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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현대중국어 도구 목적어에 대해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일

반적인 상황에서 동사의 논항(argument)으로 쓰이는 목적어는 주로 동작의 지배를 

받는 대상이다. 그런데 현대 중국어에는 ‘绑绳子’, ‘吃大碗’, ‘听耳机’, ‘写毛笔’, ‘打

板子’ 등과 같이 도구 논항이 동사 뒤 목적어 위치에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

한 도구 목적어는 일반적인 동목구조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일반목적어와

는 그 성격이 달라서 대부분 동작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그런데도 도구 성분이 목

적어 위치에 사용되는 언어 현상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그 

분류와 분석방법에는 학자마다 차이를 보여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고는 기존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구 목적어를 동사와의 관계에 근거

하여 네 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도구 목적어에 어떠한 인지적 기제가 작용하

는지 살펴봄으로써 동작의 지배를 받지 않는 도구 성분이 목적어 위치에 오는 언

어 현상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진행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孟琮(1999)의 ≪汉语动词用法词典≫에서 나오는 285개의 도구 목적어 용

례를 중심으로 중국어의 동사 후치 도구 논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연구 대상을 확

정하였다. 먼저 285개의 용례를 ‘用＋NP+V’ 형식으로 변환하여 ‘NP’가 도구 성분

인지 검토하고 다시 ‘把+NP+V+了’, ‘把+NP+V+在+처소’, ‘V了+一个/这个+NP’ 등 

형식에 적용하여 ‘NP’가 동작 대상의 성질을 가지는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만 도구 성분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부합하는 총 

255개의 구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둘째, 도구 목적어를 동사와의 통사 의미적 관계에 근거하여 피영향성 도구 목

적어, 환유성 도구 목적어, 전경으로서 도구 목적어와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 네 가

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환유성 도구 목적어는 다시 용기류 도구 목적어와 경유

류 도구 목적어로 세분하였다. 

셋째, Fillmore의 격 문법, Saeed(1977)의 의미론, Huang, Yan(1995)의 담화 배경 

이론, Langacker(1990)의 행동 연쇄 모형, 그리고 Dowty(1991)의 ‘원형─행위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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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피행위자’ 이론을 이용하여 도구 논항이 동작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목

적어의 위치에 출현하는 현상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绑绳子’와 같은 피영향성 도

구 목적어는 도구이면서 동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도구인 동시에 일반목적어와 

마찬가지로 피행위자의 성질을 가진다. ‘吃大碗’, ‘听耳机’와 같은 환유성 도구 목

적어는 환유를 통해 동작의 대상을 지시할 수 있는데 이 대상은 동작의 지배를 받

으므로 역시 일반목적어와 마찬가지로 피행위자의 위치에 올 수 있다. 이러한 인

지적 제약은 Dowty의 ‘원형─행위자’와 ‘원형─피행위자’ 이론에 근거하여 도구 

성분이 도구인 동시에 ‘원형─피행위자성’ 성질을 지니기 때문에 피행위자의 위치

에 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画4B’와 같은 전경으로서의 도구 목적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행위자를 지시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 환경에서 피행위자가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아는 구정보인 경우 배경으로 전락하면서 도구가 전경이 되어 

목적어의 위치에 올 수 있다. 이는 Yan(1995)의 담화 배경 이론에서 전경과 배경의 

현저성으로 설명된다. ‘打板子’와 같은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는 역사적 문화적 배

경을 가지고 하나의 표현으로 굳어져 관용어의 성질을 지닌다. 따라서 다른 유형

에 비해 더 많은 제약을 가지며 형식적으로는 통사적 구를 이루고 있지만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에서 전체 의미를 예측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본고는 인지적 기제에 주목하여 현대 중국어 동사 후치 도구 논항

의 어법제약을 제시하였다. 이는 의미적 측면에서 분류작업을 시도한 기존의 연구

들에서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하나의 부류로 묶어왔던 도구 목적어를 좀 더 

자세하게 구분하고 이들이 목적어 위치에 올 수 있는 인지적 기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분석 연구가 중국어 학습자들이 현대 중국어

의 도구 목적어 구문을 학습하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주요어: 원형 행위자, 원형 피행위자, 도구 목적어, 인지문법, 행동연쇄 모형, 환유

기제, 전경과 배경이론, 용기류, 경유류, 전경으로서, 숙어화

학  번: 2013-2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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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문제 제기

