



3. ‘是一个NP’의 신정보 도입 기능

- 27 -

(28)과 (29)의 문맥적 차이는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다.

(28') a. 孙花(她)是个老师，(她)每周都来我们这里做义工。
b. 孙花(她)是一个老师，(她)每周都来我们这里做义工。

(29') a. 抖音是一个软件，*(它)用户可以通过这款软件选择歌曲，拍摄15秒的音

乐短视频，形成自己的作品。

(28')의 후속절에는 지시대명사 ‘她’를 보충할 수 있지만 (29')의 후속절에는 지

시대명사 ‘它’를 보충할 수 없다. 후속절에 지시대명사를 보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是NP’, ‘是个NP’, ‘是一个NP’ 구문 뒤에 출현하는 후속절이 세 구문의 

통사적 주어 그리고 목적어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세 구

문에 나타나는 주어, 목적어와 후속절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후속절이 ‘是’의 주어와 연관이 있는 경우

‘是NP’, ‘是个NP’, ‘是一个NP’ 구문 뒤에 출현하는 후속절이 세 구문의 주어와 

연관이 있는 경우, 후속절의 주어는 비어있거나 지시대명사로 조응하는 경향이 있

다. 다음의 예문부터 살펴보자. 

(30) a. 他是好老师，(他)是给山里孩子知识的老师，(他)也是我们每个人人生的老

师。
b. 他是个好老师，(他)是给山里孩子知识的老师，(他)也是我们每个人人生的

老师。
c. 他是一个好老师，(他)是给山里孩子知识的老师，(他)也是我们每个人人生

的老师。
그는 좋은 선생님이다. (그는)시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자 또한 우리의 인생에서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이다. 

(31) a. 腾讯是好老师，(它)培养了这么多顽强的对手。
b. 腾讯是个好老师，(它)培养了这么多顽强的对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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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腾讯是一个好老师，(它)培养了这么多顽强的对手。
텐센트는 좋은 스승이다. (그는)여러 강견한 적수를 양성하였다. 

(30)와 (31)의 ‘是一个NP’ 구문에서 ‘一'은 강세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是NP’, 

‘是个NP’, ‘是一个NP’ 구문 뒤에 출현한 후속절의 시작위치에 지시대명사 ‘他’혹은 

‘它’를 보충할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문맥 속에 보충한 ‘他’와 ‘它’는 

운율적 두드러짐이 없다. Lambrecht(1994:98)는 활성적 지시체는 운율적 두드러짐

의 결여나 대명사적 기호화, 또는 그 둘 다를 통해서 모호하지 않게 표시될 수 있

다고 주장하였다.10) Lambrecht(1994)의 연구를 토대로 우리는 세 구문의 후속절에 

보충할 수 있는 지시대명사 ‘他’와 ‘它’가 활성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시대명

사 ‘他’와 ‘它’가 활성적인 지시체라는 것은 이와 조응하는 세 구문의 통사적 주어

가 확인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확인가능한 지시체에 대해 평가를 하거나 장기

적인 기억 속에 내장되어 있는 정보를 복구해 내는 과정은 비교적 낮은 정신적 노

력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31)에서 ‘它’가 가리키고 있는 구문의 통사적 주어 ‘腾

讯’는 청자가 확인가능한 것이다. 이 때문에 ‘腾讯’에 대해 ‘是NP’, ‘是个NP’, ‘是一

个NP’ 중 그 어떤 구문을 사용해도 정보를 추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是’의 목적어가 어떤 화용적 의미를 나타내느냐를 구분

할 필요가 없다. 고로 (30)과 (31)에서는 ‘是NP’, ‘是个NP’, ‘是一个NP’ 세 구문이 

모두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후속절이 ‘是’의 주어와 연관이 있는 경우 ‘是NP’, ‘是个NP’, ‘是一个NP’ 구문이 

모두 성립된다. 이는 세 구문의 통사적 주어가 청자에게 확인가능한 것이어서 주

어에 대한 명제를 해석하기 위한 부가적인 노력을 청자에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3.2. 후속절이 ‘是’의 목적어와 연관이 있는 경우

‘是NP’, ‘是个NP’, ‘是一个NP’ 구문 뒤에 출현하는 후속절이 세 구문의 목적어와 

10) Lambrecht(1994:98)에서 활성적 지시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To sum up, while ACTIVE referents can be unambiguously marked as such via absence of 

prosodic prominence, or pronominal coding, or both there is no corresponding unambiguous 

marking for the status IN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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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이 있는 경우, 후속절의 주어는 지시대명사를 보충하여 사용할 수 없다. 형식

에서 보이는 이러한 차이는 세 구문이 고유한 어떤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을까. 다음 

예문을 보자.

(32) Q: 你知道抖音是什么吗?(틱톡을 모르는 상대방의 질문)

틱톡이 뭔지 아나요?

a. ⃰抖音是软件，用户可以通过这款软件选择歌曲，拍摄15秒的音乐短视频，
形成自己的作品。

b. ⃰抖音是个软件，用户可以通过这款软件选择歌曲，拍摄15秒的音乐短视

频，形成自己的作品。
c. 抖音是一个软件，用户可以通过这款软件选择歌曲，拍摄15秒的音乐短视

频，形成自己的作品。
틱톡은 플랫폼이다. 가입자는 이 어플(APP)을 통해 음악을 선택하고 15

초 이하의 음악동영상을 제작하여 자신의 작품을 만들 수 있다.

(32)는 질문을 한 사람이 ‘抖音’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

진 발화이다. 이때 (32c), 즉 ‘是一个NP’ 구문만 사용할 수 있다. (32c)에서는 ‘是一

个NP’ 구문의 후속절에 지시대명사를 보충할 수 없고 ‘是一个NP’ 구문의 통사적 

주어를 후속절의 주어로 사용할 수 없다. 비록 ‘是一个NP’ 구문의 통사적 주어가 

후속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是一个NP’ 구문의 통사적 목적어는 후속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32c)의 후속절은 모두 질문자

가 궁금해 하는 ‘一个软件’(어떤 어플)에 관한 추가내용이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다음의 예문을 보자.