현대 중국어의 동목구조에는 ‘绑绳子, 吃大碗, 听耳机, 写毛笔, 打板子…’ 등과 

같이 도구 논항(argument)이 동사 뒤에 오는 표현들이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일반

적인 동목구조와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목적어의 성격도 동일한 것은 아니

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1) 

(1) a. 绑绳子 

끈[을] 묶다 / 끈[으로] 묶다

b. 用绳子绑 

끈[으로] 묶다

c. 把绳子绑了 

끈[을] 묶었다

d. 绑了一根绳子

끈 하나[를] 묶었다

(2) a. 喝大杯 

큰 컵[을] 마시다 / 큰 컵[으로] 마시다

b. 用大杯喝 

큰 컵[으로] 마시다

c. 把大杯喝了 

큰 컵[을] 마셨다

d. 喝了一个大杯 

큰 컵 하나[를] 마셨다

(3) a. 听耳机 

이어폰[을] 듣다 / 이어폰[으로] 듣다

 1) (1)~(5)까지의 예문은 孟琮(1999) ≪汉语动词用法词典≫에서 도구 목적어 성분으로 설정한 
것들로, 이들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문장 형식을 변환하여 소개하였다. 한국어 번
역의 중괄호[ ] 안에는 중국어 예문을 1:1로 번역할 때 사용되는 조사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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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用耳机听 

이어폰[으로] 듣다

c.*把耳机听了

d. 听了一个耳机 

이어폰 하나[를] 들었다

(4) a. 写毛笔 

*붓[을] 쓰다 / 붓[으로] 쓰다

b. 用毛笔写 

붓[으로] 쓰다

c.*把毛笔写了

d.*写了一支毛笔 

(5) a. 打板子

곤장[을] 치다 / 곤장[으로] 치다

b. 用板子打

곤장[으로] 치다

c.*把板子打了 

d.*打了一个板子

예문(1a)-(5a)는 孟琮(1999)의 분류에 따르면 모두 동일한 도구 목적어 구문에 속

한다. 본고는 이들을 (b~d)까지 각각 ‘用＋NP＋V’, ‘把＋NP＋V+了’, ‘V＋了＋一个

+NP’ 형식으로 바꿔 보았다.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네 개의 도구 목적

어 구문은 모두 (1b)-(5b)처럼 부사어 ‘用’을 사용한 ‘用＋NP＋V’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지만 ‘把’자를 사용해 목적어를 앞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예문(1c), (2c)

는 성립하고 예문 (3c), (4c), (5c)는 비문이 된다. 또한 (1d)-(5d)처럼 목적어 앞에 양

사를 추가하고, 시태 상에 변화를 주게 되면 예문(1d), (2d)와 (3d)는 가능하지만, 

(4d)과 (5d)의 중국어 예문은 모두 비문이 된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중국어

의 도구 목적어의 성격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2)

 2) 중국어 예문과 한국어의 번역문의 각 언어 사용자의 수용도(acceptability)는 예문(2)를 제
외하고 대부분 성립되지 않다는 점도 재미있는 사실이다. 예문(1), (3), (5) 중의‘绑绳子’, 
‘听耳机’, ‘打板子’ 세 가지의 예는 중국어에서는 동사 뒤에서 [도구]목적어가 동일한 형식
을 취하지만, 한국어의 경우 목적격 조사 [을/를]이나 도구격 조사[으로]로 각각 다른 조사
를 써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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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어는 지금까지도 현대 중국어 어법 분야의 주요한 논의 대상 중 하나이다. 

우선 목적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모두 

다른 관점과 이론에 입각하여 목적어에 대한 연구 및 분류를 시도하였다. 본고는 

이 가운데 ‘동사+도구 목적어’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시도하고자 한다. 많은 목

적어 가운데 도구 목적어는 도구의 의미를 지닌 대상이 목적어의 위치에 나오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고는 지금까지 하나의 범주에서 다루어져 왔던 중국어의 도구 

목적어, 즉 동사 후치 도구 논항의 양상을 보다 면밀히 고찰하고, 이를 통해 중국

어의 도구 목적어의 성격에 따른 유형 부류를 새로이 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도구 목적어 논항의 제약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

하는지 설명하는 것을 본고의 연구목적으로 한다.