(33) a. ⃰蓝鲸是游戏，游戏的参与者在10-14岁之间，完全顺从游戏组织者的摆布与

威胁，凡是参与的没有人能够活下来，已经有130名俄罗斯青少年自杀

了，而且这个游戏还在向世界扩张。
b. ⃰蓝鲸是个游戏，游戏的参与者在10-14岁之间，完全顺从游戏组织者的摆布

与威胁，凡是参与的没有人能够活下来，已经有130名俄罗斯青少年自杀

了，而且这个游戏还在向世界扩张。
c. 蓝鲸是一个游戏，游戏的参与者在10-14岁之间，完全顺从游戏组织者的摆

布与威胁，凡是参与的没有人能够活下来，已经有 130 名俄罗斯青少年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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杀了，而且这个游戏还在向世界扩张。
‘흰긴수염고래’는 게임이다.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10~14세이며 

게임운영자의 지배와 위협에 복종한다. 이 게임에 참가했던 사람 중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으며 러시아에서 이미 130명 정도의 청소년이 자살

을 했다. 지금 이 게임이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

(33)에 사용된 ‘흰수염돌고래’는 우리의 지식 속에 존재하고 있는 포유동물이 아

니다. 그러므로 화자는 청자가 ‘흰수염돌고래’에 대해 심적 표상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며 발화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 역시 ‘是一个NP’ 구문만 성립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3c)도 (32c)와 비슷하게 후속절이 ‘是一个NP’ 구문의 통

사적 목적어에 대한 추가설명이다. (33c)는 (32c)보다 더 쉽게 후속절이 ‘是一个NP’ 

구문의 통사적 목적어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是一个

NP’ 구문의 목적어는 ‘一个游戏’였는데 그의 후속절의 시작부분에서 ‘游戏’라는 

단어를 다시 언급하고 추가 설명을 계속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32c)와 (33c)는 모두 후속절이 ‘是’의 통사적 목적어와 연관이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 두 예문을 정보구조 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해 보면 ‘抖音’과 ‘蓝

鲸’은 모두 최신의 비-고정된(brand-new unanchored)주제에 해당한다. 왜냐하면 청

자는 ‘抖音’과 ‘蓝鲸’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시체에 대한 그 어떤 심

적표상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자가 유효적인 정보전달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청자에게 ‘抖音’과 ‘蓝鲸’에 접근할 수 있는 문맥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 

抖音’과 ‘蓝鲸’은 발화시 불특정한 집합인데, 이런 불특정한 집합을 지시적으로 가

리킬 수 있는 하나의 집합으로 축소해야 한다. 지시적으로 가리킬 수 있는 집합은 

총칭으로 나타내는 것이 가장 적합한데, 총칭명사나 명사구의 앞에 수량사구 ‘一

个’를 부가하여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어떤 개체를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계사 

‘是’로 비-고정된 주제와 연결을 하면 청자는 그 최신의 비-고정된(brand-new 

unanchored) 주제였던 단어들에 대해 접근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청자에게 ‘抖

音’은 심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지시체이지만 화자가 ‘是一个NP’ 구문을 사용함

으로써 ‘抖音’이 ‘软件’(플랫폼)이라는 집합에 속하여 있는 어떤 개체라는 것을 알

게 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화자는 청자로 하여금 ‘抖音’이라는 최신의 비-고

정된(brand-new unanchored) 주제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든다. 바꿔 말해 ‘是一个NP’ 

구문을 사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도입하고, 계속해서 새 정보에 대해 구체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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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Lambrecht(1994:165)의 주제 용인가능성 등급으

로 설명할 수 있다. 

아래는 주제의 용인가능성 등급에 관한 그림이다.

활성적(active)                                 가장 용인 가능

접근가능(accessible)

미사용(unused)

최신의 고정된(brand-new anchored)

최신의 비-고정된(brand-new unanchored)         가장 덜 용인 가능

<그림 3-1> 주제의 용인가능성 등급

<그림 3-1> 주제의 용인가능성 등급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최신의 비-고정된

(brand-new unanchored) 것이 주제로 사용될 경우 그 용인가능성이 가장 낮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용인가능성이 가장 낮기 때문에 최신 지시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청자에게 그 지시체는 확인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자가 

주제의 지시체를 심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자는 그 지시체에 대한 정보

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 정보가 정확한지도 알 수 없다. 즉 청자는 화

자가 자신에게 제시된 명제적 정보의 일부를 이해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화자의 발화는 청자에게 있어서 유효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거나 혹은 정보의 불완

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확인할 수 없는 지시체는 화자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

해 더 정교해진다. 따라서 ‘是一个NP’ 구문으로 새로운 정보를 도입하고 있는 (32)

과 (33)의 후속절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종합해보면 주제 혹은 통사적 주어 위치에 출현하는 성분이 청자에게 있어

서 최신의 비-고정된(brand-new unanchored) 것인 경우 ‘是一个NP’ 구문으로 총칭적 

지시체에 속해 있는 어떤 개체를 문맥 속으로 도입할 수 있다. 이어서 ‘是一个NP’ 

구문으로 도입한 새로운 정보에 대해 후속절의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정교화해 나간다. 

이상으로 ‘是一个NP’ 구문은 다른 구문과 달리 신정보를 도입하는 고유한 기능

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2 -

4. ‘是个NP’의 속성 표현 기능

현대중국어에서 ‘是个NP’ 구문은 ‘是NP’, ‘是一个NP’ 구문과 다르게 ‘NP’의 어

떤 특징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다. 본장에서는 ‘是个NP’ 구문이 어떠한 구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부정문, 복수 주어, 그리고 은유와 환유 등 

다양한 언어 환경에서 실현되는 ‘是个NP’ 구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다음 

예문을 보자.

(34) a. 他是律师，每天都很忙。
b. 他是个律师，每天都很忙。
c. 他是一个律师，每天都很忙。

그는 변호사이다, 매일 많이 바쁘다. 

(34)와 같은 문맥에서는 ‘是NP’, ‘是个NP’, ‘是一个NP’ 세 구문 모두 사용가능하

다. 또한 (34a-c)는 모두 명제적 의미가 동일하여, 하나의 한국어문장으로 변환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다른 문맥에서 세 구문을 분석해보도록 하겠

다. 다음 예문을 보자.

(35) a. 他是律师，不是医生。
b. ⃰他是个律师，不是医生。
c. ⃰他是一个律师，不是医生。

그는 변호사이다. 의사가 아니다. 

2장에서 논의했듯이 세 구문 중에서 ‘是NP’ 구문만 대조를 나타내는 문맥에 사

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는 변호사이다. 의사가 아니다’와 같이 대조를 나타내

는 문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오직 ‘是NP’ 구문인 (35a)만이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36) a. ⃰《湖北富豪宝马车故意杀人》的视频最近在各大网站迅速飘红，被宝马车撞

的人是律师，他正在代理一起离婚官司，女方当事人简直就是现代的“秦香

莲”，而男方不但是个抛妻弃子的“陈世美”，还是开着宝马车撞死律师的凶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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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湖北富豪宝马车故意杀人》的视频最近在各大网站迅速飘红，被宝马车撞

的人是个律师，他正在代理一起离婚官司，女方当事人简直就是现代的“秦

香莲”，而男方不但是个抛妻弃子的“陈世美”，还是开着宝马车撞死律师的

凶手。
c. 《湖北富豪宝马车故意杀人》的视频最近在各大网站迅速飘红，被宝马车撞

的人是一个律师，他正在代理一起离婚官司，女方当事人简直就是现代的

“秦香莲”，而男方不但是个抛妻弃子的“陈世美”，还是开着宝马车撞死律

师的凶手。
“후베이부자 BMW 고의 살인사건”에 관한 동영상이 시중 각 인터넷 사

이트에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BMW에 치인 사람은 어떤 변호사였다. 

그는 지금 이혼소송을 맡고 있는데 변호를 위탁한 여자는 현대판 ‘진향

련’이고 상대편 남자는 아내와 아이를 버린 ‘진세미’이다. 게다가 BMW

로 변호사를 치어 사망하게 만든 범죄자가 그 남편이다.

(36)과 같은 문맥에서는 (36b)와 (36c)만 사용할 수 있고 (36a)는 성립하지 않는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36a)가 성립할 수 없는 원인은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어떤 사

람이 다치게 되었는데 그 다친 사람이 특정 지시체이기 때문에 수식구조가 없는 

‘律师’로 지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6)의 발화 상황에서 실현되고 있는 ‘律师’는 

우리의 지식 속에 저장된 보편적인 ‘律师’라는 개념이 아니라 “후베이부자 BMW 

고의 살인사건”에 연관되어 있고, 그 사건에서 실체가 있는 특정한 ‘律师’를 요구

하는 상황이다. (36c)는 문맥이 요구하는 그 지시체를 나타날 수 있다. 3장에서 증

명했듯이 (36c)에서 ‘一个NP’가 지시할 수 있는 지시체는 화자는 알지만 청자가 모

른다고 추측하여 화자가 새로 도입한 정보이다. 즉 교통사고를 겪게 된 변호사의 

실체에 대해 화자는 알고 있다. 그리고 화자는 청자가 모를 것으로 추정하고 ‘一个

NP’로 도입한 새로운 정보에 대해 후속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화자와 청

자사이에 효과적인 정보전달을 완성한다. (36)의 문맥은 ‘是个NP’ 구문 역시 사용

가능하지만 ‘是一个NP’ 구문과 다른 화용적 쓰임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36)의 문

맥에 사용된 ‘是个NP’ 구문과 ‘是一个NP’ 구문의 비교이다. 

(36') a. 《湖北富豪宝马车故意杀人》的视频最近在各大网站迅速飘红，被宝马车撞的

人是个律师。
b.? 《湖北富豪宝马车故意杀人》的视频最近在各大网站迅速飘红，被宝马车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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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人是一个律师。
“후베이부자 BMW 고의 살인사건”에 관한 동영상이 시중 각 인터넷 사

이트에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BMW에 치인 사람은 어떤 변호사였다. 

(36'a)는 ‘是个NP’ 구문으로 후속절이 없어도 화자가 의도한 정보전달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是一个NP’ 구문인 (36'b)는 후속절 없이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없을 뿐더러 문맥의 흐름이 부자연스러워진다. 또한 ‘是个NP’ 구문은 문맥이 주어

진 범위 내에서 나타낼 수 있는 ‘NP’의 속성, 즉 문맥이 주는 ‘NP’의 속성11)을 부

각한다. 다만 문맥이 주는 속성은 함축적이어서 ‘NP’의 속성을 부각하는 ‘是个NP’ 

구문의 고유한 의미적 기능이 약하게 드러날 뿐이다. 

‘是个NP’ 구문은 문맥의 도움 없이도 ‘NP’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다. 다시 말해 

‘是个NP’ 구문은 인간의 백과사전적 지식 속에 저장 되어 있는 ‘NP’의 속성을 불

러올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37) a. ⃰他是律师，就连平时说话都是一副律师腔调。
b. 他是个律师，就连平时说话都是一副律师腔调。
c. ?他是一个律师，就连平时说话都是一副律师腔调。

그는 변호사이다.(변호사스럽다) 그래서인지 평소 말투까지도 변호사티

를 팍팍 내고 있다. 

(37)에서는 ‘是个NP’ 구문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문맥은 후속

절에서 변호사스러운 어떤 사람에 대해 묘사하며 일반적인 변호사의 특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맥의 흐름에서는 (37b)의 ‘是个NP’ 구문이 가장 적합

해진다. 

예문 분석을 통해 ‘是个NP’ 구문이 어떤 사물의 특징이나 특성을 부각할 수 있

다는 것을 추론해 낼 수 있었다. 반면 ‘是个NP’ 구문의 고유한 구문적 의미를 ‘是

NP’와 ‘是一个NP’ 구문은 나타낼 수 없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검증과 추론을 토대

로 좀 더 다양한 언어 환경에서 ‘是个NP’ 구문이 갖고 있는 고유한 구문적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11) 본 장에서 논의하는 자질, 특징, 특성 등은 모두 ‘속성’이라는 용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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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是个NP’와 부정형식

부정문에서 ‘是NP’, ‘是个NP’, ‘是一个NP’ 세 구문이 각각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

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是个NP’ 구문의 고유한 특성과 구문적 의미를 추출해보고

자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38) a. 他不是人。
그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사람(인간)도 아니다.

b.  他不是个人。
그는 사람(인간)도 아니다. 

(38)에서 (38a)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중의적인 문장이고 (38b)는 한 가지 해

석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38a), (38b)는 모두 ‘그는 사람(인간)

도 아니다’라는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때 ‘是NP’ 구문이 ‘是个NP’ 구

문보다 훨씬 문맥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아래 예문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38') a. 孙悟空，他不是人，是猴子。
손오공, 그는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이다. 

b. 他真不是人，离婚后他一直不让我见儿子。
그는 정말 사람(인간)도 아니야. 이혼한 뒤로 아들을 못 보게 한다.

c. 那天我就想跟您说了，他不是个人。
그때 바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는 사람(인간)도 아니에요.

(38’a)와 같은 문맥에서 ‘손오공, 그는 사람이 아니라 원숭이이다’로 해석할 수 

있지만 ‘손오공, 그는 인간도 아니다’로는 해석할 수 없다. 이때 화자가 ‘원숭이’라

는 개념 범주와 대조하여 ‘사람’이라는 개념 범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38'b)처럼 일정한 문맥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그는 인간도 아니다’로 해석하게 된

다. (38'b)를 보면 ‘真’과 같은 정도부사를 사용하여야 ‘사람(인간)도 아니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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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 만약 (38'b)에서 남편이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

는 비인간적인 행동에 관한 서술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청자에게는 ‘사람(인간)도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다. 반면 (38'c)는 ‘他’가 ‘사

람이 아니다’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38'b)와 (38'c)의 가장 뚜렷

한 차이점이라면 (38'c)는 별다른 문맥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는 사람도 아니다’라

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지만 (38'b)는 그렇지 않다. 이는 ‘是个NP’ 구문의 고유한 

구문적 의미가 ‘NP’의 어떤 자질, 특성을 부각하는 기능과 관련 있음을 설명해준

다. 이처럼 차별적인 구문의 선택은 각 구문이 독립된 하나의 구문이며, 따라서 각

각의 의미가 상이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어서 ‘是一个NP’ 구문에 대해 살펴보자. 