표준중국어에서 이러한 도구 성분이 목적어가 되는 언어 현상의 의미 관계를 명

확히 분석하고 나면 중국어 학습자들이 도구 목적어를 사용하는 형식과 원리를 파

악하여 학습자들이 도구 목적어를 활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Fillmore(1966)의 격(case), Saeed(1997)의 의미론(semantics), Huang, Yan(1995)의 

화용론(pragmatics), Langacker (1999)의 인지문법(cognitive grammar)의 행동 연쇄 모

형(action chain model), Dowty(1991)의 원형─행위자성(proto-agent role)와 원형─피

행위자성(proto-patient role)3)이론을 참고하여 도구 목적어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고

 3) 기존의 통사 의미론 연구에서 ‘agent’와 ‘patient’에 대한 번역술어는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
지 않다. agent는 보통 동작주, 행동주, 행위주 등으로, patient는 피동(작)주, 피(행)위주로 
기술되고 있다. 가령 남기심, 고영근(2014:238-239) <포준국어 문법론>에서는 타동사의 주
어를 동작주(動作主), 목적어를 피동작주(被動作主)로, 정 해권(2015:301) <한국어 여격 피
동 구문의 의미와 용법>에서도 타동사건에서 영향을 미치는 현저한 참여자를 동작주
(agent)로, 영향을 받는 참여자를 피동작주(patient)로 설명한다. 남승호(2008:29-34)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에서는 사건의 행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논항을 행동
주(agent)로, 주어 논항의 행위에 영향을 입어서 변화를 겪는 논항 가운데 형태 및 자격의 
변화를 포함한 일반적인 상태 변화를 겪는 논항을 피동주(patient), 위치 및 존재의 변화를 
겪는 논항을 대상(theme)으로 설명하였다. 최재희(2004:312) <한국어 문법론>에서도 남승
호(2008)과 마찬가지로 agent를 행동주, patient를 피동주로 기술하고 있다. 한편, 박진호
(1994:87), 홍재성 외(2002)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분과 연구보고서>를 정리 보
완한 이선웅(2005:50) <국어 명사의 논항구조 연구>에서는 동사가 행위를 표현할 경우 그 
행위를 지배하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을 행위주역(agent), 동사가 행위를 표현할 경우 그 
행위로 인해 영향을 입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을 피행위주역(patient)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윤신(2013)은 피행위주 대신 피위주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본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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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우선, ‘동사+피행위자 목적어’ 구조는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吃饭’, ‘写字’, 

‘打球’ 등과 같은 것이다. 이밖에도 중국어는 ‘写毛笔’, ‘绑绳子’, ‘听耳机’ 등처럼 

동사 뒤 피행위자가 있어야 할 위치에 비전형적인 피행위자가 출현하는 예들이 존

재한다. 이러한 비전형적인 ‘V+NP’ 구조의 의미관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본고는 Fillmore(1966)의 격(case)과 Saeed(1997)의 의미론(semantics)의 격 이론을 활

용하여 도구격이 동사 뒤에 나올 때 이들의 의미관계를 분석해 보고 이러한 구조

가 어떤 제약을 받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Dowty(1991)의 원형─행위자성(proto-agent role)과 원형─피행위자성

(proto-patient role) 이론을 활용하여 원형─행위자성과 원형─피행위자성이라는 두 

가지 원형 논항의 특징을 기술할 것이다. 특히 동사 뒤 도구 목적어의 피행위자성

(受事性) 강약을 통해 진정한 도구 목적어를 판단해 보고, 동일한 형식을 가지지만, 

진정한 도구 목적어가 아닌 경우들을 따로 분류해 보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Langacker(1999)의 인지문법(cognitive grammar)의 행동 연쇄 모형

(action chain model)이론을 활용하여 인간의 인지적 측면에서 전경과 배경이론으로 

‘동사＋도구 목적어’의 의미관계를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도구 목적어 구문을 분

류하는 데 참고하도록 한다.

이로써 중국어 도구 목적어 구문의 유형 분류를 새로이 하고, 각각의 도구 목적

어 구문의 유형에 작용하고 있는 공통된 인지적 기제를 설명함으로써, 일반언어학

적인 입장에서 중국어의 도구 목적어 구문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고자 한

다. 동시에 이는 중국어를 학습하는 한국인 학생들이 중국어의 도구 목적어 사용 

조건을 이해함으로써 중국어 특유의 특징을 인지적인 측면에서 보다 용이하게 학

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서는 이들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동사가 행위를 표현할 경우 그 행위를 지배하는 논항이 
갖는 의미역(agent)을 행위자, 어떤 행위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상태의 변화를 겪는 의미
역의 개체(patient)를 피행위자로 표시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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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 연구