(39) ? 他不是一个人。
그는 사람이 아니야.

(39)는 ‘是一个NP’ 구문으로 ‘一’가 운율적 두드러짐이 없고 수량의 의미를 나타

낼 수 없는 경우이다. (39)는 어색한 표현이지만 비문으로 분류할 수 없다. 왜냐하

면 후속절이 이어지면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이다. 다음을 살펴보자. 

(39') 我舅舅毛很多，你看得见的就这么多，没看见的更多，他不是一个人，(他)完

全是张毡子。
외삼촌은 털이 많은 사람이다. 눈에 보이는 털도 이렇게 많은 데 안 보이는 

털이 더 많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펠트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사람’이라면 육안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 손, 다리, 

머리카락, 코, 입, 솜털 등은 생물학적으로 ‘사람’이라는 개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

소이고, 또한 사람이 스스로 지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진화를 거친 인류는 솜털

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지나치게 털이 많으면 우리의 개념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

라는 개체와 어긋나게 된다. 그런 경우 우리는 ‘他不是一个人’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게 된다. 즉 (39')에서 ‘是一个NP’ 구문의 부정형식은 우리의 개념 속에 존재하

는 어떤 개체에 대한 부정인 것이다. 

좀 더 확장된 ‘NP’의 분석을 통해 세 구문을 분석하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是

个NP’ 구문의 뚜렷한 의미적인 특성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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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a. ⃰武陵这个地方呀，根本就不是地方。穷山恶水，泼妇刁民。鸟不语, 花还

不香呢！
b. 武陵这个地方呀，根本就不是个地方。穷山恶水，泼妇刁民。鸟不语，花

还不香呢！
c. ⃰武陵这个地方呀，根本就不是一个地方。穷山恶水，泼妇刁民。鸟不语，

花还不香呢！
‘우링’이라는 곳 말이야,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더라. 황량할 뿐만 

아니라 인심도 각박하기 그지없어. 지나가는 새도 노래하지 않고 거기에

서 자란 꽃마저 향기를 잃어버렸더라. [예문 (4)와 동일]

(40)과 같은 문맥에서는 ‘是个NP’ 구문을 사용할 수 있지만 ‘是一个NP’와 ‘是NP’

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40)에서 ‘地方’라는 단어가 두 번 출현하였는데, ‘武陵

这个地方’에서 사용된 ‘地方’은 장소에 대응되는 ‘곳’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不是

个地方’에서 사용된 ‘地方’은 물리적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아니다. ‘武陵’은 지

명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인데 화자는 ‘这个地方’과 같은 표현에서 한정대명사를 사

용함으로써 ‘武陵’이라는 장소가 청자에게 확인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비

록 ‘武陵’이라는 구체적인 명사에 대해 화자는 청자가 심적표상을 가졌다고 추정

하고 있지만, 청자의 입장에서는 ‘武陵’에 대해 어떤 정보가 전달될 건지는 예측불

가능하다. (40a)를 살펴보면 ‘不是地方’이라고 한 표현은 ‘장소가 아니다’라는 의미

를 나타내고 있다. 장소가 아니면 사람일 수도 있고 동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앞 

문장에서 ‘武陵这个地方’이라는 화제를 고정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가 아니다’라

는 후속절이 이어질 경우 논리적인 측면에서 어긋나게 되어 (40a)가 비문이 되는 

것이다. (40c) 역시 논리적 오류에 의한 비문이다. ‘不是一个地方’은 ‘어떤 장소가 

아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앞 문장에서 이미 지시적인 ‘武陵这个地方’

을 사용하고 후속절에서는 ‘不是一个地方’을 사용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반면 (40b)는 성립할 수 있다. 왜냐하면 ‘不是个地方’이라고 발화 했을 경우 그곳에

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이거나 환경이 나쁘거나 또는 지리적 위치가 좋지 않

아서 교통이 불편하다는 등등 여러 가지 주관적인 가능성이 함축되어 있는데, 이

렇게 함축되어 있는 내용들이 ‘地方’이 갖추어야할 자질들이기 때문이다. ‘武陵这

个地方’를 화제로 고정하고 후속절에서 화제에 대한 자질들을 제시하거나 부정해

도 화제를 부정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어떤 곳이 교통이 안 좋다고 그곳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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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武陵’이 교통이 좋지 않다고 물리적인 장소가 

아닐 수 없다는 뜻이다. (40b)의 후속절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듯이 화자는 ‘武陵’

라는 지리적인 장소를 잘못 찾아왔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

이 사람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40b)가 논

리적으로 성립 가능한 이유는 ‘是个NP’ 구문이 ‘NP’의 자질, 속성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41) a. 我不是成功的艺人，但我是成功的企业家。
나는 성공한 연예인은 아니지만 성공한 기업가이다.

b. 有人说我这个人唱功烂、演技差、在演艺圈婚混了大半辈子还没上过什么

头条，(我)不是个成功的艺人！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 노래도 연기도 못하며 연예계에 평생 몸을 담아

도 검색창 1위에 오른 적이 없어 성공한 연예인라고 말할 수 없다고 평

가를 내렸다. 

c. 我们提到“成功的艺人”会想到很多人，比如，成龙、周星驰、巩俐、刘德

华等等，甚至有的人还会想到我。可你知道吗?其实我不是一个成功的艺

人，我只是一个非常努力的艺人。
성공한 연예인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떠오를 것이다. 

예를 들자면 성룡, 주성치, 공리, 유덕화 등이 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이

름까지 언급하지만 사실 나는 성공한 연예인이 아니다. 나는 단지 노력

하는 연예인일 뿐이다.

(41)은 명사 앞에 수식성분이 출현하는 경우이다. 명사 앞에 수식성분이 출현할 

경우 세 구문의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각각의 구문이 각기 다른 문맥에서 

비교적 도드라지게 발현되기도 한다. (41a)는 ‘是NP’ 구문인데 이 구문에 출현한 

명사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41a)의 선행절에 사용된 명사구 ‘成

功的艺人’과 후속절에 사용된 명사구 ‘成功的企业家’는 수식성분만 동일하고 중심

어는 다르다. (41a)에서 수식성분을 바꾸지 않고 중심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역

시 범주 간의 대조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화자는 ‘나’란 실체가 ‘성공적인 연예

인’이라는 범주와 대조를 이루는 ‘성공적인 기업가’라는 범주에는 속한다는 정보

를 전달하고자 할 때 ‘是NP’ 구문을 선택하였다. ‘是个NP’, ‘是一个NP’ 구문은 이

러한 문맥에 사용할 수 없다. (41b)에서 화자는 대중들에게 이미 얼굴을 알린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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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한 연예인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래

를 못하고 연기도 못한다. 그리고 실시간 검색어 1위에도 오른 적이 없다. 이러한 

특징은 모두 ‘是个NP’ 구문을 사용하기 위한 전제이다. ‘是个NP’ 구문을 사용했을 

때 이러한 연예인이 가져야 할 특징과 재능들이 부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는 ‘是NP’, ‘是一个NP’ 구문은 사용될 수 없다. (41c)는 ‘是一个NP’ 구

문이고 이 구문에 출현한 명사구를 살펴보면 ‘是NP’ 구문과 다른 경향이 나타난

다. (41c)의 선행절에 사용된 명사구 ‘成功的艺人’과 후속절에 사용된 명사구 ‘非常

努力的艺人’은 명사구의 중심어가 동일하고 수식성분이 다르다. ‘성공한 연예인’이

라는 집단은 여러 실체들로 이루어졌다. 화자는 자신이 그 집단속에 포함되어 있

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是一个NP’ 구문을 사용하였다. 

반면 ‘是NP’, ‘是个NP’ 구문은 이러한 문맥에 사용될 수 없다.

이상으로 부정형식에서 각 구문이 발현되는 언어 환경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是NP’, ‘是一个NP’ 구문은 개념 범주 혹은 어떤 지시체에 

대한 부정이고 ‘是个NP’ 구문은 명사구가 갖고 있는 특징이나 자질 등에 대한 부

정이다.

4.2. ‘是个NP’와 복수 주어의 공기

복수 주어가 ‘是NP’, ‘是个NP’, ‘是一个NP’ 구문에서 사용될 때 나타나는 의미분

석을 통해 ‘是个NP’ 구문이 사물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해보고자 한다. 먼저 다음의 예문을 보자. 

(42) a. 那几个家伙简直是无赖。
b. 那几个家伙简直是个无赖。
c.?那几个家伙简直是一个无赖。

그 놈들은 그야말로 불량배이다. 

(42)에서 주어는 ‘那几个家伙’로 복수를 나타낸다. 주어가 복수일 경우 (42a)와 

(42b)는 성립되지만 (42c)의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원어민 화자들의 의견이 분분하

다. 이는 문맥이 제시되지 않아 화자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가 무엇인지 청자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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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기 때문이다. (43)과 (44)는 각각 문맥이 주어진 경우 복수인 주어와 ‘是一个

无赖’가 공기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복수인 주어와 ‘是一个无赖’구문이 

공기 불가능한 예문부터 살펴보자. 

(43) a. 《杨志卖刀》里的牛二是一个无赖，他为了霸占杨志的宝刀，对杨志百般刁

难。
b. ⃰《杨志卖刀》里的牛二兄弟是一个无赖，他们为了霸占杨志的宝刀，对杨志

百般刁难。
c. ⃰《杨志卖刀》里的牛二兄弟是个无赖，他们为了霸占杨志的宝刀，对杨志百

般刁难。
《양지, 칼을 팔다》에 나온 우이(牛二)는 불량배이다. 그는 양지의 보검을 

강점하기 위해 양지를 무척 괴롭혔다.

(43a)에서는 《양지, 칼을 팔다》라는 책 속에 등장하는 우이(牛二)라는 사람에 대

해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는 우이(牛二)라는 사람과 어떤 불량배라는 지시체가 

‘是’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우이(牛二)라는 불량배가 개인의 욕망을 위해 양지를 

무척 괴롭혔다. 즉 우이(牛二)는 양지를 괴롭히는 실체이다. 양지를 괴롭히는 행동

이 분명히 일어났으니 이 행동을 한 실체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때 (43a)에서 ‘是一

个NP’ 구문을 사용하여 우이(牛二)가 바로 어떤 불량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

다면 우이(牛二)는 반드시 존재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一个无赖’도 특정한 실체를 

나타내지 못할지라도 어떤 실체를 반드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43b), (43c)는 

(43a)에 나오는 우이(牛二)를 우이(牛二)형제, 즉 복수 주어로 바꾸어 나타낸 것이

다. 그러나 복수 주어가 사용된 (43b), (44c)는 비문이 된다. 이는 문맥적 해석을 통

해 ‘一个无赖’는 반드시 ‘양지’를 괴롭혔던, 화자와 청자의 담화세계 속에 있는 어

떤 하나의 지시체를 가리켜야 하기 때문에 복수 주어는 불가하게 되는 것이다. 그

럼에도 복수인 주어와 ‘是一个无赖’의 공기가 자연스러운 문맥도 존재한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45) 这些英国人和法国人，他们在圆明园里面就是一个无赖，我们对这种无赖没

办法讲道理。
이 영국 사람과 프랑스 사람들은 원명원 안에서 불량배나 다름없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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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량배들한테 도리를 따져보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45)의 주어는 복수이다. 화자가 영국인과 프랑스인이 원명원에서 유적을 파괴

하고 보물을 강탈하던 역사를 상상하며 발화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문맥에서는 

‘一个无赖’가 어떤 불량배라는 지시체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은 후속

절에 나타난 ‘这种无赖’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영국 사

람과 프랑스 사람이 원명원에 어떤 큰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다. 여기서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연결고리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연결고리로 연결된 지시체들의 집단을 가리키는 경우에 ‘一个无赖’라는 표현을 사

용할 수 있다. 즉 ‘一个无赖’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 어떤 하나의 실체가 아니기 때

문에 복수인 주어와 함께 공기할지라도 비문이 되지 않는 것이다. 

같은 문맥에서 복수인 주어와 ‘是个NP’의 공기 양상은 어떻게 나타날까. 다음의 

예문을 보도록 하자. 

(45') 这些英国人和法国人，他们在圆明园里面就是个无赖，我们对这种无赖没办

法讲道理。
이 영국 사람과 프랑스 사람들은 원명원 안에서 불량배나 다름없다. 우리는 

이러한 불량배들한테 도리를 따져보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45')를 통해 복수 주어와 ‘是个NP’ 구문이 공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복수 주어와 ‘是个NP’ 구문이 공기 가능한 문맥에서 ‘NP’의 속성을 나타내는 

구문적 의미가 부각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吕叔湘(1944:139)에서 个가 단위사(양

사)인데 다른 단위사(양사)에 비해 영어의 부정관사에 가깝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

국어에서 관사로 사용되는 구조는 ‘一'가 아닌 ‘一+양사'구조이며 ‘一'가 탈락하여

도 양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단위사(양사)자체의 관사화라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个’가 다양한 새로운 

기능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시 (42c)를 살펴보면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是一个NP’가 하나의 실체를 가리킬 수도 있고 어떤 공통적 특징을 갖고 있는 실

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집단을 가리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张伯江，李珍明(2002)에서는 ‘是个NP’ 구문과 ‘是一个NP’ 구문을 분리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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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是(一)个NP’구문으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是个NP’ 구문을 

‘是一个NP’에서 수사 ‘一'의 생략으로 보았으며 ‘一'의 유무에 따른 차이는 고려하

지 않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张伯江，李珍明(2002)의 연구와는 달리 ‘是个NP’ 구