도구 성분이 목적어의 위치에 놓이는 현상을 최초로 제시한 것은 吕叔湘 

(2002/1956 초판)≪中国文法要略≫이다.4) 이후 朱德熙(1982:110)는 ≪语法讲义≫에

서 도구 주어라는 개념과 함께 도구 목적어라는 술어를 제시했을 뿐 아니라 도구 

목적어의 의미성질을 설명하였다. 그는 동작에 사용하는 도구가 목적어의 의미 성

질이 될 수도 있다고 기술하면서 ‘洗冷水, 抽烟斗’라는 두 개의 도구 목적어 구문

의 예를 제시하였다. 朱德熙(1982:110)에서 목적어는 동작에 의지하는 도구라고 하

였다. 이와 함께 徐枢(1985)는 朱德熙(1982)와 마찬가지로 ‘도구 목적어는 동작행위

에 사용하는 도구’라고 언급했으며, 徐杰(1986:111)은 도구 목적어의 성격을 설명

하면서 도구 목적어의 수량은 한정적이고, 사용빈도가 낮고, 구어성이 강하고, 유

추할 수 없으며 그 형식은 숙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다만 이러한 특

징을 기술하는 데 참고한 예문이 적다는 것은 한계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马庆株(1992:97)는 도구 목적어에 대해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취하는 동작이 

의지하는 도구’라고 설명하였다. 동시에 马庆株(1992)는 도구 목적어를 가지고 있

는 것은 주로 일부 자주적인 타동사들이라고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도구를 사용

하는 동작은 의도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무의식적인 행동 변화를 

나타내는 비자주성 동사는 도구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马庆株

(1992)는 ‘过秤’, ‘买两毛’5), ‘量尺子’, ‘试温度表’, ‘盖油毡’ 등도 모두 도구 목적어

로 간주하였다. 그렇다면 인류의 현실 사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인류의 언

어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도구의 개념 또한 구체화에서 추상화로 서서히 방향

이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我总是和他吵嘴’의 ‘嘴’는 신체의 일부분이

고 실제 도구가 아니지만 ‘吵嘴’ 중의 ‘嘴’는 일종의 추상적 ‘도구’ 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孟琮(1999)의 설명에 따르면 ‘说汉语, 说普通话…’ 등의 ‘汉语, 普通话’도 

 4) 그는 ‘凭借补词’는 동작을 완성하는 사물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고전 중국어에서는 ‘以’를, 
백화문에서는 ‘用’, ‘拿’ 및 ‘凭’ 등을 사용한다고 설명하였다. 

 5) 马庆株(1992)의 ‘买’는 교환이며,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은 얻는 것을 위한 것
이며, 잃는 것은 도구로 볼 수 있다. ‘买两毛’는 ‘用两毛买’로 고쳐 쓸 수 있는데 의미는 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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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도구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徐杰(1986)이 설명한 것처럼 도구 목

적어의 수량이 한정되어 있다는 설명은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동사 뒤에 나오는 

피행위자 목적어에 대해 학계에서는 이미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邢福义

(1991:76)는 타동사의 일반 피행위자 목적어(常规受事宾语)와 특수 피행위자 목적

어(非常规受事宾语)를 구분하는 한편, 대체 목적어(代体宾语 즉, 일반 피행위자 목

적어 이외의 특수 피행위자 목적어)가 일반 피행위자 목적어 자리에 나오는 현상

을 설명하였다. 즉, 일반 피행위자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나 목적을, 대체 목적어

는 의미적으로 동사와 일반 피행위자 목적어 둘 모두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

물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인간의 객관적 세계에 대한 인식은 언어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동작사건을 수행하는 사람은 행위자이며 대부

분 주어가 된다. 동작사건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피행위자이며 보통은 목적어가 

된다. 도구는 행위자가 동작을 수행할 때 사용된 기구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어떤 

언어 환경에서 어떠한 인지 과정을 통해 이러한 도구 성분(邢福义가 말한 대체 목

적어)을 타동사 뒤에 사용하여 특수 의미를 전달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陈昌来(1998:22)에서는 이러한 도구를 단어의미 성분으로 보고 동작의 행위자가 

모종의 동작과 행위를 하는 근거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孟琮 등(1999)은 ‘도구 

목적어는 동작이 의지하는 도구나 사용하는 재료를 가리키며, 보통 ‘用’ 을 써서 

동사의 앞에 올 수 있다’고 하면서 ‘抽鞭子→用鞭子抽’, ‘盛大碗→用大碗盛’ 등의 

예를 제시하였다. 王占华(2000:60)는 여기에 은유와 환유의 개념을 활용하여, 목적

어를 처소 목적어, 도구 목적어, 방식 목적어, 재료 목적어, 결과 목적어, 목적 목적

어 등으로 귀납하였고, 이 가운데에서 도구 목적어를 세 가지로 분류해 설명하였

다. 우선 ‘抽烟斗’, ‘吃大碗’ 등을 내용물을 대신하는 용기류로, ‘写毛笔’, ‘洗冷水’, 

‘听收音机’ 등을 사물을 대신하는 도구류로 분류하였다. 다만 ‘绑绳子’, ‘扇扇子’ 등

에 대해서는 동사의 의미적인 입장에서 목적어는 동작의 피행위자가 되므로 이를 

‘환유’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부류를 ‘불명확한 부류’로 칭

함으로써 그 성격을 분명히 밝히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다음으로 도구 목적어 구문을 포함하여, 재료, 처소, 행위자 목적어 구문을 더 

큰 부류로 묶어 설명한 任鹰(2000)의 연구가 있다. 그는 목적어 성분이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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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을 동작의 지배 대상으로 보고, 전형적인 목적어는 타동성 구문의 통사적 성

분이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하나의 구문에서 동사의 타동성이 강할수록 목적어

의 전형성 또한 강해져서, 이러한 원형적 특징이 현저해지면 목적어 성분은 의심

할 여지없이 수동적 성분이 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수동성은 타동성 구문

의 목적어 성분이 공유하는 의미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任鹰(2000:257)은 

소위 ‘능동(施动)’과 ‘수동(受动)’은 상대적 동작이며 행위자 목적어가 있는 존현문

은 상태를 나타내 타동성 구문으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형적인 타동성 구문

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존현문의 목적어는 수동성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변화성의 측면에서 타동성 구문의 목적어와 명백한 유사성을 보이므로 ‘행위자 목

적어 구문’, ‘도구 목적어 구문’, ‘재료 목적어 구문’, ‘처소 목적어 구문’을 묶어서 

‘비피행위자 목적어 구문(非受事宾语句)’이라는 새로운 부류를 제시해 설명하였다. 

任鹰(2000)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张云秋(2004:2)에서는 이러한 피행위자 목적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기

술이 제시되어 있다. ‘주어-동사-목적어’ 구조 자체가 독립적이고 자주적

(volitionary)이며 동사 뒤의 목적어는 의미적으로 ‘피행위자성’이라는 공통점을 지

니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행위자 목적어의 내부 차이에 근거하여 피행위자 

목적어구문을 전형적인 피행위자 목적어구문과 비전형적인 피행위자 목적어구문

으로 나누고 각 종류의 피행위자 목적어 구문을 통사, 의미, 화용의 세 영역의 이

론적 틀에서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원형범주이론, 구문문법이론, 격 문법 이론, 개

념이론, 개념통합이론(conceptual integration theory), 논항문법((valency grammar) 등 

다른 관련 이론과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분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다만 张云秋(2004:76)은 ‘도구 목적어’ 대신 ‘도구 성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도구 주어와 도구 목적어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다. 

즉 정태적 개념 세계의 도구 범주가 동태적으로 다른 통사적 위치(즉, 부사어, 주

어, 목적어)에서 그 의미역이 완전히 다르다고 보고 주어 위치에 있는 도구 성분이 

주어화라는 문법과정을 거쳐 행위자성이나 피행위자성을 획득하고, 목적어 위치에 

놓인 도구 성분이 목적어화라는 문법과정을 거쳐 피행위자성을 획득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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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였다. 이 경우 ‘看显微镜’ 이나 ‘写毛笔’, ‘拔罐子’ 등과 같은 동사구의 도구 

목적어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石毓智(2006:170)는 지금까지 소개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논항 개념을 새로이 도

입하여 도구격을 설명하였다. 도구격은 행위자가 통제하고 피행위자의 사물에 영

향을 주는 데 쓰이는 것으로 에너지가 행위자에서 피행위자에게 전달되는 중간 매

개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乔东蕊(2007:135)는 동사 뒤의 용기 목적어에 주목하여 

이들을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광의적인 의미의 용기 목적어로 언어도구 

범주에 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언어학적 의미의 용기류 도구 목적어를 가리

키는 것으로 이들이 자연적인 도구 범주에 속한다고 설명하였다. 동사의 속성과 

그 뒤에 나오는 명사의 차이 및 동사와 명사 간의 관계 차이로 인해 명사가 자연 

범주의 의미적인 용기 목적어이더라도 의미구조상 매우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때