문과 ‘是一个NP’ 구문은 고유한 구문적 의미를 지닌 독립된 구문의 영역이 존재한

다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른 구문과는 달리 ‘是个NP’ 구문만이 무표

적인 상황에서 ‘NP’의 어떤 특징을 부각할 수 있는 의미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46) 孙瑜、郑君里、赵丹这些人三十年代都在上海电影、戏剧界工作，知道江青

在那一段时期的历史，这是江青的一种难以摆脱的心病。加上赵丹、郑君里

等人都是个自由主义者，讲话随便，容易泄露她过去的秘密，所以《武训传》就

成了打击这些老伙伴的一个机会。
손유, 정군리, 조단 등은 상하이의 영화나 연극분야에서 30년 동안 몸을 담

은 사람들이다. 강청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점은 강청으로 하여금 계속 해

결하지 못한 고민덩어리였다. 게다가 조단, 정군리 등의 사람들은 모두 자

유로운 영혼이어서 자칫 말을 잘 못하면 자신의 비밀을 말해버릴 것 같았

다. 그래서 마침 “무훈전”이 강청으로 하여금 옛날 친구들을 타격하는 가장 

좋은 기회로 되었다.

(46)에서는 부사 ‘都’와 ‘是个NP’를 함께 사용하였다. ‘是个NP’ 구문이 ‘赵丹’, 

‘郑君里’ 등과 같은 사람들의 자유분방한 특징을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是个NP’ 

구문의 앞에 ‘都’를 사용할 수 있었다. (46)이 성립가능하다는 것은 ‘是个NP’ 구문

이 어떤 특징을 표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증명하는 셈이다. 

4.3. ‘是个NP’와 범칭성

복수인 주어와 공기하는 경우 외에 ‘是个NP’ 구문은 문두에 출현하여 속성과 연

관이 있는 범칭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是一个NP’ 구문은 집합 속에 있는 하나

의 개체를 나타나기 때문에 범칭을 나타낼 수가 없다. ‘是NP’ 구문은 문두에 나타

날 수 있지만 ‘是个NP’ 구문처럼 속성과 연관이 있는 범칭성을 드러내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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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체적인 언어 환경에 대한 예문 분석을 통해 문두에 출현하는 ‘是个NP’ 구문

이 속성과 연관이 있는 범칭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다음의 예문

을 보자.

(47) a. 是人就不能办这种事儿。
b. 是个人就不能办这种事儿。
c. ⃰是一个人就不能办这种事儿。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47a)에서 사람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문두에 사용

된 ‘是人’은 다른 개념범주와 대조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범주를 가리킨다. 즉 

사람이라는 개념범주에 포함되어있는 모든 실체를 나타낼 수 있다. (47b)는 사람이

라는 자질을 조금이라도 가졌다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 ‘是个人’은 무릇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자질을 부각시키고 있다. 

즉 사람이 가져야할 기본적인 자질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문맥

이 주어지면 문두에 출현한 ‘是个人’이 어떤 자질을 부각시키고 있는지 분명해진

다. 다음 예문을 보자.

(47') a. 是人就不能办这种事儿，如果办了这种事儿，他就不是人。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런 일을 했다면 그는 사람이 아니

다.

b. 是个人就不能办这种事儿, 如果办了这种事儿，他就不是个人。
무릇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런 일을 했다면 그

는 사람(인간)도 아니다.

c. ⃰是一个人就不能办这种事儿, 如果办了这种事儿，他就不是一个人。

(47'c)는 비문이다. 집합 속의 어떤 개체를 나타내는 표현과 범칭을 나타내는 표

현이 동일한 형식으로 표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47'a)의 ‘是人’은 ‘사람은’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고 (47'b)는 ‘무릇 사람이라면 응당 가져야할 기본자질을 가진 자’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47'a)와 (47'b)의 구분을 좀 더 분명하게 하기위해서 다

음과 같이 생각해볼 수 있다. (47'a)에서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경우,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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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b)에서는 사람의 기본 자질을 가진 사람이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경우 우리는 그 사람이 인간답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계속해서 다음 예문을 살펴

보자.

(48) a. ?现如今，是人就出书。
요즘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책을 쓴다.

b. 现如今，是个人就出书。
요즘에는 개나 소나(아무나) 다 책을 쓴다.

c. ⃰现如今，是一个人就出书。

(48c)는 비문이다. 그리고 (48a)와 (48b)는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48a)는 

‘是NP’ 구문을 사용하여 사람은 책을 쓴다는 내용을 나타내고 (48b)는 사람이라는 

기본자질을 가지기만 하면 누구나 책을 쓴다는 내용이다. ‘是NP’ 구문과 ‘是个NP’ 

구문이 사용된 언어 환경을 좀 더 구체화해보면 그 차이점이 더욱 뚜렷해진다. 다

음 예문을 보자.

(49) A. 现如今，是人就出书。
요즘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책을 쓰더라. 

B. 什么话，难道不出书，就不是人啦? 

그게 무슨 말이니. 책을 안 쓰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니?

(50) A. 现如今，是个人就出书。
요즘에는 개나 소나(아무나) 다 책을 쓴다.

B. 没错，前几天老王他妻子刚出了一本书叫‘月子’，这下老王急了，他说他

也要出一本书叫‘照顾月子’。
맞아, 며칠 전에 라우왕의 아내가 ≪산후조리≫라는 책을 출간했는데, 

라우왕이 그걸 보고 안달이 나서 자기도 책을 내겠다며 책 이름을 ≪산

후조리를 해주다≫로 정하기까지 했다니까.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49)에서 ‘是人’은 동식물 등과 대조되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나타내고 (50)에서 ‘是个人’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자질이

나 특징을 부각하고 있다. (49), (50)과 같은 고정된 문맥에서는 ‘是NP’와 ‘是个NP’ 

구문을 바꿔서 사용할 수 없다. 이는 ‘是NP’, ‘是个NP’ 구문이 비록 모두 범칭을 



4. ‘是个NP’의 속성 표현 기능

- 45 -

나타낼 수 있지만 범칭성에 대한 범위와 개념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종합하자면 각 구문이 문두에 출현할 때 ‘是NP’ 구문은 대조성을 띤 개념적 실

체들을 나타내고, ‘是个NP’ 구문은 ‘NP’의 보편적인 속성을 나타낸다.

4.4. 은유와 환유가 일어나는 경우

이성하(1998: 220)는 은유를 어떤 대상을 다른 종류의 대상으로 경험하는 것, 구

체적인 것으로부터 추상적인 것으로의 전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은유는 다

른 영역모체들 사이의 사상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학자들의 정의와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본고의 연구대상인 세 구문은 은유의 영역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을까. 

다양한 검증을 통해 은유적 기제에 의해 구분될 수 있는 세 구문의 특징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다음의 예문 보자. 