문에 ‘吃大碗’, ‘盛大碗’, ‘挑大桶’의 세 개의 구가 문법형식, 의미역, 의미지향, 중

의성 등의 측면에서 세 개의 다른 구문을 나타낸다고 설명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

다. 乔东蕊(2007)은 ‘吃大碗’류의 용기 목적어는 가장 전형적인 도구 목적어 이고, 

‘盛大碗’류의 용기 목적어는 도구 목적어이자, 전형적인 처소격을 나타내는 것으

로 보았고, ‘挑大桶’류의 용기 목적어는 두 종류로 분화를 일으켜, 하나는 피행위

자성이 강한 전형적인 피행위자 목적어, 다른 하나는 도구성이 강한 비전형적인 

도구 목적어라고 주장하였다. 

童蕾(2008:6)는 형식적 의미에서 도구 목적어, 재료 목적어, 방식 목적어를 검토 

비교연구 하였다. 특히 문장의 형식 변환을 활용한 검증을 시도하였다는 점은 주

목할 만하다. 그러나 孟琮 ≪汉语动词用法词典≫의 도구 목적어의 분류에 대해 도

구 목적어와 재료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두 개의 통사 의미 성분을 하

나의 도구 목적어로 귀납하였다고 지적한 부분에서 재료 목적어를 분류하는 방법

이나 일부 설명에서 모순되는 점이 발견된다. 

가장 최근의 연구이자 가장 세밀한 분석을 시도한 연구로 邵琛欣(2015)이 있다. 

邵琛欣(2015:580)는 엄격한 의미구조 관계의 병렬처리 원칙(the principle of 

parallelism, 平行性原则)을 준수하는 변형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도구 목적어 내부 

차이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동시에 중국어 도구 목적어의 세 가지 의미역, 즉 ‘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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烟斗’, ‘照镜子’ 등을 전형적인 도구, ‘捆绳子’, ‘浇水’ 등을 피행위자성 도구, ‘吃大

碗’, ‘写毛笔’ 등을 도구성 피행위자로 분류하였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목적어의 

위치는 전형적인 도구일 경우에만 ‘用’을 사용한 형식으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것

을 발견하였다(예: 抽烟斗 → 用烟斗抽烟). 또한 피행위자성 도구 목적어는 ‘用’자 

형식과 ‘把’자문 형식(예: 捆绳子 → 用绳子捆书 / 把绳子捆书)으로 변환이 가능하

지만 ‘관형어 수식구조’로는 변환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예: 捆绳子 → ⃰捆绳子

书).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매우 많은 연구에서 도구 목적어 구문을 다루고 있으나 

그 분석의 방법과 분류가 일관되지 않고, 여전히 통일된 분류 방법이 존재하지 않

음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인지문법의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어의 도구 목적어 구문

에 나오는 도구 목적어들을 새로이 분류해 보고자 한다. 

1.3 연구 방법 및 내용

도구 목적어 구문을 분류하기 위해 본고는 연구에 앞서 孟琮(1999)의 ≪汉语动

词用法词典≫에 나오는 285개의 ‘V+도구 목적어’ 구문을 정리하는 작업을 실시하

였다. ‘V+도구 목적어’ 구문 285개를 입력하고, 이들 구문을 각각 ‘用＋NP＋V’, 

‘把＋NP＋V+了’, ‘V＋了＋一个/这个+NP’ 형식으로 바꾸어 본다. ‘用＋NP＋V’ 형

식으로 동사 뒤에 나오는 도구 논항이 도구인지를 확인하고, ‘把＋NP＋V+了’ 형식

과 ‘V＋了＋一个/这个+NP’ 형식으로 도구 논항이 목적어의 의미적 피행위자 성격

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도구 목적어 분류를 위한 네 가지 변환 구문의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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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도구 목적어 분류를 위한 검토 작업의 예

用+NP+V 把+NP+V+了 V了+一个+NP V了+这个+NP
绑绳子 用绳子绑 把绳子绑了 绑了一个绳子 绑了这个绳子

吃大碗 用大碗吃 把大碗吃了 吃了一个大碗 吃了这个大碗

抽烟斗 用烟斗抽 *把烟斗抽了 抽了一个烟斗 抽了这个烟斗

听耳机 用耳机听 *把耳机听了 听了一个耳机 听了这个耳机

写毛笔 用毛笔写 *把毛笔写了 *写了一个毛笔 *写了这个毛笔

打板子 用板子打 *把板子打了 *打了一个板子 *打了这个板子

285개 예문을 ‘用＋NP+V’ 형식으로 변환하여 목적어의 성질이 도구의 성질을 

띠는지 살펴본 결과 그중 30개6)는 ‘用＋NP+V’의 형식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도구성분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들 구문은 본고에 설정한 ‘把＋NP＋V+