(51) a. 你还想保留这颗珠子，那么你一定是猪。
b. 你还想保留这颗珠子，那么你一定是个猪。
c. 你还想保留这颗珠子，那么你一定是一个猪。

당신이 만약 계속 이 구슬을 버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바보이다.

(51)은 전 남자친구가 준 구슬 선물을 놓고 이루어진 발화이다. 화자는 청자가 

상처를 주고 떠난 전 남자친구가 남긴 구슬 선물을 버리기 아까워하는 것을 보고 

따끔하게 혼내주려고 한다. 화자는 ‘돼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청자에게 이미 떠

난 사랑을 계속 붙잡고 있다면 당신은 ‘돼지보다 더 우둔한’ 바보라는 정보를 전달

하고자 한다. 화자의 발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람과 돼지의 의미가 먼저 결정되

어야 진리값이 산정될 수 있다. 원래 서로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사물인 사람과 돼

지가 은유적 사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51a-c)는 모두 비문이 될 것이다. 비록 

은유적 기제가 작용을 일으키는 방식에서 (51a)와 (51c)는 (51b)와 차이가 있지만 

은유적 기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만약 사람이 돼지로 사상

되는 방식이 은유를 통해 명세화되지 않았다면 돼지가 갖고 있는 우둔한 특징이 

부각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화자와 청자의 정신 속에 존재하는 공통된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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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언어행위의 넓은 범위까지 은유가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청자는 추론이나 유

추를 통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문맥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이 세 구문은 모두 은유적인 표

현이 가능할까. 우리는 ‘是NP’, ‘是个NP’, ‘是一个NP’ 구문 중 은유적인 표현이 가

장 무표적인 상황에서 드러나는 구문을 찾아내기 위해 아래와 같은 분석을 진행하

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53) 그는 화병이다.(화병처럼 겉만 번지르르하다.)

a. ?他是花瓶。
b. 他是个花瓶。
c. ?他是一个花瓶。

(53) 그는 돼지이다.(돼지처럼 우둔하다.) 

a. ?他是猪。
b. 他是个猪。
c. ?他是一个猪。

(54) 그는 목석이다.(목석처럼 고지식하다.) 

a. ?他是木头。
b. 他是个木头。
c. ?他是一个木头。

그 어떤 문맥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 하에 (52), (53), (54)에서 오직 (52b), (53b), 

(54b)가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여겨진다. 이는 (52b), (53b), (54b)에서는 다른 

두 영역 모체에 속해 있는 대상들 사이에 은유가 일어났기 때문에 화자의 발화가 

유효해지는 것이다. (54b)를 예로 든다면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54b)에서 통사

적 주어 위치에 출현한 ‘他’와 목적어 위치에 출현한 ‘木头’사이에 은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木头’와 ‘사람’ 사이에 먼저 은유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木头’는 근

원영역으로 쉽게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사람’은 목표영역이며 ‘木头’의 

특징이 ‘사람’으로 사상될 경우 그 사람의 고지식한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 즉 ‘是

个NP’ 구문에서 ‘个’를 사용하여 ‘NP’의 특성을 부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54a)의 ‘他是木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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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은유적 표현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러나 (54a)는 문맥

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 해석이 가능하게 되고 문맥이 설정

되어야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해된다. (54c)는 문맥에 상관없이 그 어떤 의미로도 

성립될 수 없는 비문이다. 결론적으로 특정한 문맥 없이 명사의 함축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是个NP’ 구문 밖에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계속해서 

다음 예문을 보자.

(55) 有人说她是花瓶，她是这样说的：“如果说我是个花瓶，也算是个名贵的花瓶

吧，也不是任何地方都能放的。”

어떤 사람이 그녀를 겉만 아름답고 속이 텅텅 빈 화병과 같은 사람에 속한

다고 말했다. 그것을 듣고 그녀는 아래와 같이 답했다. “만약 내가 정말 실

속이 없어 화병과 다름없다면 최소한 나는 고급 화병이어서 그 누구라도 아

무 곳에 함부로 배치할 수 없다.”

(55)의 ‘有人说她是花瓶’은 다른 사람이 그녀에 대한 인상을 묘사한 것인데 이때 

‘是NP’ 구문을 사용하였다. 즉 그녀는 다른 범주가 아닌 ‘겉만 아름답고 속이 텅텅 

빈’ 화병과 비슷한 사람들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후속절에서는 

만약 내가 정말 화병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도 고급 화병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접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화병은 원래 속이 텅텅 빈 형태를 지닌 물체로 이

러한 물체의 속성에서부터 은유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후속절에 등장

하는 고급 화병 역시 물체가 지닌 속성이 사람의 속성으로 사상되어 은유적 표현

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은유적 표현을 나타내는 상황에서는 ‘是个NP’ 구

문이 선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계속해서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55') a. ⃰她是名贵的花瓶。
b. 她是个名贵的花瓶。

그녀는 고급 화병이다. 

(5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55'a)는 비문이지만 (55'b)는 화병의 고귀한 특징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是个NP’ 구문이 어떤 사물의 특징을 부각하기 때문에 가능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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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보면 ‘是NP’와 ‘是一个NP’는 주어와 ‘NP’혹은 ‘一个NP’라는 지시체를 

‘是’로 연결하여 문맥을 통해 개념적 은유 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이와는 달리 

‘是个NP’ 구문은 주어와 이미 은유작용이 일어난 ‘个NP’를 是’로 연결하여 특정한 

문맥이 없어도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함축적인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 

계속해서 ‘是NP’, ‘是个NP’, ‘是一个NP’ 구문이 환유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우선 환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Barcelona(2003:83)는 환유는 근원의 인지영역에서 목표 영역으로 사상되는 것인

데, 근원과 목표는 동일한 함수적 영역 내에 있으며 화용적 함수에 의해 연결됨으

로써 목표가 심리적으로 활성화된다12)고 정의하였다.

아래는 ‘是NP’, ‘是个NP’, ‘是一个NP’ 이 세 구문이 환유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

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제시한 예문들이다. 

(56) 그는 왕눈이다.

a. 他是大眼睛。
b. 他是个大眼睛。
c. ⃰他是一个大眼睛。

(57) 그는 키다리이다.

a. 他是大长腿。
b. 他是个大长腿。
c. ⃰他是一个大长腿。

(58) 그는 하마입이다.(입큰이이다.)

a. 他是大嘴。
b. 他是个大嘴。
c. ⃰他是一个大嘴。

(59) (애니메이션 <머리 큰머리 아들과 머리 작은머리 아빠>에서)아들은 대두

12) Barcelona(2003:83)는 인지문법을 바탕으로 환유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A metonymy is mapping of a conceptual domain, the source, onto another domain, the target. 