了’, ‘V＋了＋一个/这个+NP’ 형식에도 대입할 수 없다. 그래서 본고의 논의 대상에

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걸친 총 255개의 구문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아 

중국어의 동사후치 도구 논항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논항과 의미역을 이해하기 위하여 Fillmore의 격 문법 이론과 Saeed의 의미론을 

살펴보고, Huang, Yan(1995)의 ‘화용론(pragmatics)’, Langacker의 인지행동 연쇄 모

형, Dowty의 원형—행위자성, 원형—피행위자성 이론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어의 도구 목적어의 성격에 따른 유형 부류를 새로이 하고 도구 목적어

의 제반 현상을 해석하는 것을 본고의 연구목적으로 삼았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연구 대상으로 삼은 도구 목적어 구문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기존 연구

에서 다루고 있는 목적어 및 도구 목적어 구문의 분석의 한계와 문제점을 제시할 

것이다. 

제2장에서는 도구 목적어를 설명하기 위해 본고에서 활용하고 있는 이론, 즉 

 6) 285개 도구 목적어 용례중 “用＋NP+V”의 형식으로 바꿀 수 없는 30개의 도구 목적어는 
다음과 같다. ‘安慰了几句话, 帮个块儿八毛的, 帮助点儿钱, 补点儿高蛋白, 补点儿人参, 补
维生素E, 吵嘴, 搭把手儿(指帮忙), 打两包烟的(香烟是赌注), 咱俩打十块钱的, 点了一下蒿, 
顶嘴, 斗智, 斗心眼儿, 斗气儿, 斗牌, 放枪, 还(huán)嘴, 还(huán)手, 配点儿黄色, 这些花配那

个花瓶, 披斗篷, 披蓑衣, 请电影, 赛足球, 赛诗, 赛马, 杀棋, 照顾了一辆小汽车, 照顾了幢楼

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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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lmore(1966)의 격 문법, Saeed(1997)의 의미론, Huang, Yan(1995)의 ‘화용론

(pragmatics)’, Langacker(1990)의 인지문법의 행동 연쇄 이론, 그리고 원형─행위자

성(proto-agent role)과 원형─피행위자성(proto-patient role) 이론을 소개할 것이다. 

제3장은 인지언어학적 의미론적 관점에서 나오는 전경과 배경이론을 통해 도구 

목적어의 의미적 제약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3.1절에서는 Dowty(1991)의 원형─행

위자성과 원형─피행위자성 이론을 바탕으로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에 대해 논의

할 것이다. 3.2절에서는 인지문법 환유이론을 바탕으로 환유성 도구 목적어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 중에는 3.2.1용기류와 3.2.2경유류로 나누어 설명할 것이다.

제4장은 언어학의 화용론적 관점에서 담화 배경 이론을 통해 전경으로서의 도

구 목적어와 숙어화 된 도구 목적어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전경으로서의 도구 목

적어는 환유성 도구 목적어와 마찬가지로 화용적 담화 배경을 띠고 있으나 피행위

자의 속성이 다르다. 4.1절에서는 전경으로서의 도구 목적어를 설명하고 4.2절에서

는 동사와 목적어간의 관계가 가장 긴밀하고 하나의 묶음처럼 사용되는 숙어화 된 

도구 목적어를 설명할 것이다. 숙어화 된 도구 목적어는 고유의 시대성과 문화 배

경이 있기 때문에 문장의 확장에 큰 제약을 가진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밝힐 것이다.

제5장은 결론으로서 본고에서 분류한 도구 목적어류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개괄

함과 동시에 본고의 주요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서술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한 255개의 “V+도구 목적어” 구문은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CCL과 BCC 말뭉치에서 추출한 예문을 사용하고 또 다른 서적이나 논문에서 제시

한 문장들도 같이 살펴볼 것이다. 특정한 언어 환경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그에 알맞게 직접 문장들을 만들어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별

도의 표시를 해 출처를 밝힐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보통화 문장은 북

방 관화 지역, 좁게는 베이징에서 화자들에 의해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는 발화

들을 중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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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의전개를 위한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동사후치 도구 논항의 의미역을 이해하기 위하여 Fillmore(1966)의 