Source and target are in the same functional domain and are linked by a pragmatic function, 

so that the target is mentally ac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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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아빠는 소두이다.

a. (动画片≪大头儿子和小头爸爸≫）儿子是大头，爸爸是小头。
b. (动画片≪大头儿子和小头爸爸≫）儿子是个大头，爸爸是个小头。
c. ⃰(动画片≪大头儿子和小头爸爸≫）儿子是一个大头，爸爸是一个小头。

위의 예문을 살펴보면 “왕눈, 키다리, 하마입, 대두”는 “눈, 다리, 입, 머리”의 특

징을 나타내며 신체의 일부에 관한 표현이다. 이러한 표현들은 물리적인 면에서 

부분-전체의 관계를 지닌다. 부분-전체의 관계는 또한 같은 영역을 의미하기도 한

다. 세 구문은 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만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是一个NP’ 구문에서는 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56c)에

서 ‘是一个大眼睛’은 어떤 큰 눈의 실체를 나타내고 있어 ‘一个大眼睛’으로 사람을 

나타낼 수 없다. (56c)에서는 환유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이

해할 수밖에 없다. (56a)는 ‘小眼睛’과 대조되는 ‘大眼睛’을 가리키고 있어 문자 그

대로의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문자 그대로 이해되는 경우는 환유 작

용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56b)에서 ‘大眼睛’은 근원영역이고 ‘사람’은 목표영역

이다. ‘大眼睛’은 어떤 ‘사람’의 신체부위 중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 부분을 묘사한 

단어이다. 즉 ‘大眼睛’으로 ‘大眼睛’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데 ‘大眼睛’이 

‘사람’에 사상되어 환유가 일어나 ‘大眼睛’라는 단어만을 사용해도 그 사람의 이미

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된다. 이런 경우 ‘个’를 사용하여 ‘大眼睛’이라는 특징을 나타

내고 주어인 ‘他’를 ‘是’로 연결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즉 ‘是个NP’ 구문이 사용된 

(54b)에서만 환유작용이 일어났다는 점을 미루어 ‘是NP’, ‘是个NP’, ‘是一个NP’ 구

문 중에서 ‘是个NP’ 구문만이 환유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是个NP’ 구문이‘NP’의 속성을 나타낸다는 기능적 의미로 인해 환유작용

이 가능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으로 발화에 나타난 은유와 환유작용의 관찰을 통해 세 구문의 구문적인 의

미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是个NP’ 구문은 나머지 두 구문과 달리 문맥 없이

도 은유와 환유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앞서 ‘是个NP’ 

구문이 나타내는 구문적 의미특성과 연관 있는데, ‘是个NP’ 구문이 다른 두 구문

과 달리 사물의 특징이나 자질 등을 부각할 수 있다는 구문적 특징이 은유와 환유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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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에서는 ‘是NP’와 ‘是个NP’, 그리고 ‘是一个NP’ 이 세 구문의 문법특성에 대

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연구에서는 ‘是NP’와 ‘是(一)个NP’가 다른 구문적 의미를 지녔다는 점에 주

목하긴 했지만, 각 구문이 나타내는 객관과 주관이라는 설명에 그쳤다. 또한 대부

분의 기존연구에서 ‘是个NP’와 ‘是一个NP’를 구분하지 않았는데, 이 두 구문을 하

나의 같은 구문으로 간주하였음을 의미한다. 저자는 코퍼스 예문 통계와 모국어화

자들의 직관적 판단을 통해 세 구문이 각자 맡고 있는 역할이 있다는 가정을 증명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是NP’와 ‘是个NP’, 그리고 ‘是一个NP’ 구문이 하나의 문

맥에서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현상과 비록 같은 명제적 의미를 나타내지만 호환될 

수 없는 문맥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다양한 

언어학적 방식으로 해석하였다. 그 분석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是NP’ 구문의 가장 기보적인 인지적 특징은 바로 대조성이다.

둘째: ‘是一个NP’ 구문은 신정보를 도입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셋째: ‘是个NP’ 구문은 주어가 복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은유

와 환유가 가장 무표적인 상황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 ‘是个NP’ 구문이 속성 

표현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이상으로 본 연구를 통해 ‘是NP’와 ‘是个NP’, 그리고 ‘是一个NP’ 구문이 각각 

고유한 문법특성을 지녔음을 알아냈고, 형식이 다르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다

르다는 언어학적 이론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 어떤 형식의 변화도 인간의 인지적 

기제와 관련 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생략이나 주관, 객관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

니라 그 형식의 변화 속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인지적 기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

하다. 또한 언어는 점차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나 기능부분에서 교차적인 부분

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교집합 부분만을 각 구문의 대표적 기능으로 파악

해서는 안 된다. 형식이 다른 표현이 각자 맡고 있는 고유한 역할을 찾아내어 그 

속에 담긴 언어현상을 객관적으로 설명해 내는 것이 더 과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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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고의 연구결과가 ‘买书’와 ‘买本书’, 그리고 ‘买一本书’처럼 다양

한 동사 뒤에 다른 양사가 출현했을 때 그 구문들이 갖는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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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现代汉语“是NP/是个NP/是一个NP”构式的语法功能研究

国立首尔大学 中文系

许燕虹

本文主要针对“是NP/是个NP/是一个NP”三个构式的语法功能进行对比研究。通

过大量语料分析可发现，尽管三个构式的命题真理值相同，但表现手段各有不同。认

知语言学领域达成的共识为：句法表现手段不同，意义随之不同。因此，为准确分析

三个构式所表达的意义，本文引用了信息结构理论，希望能用新的视角对“是NP/是个

NP/是一个NP”三个构式进行更为客观的考察与研究。
在现代汉语里，“是NP/是个NP/是一个NP”三个构式均能用于谓语焦点结构，且

命题的真理值相同。通过对三者焦点结构的对比分析，我们认为：“是NP”构式适用

于任何焦点结构，而“是个NP”和“是一个NP”构式则相对来说受限较多。“是个NP”和

“是一个NP”构式本身没有对比功能，因此无法与具有对比功能的论元焦点、强调焦

点、对比焦点结构匹配，但“是NP”构式却不存在这样的限制。
有学者认为“是个NP”构式仅仅是从“是一个NP”构式中简省了“一”字，二者意义

上并无区别。但通过分析发现，“是一个NP”构式具有导入新信息的功能，特别是在

后续小句与“是一个NP”构式的宾语有直接联系时；而“是个NP”构式则通过隐喻和转

喻的方式表达出事物的诸种属性。“是个NP”构式的主语可以是复数结构，当“不”否定

“是个NP”构式时不能只按字面意义来理解，诸如此类现象都可成为“是个NP”构式表

达事物属性的旁证。
综上，本文在信息结构理论视角下，以细节分析为基础，将定量与定性相结

合，通过对三种构式的谓语语义特征、名词指示性等方面进行分析后得出如下结论：
对比性是“是NP”构式的主要语法功能；属性表现是“是个NP”构式的主要语法功能；
而新信息的导入则是“是一个NP”构式的主要语法功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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关键词: 信息结构、焦点结构、对比、新信息、属性功能、认知语言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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