격 문법, Saeed(1977)의 의미론의 논항과 의미역을 살펴보고, 동사 후치 도구 목적

어의 분석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Langacker(1990)의 행동 연쇄 모형, Dowty(1991)의 

원형─행위자성(proto-agent role)과 원형─피행위자성(proto-patient role) 이론에 대

해 살펴보도록 한다. 도구 목적어 구문의 분석에는 동사 후치 논항의 의미역의 성

격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Fillmore의 격 문법 이론을 활용할 

것이며 동시에 이러한 격 의미의 상세한 분류를 위해 Dowty의 이론을 참고할 것이

다. 특히 Langnacker의 인지모형을 이용해 각각의 도구 목적어의 범주에 보다 합리

적이고 타당한 설명을 시도한다.

2.1 논항과 의미역

현대 중국어의 ‘V+도구 목적어’ 구문은 피행위자 성분이 아닌 도구 성분이 목적

어 위치에 나온다는 측면에서 매우 비전형적인 형식으로 보이지만, 현실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중국어는 격 표지가 없는 언어이므로 동사 뒤의 이러

한 도구 성분을 분석 및 이해하는 것은 중국어 교육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 중 하

나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격 문법 이론을 바탕으로 도구 논항의 의미역 역할에 

주목하여 현대 중국어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Fillmore(1966)의 초기 격 문법 이론은 “개념 공간”을 통해 격 체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Fillmore(1966)는 문장의 구조를 심층구조와 표층구조로 구분하고, 

문장의 기본구조를 하나의 동사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명사구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하나의 명사구는 동사와 일정한 격 관계를 가지는데, 이를 통사론적 층위

에서는 ‘주어’, ‘목적어’ 성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Fillmore(1966)는 주어 위

치에는 행위자 성분이, 목적어 위치에는 피행위자 성분이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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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영어 예문 ‘The key opened the door’처럼, 동일한 위치에서 격 관계가 

한 번만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음을 발

견하였다. 이로 인해 Fillmore의 이론은 1968년, 1971년, 1977년에 걸쳐 수정되었다. 

이 중 1966년, 1968년, 1971년의 이론에서 심층구조 내의 의미격 가운데 도구격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단문의 심층구조에 나타나는 특정한 격 관계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Fillmore(1971)는 행위자(agent), 피행위자(patient), 도구(instrument), 

근원(soure), 목적(goal), 경험자(experiencer) 등의 격 역할을 제시하였다. Fillmore의 

초기 이론은 단순히 문장의 기저 표상(underlying representation)에 따른 분석을 시

도함으로써 심층의미의 격을 명확히 구분해 내지는 못했지만, 그가 제시한 심층구

조는 이후 많은 의미론 연구자들이 제시한 의미역 관계와 유사성을 가진다는 측면

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즉 Fillmore 이론의 격은 주격 목적격 등의 통사적 격의 

개념이 아닌 동사의 의미적 역할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의 예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 a. John opened the door.7)

① 주어(S) 동사(V) 목적어(O) (통사적 층위)

② 행위자격(A) 동사(V) 피행위자격(P) (의미적 층위)

존이 문을 열었다.

b. The door was opened by John.
① 주어(S) 동사수동태(V) 목적어(O) (통사적 층위)

② 피행위자격(P) 동사수동태(V) 행위자격(A) (의미적 층위)

문은 존에 의해 열렸다.

c. The key opened the door.
① 주어(S) 동사(V) 목적어(O) (통사적 층위)

② 도구격(I) 동사(V) 피행위자격(P) (의미적 층위)

열쇠가 문을 열었다.

 7) 예문(6)에서 ①의 ‘주어’, ‘목적어’는 통사적 층위에서 정의하는 문법 관계를 뜻하며, ②의 
‘행위자’, ‘피행위자’는 의미적 층위에서 정의하는 격 역할을 의미한다. 
(A)=Agent 행위자, (P)=Patient 피행위자, (I)=Instrument 도구, (V)=Verb 동사; (S)=Subject 주어, 
(O)=Object 목적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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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John opened the door with the key.
① 주어(S) 동사(V) 목적어(O) 개사구 (통사적 층위)

② 행위자격(A) 동사(V) 피행위자격(P) 도구격(I) (의미적 층위)

존은 열쇠로 문을 열었다.

e. John used the key to open the door.
① 주어(S) 동사(V) 목적어1(O) 동사(V) 목적어2(O) (통사적 층위)

② 행위자격(A) 도구격(I) 동사(V) 피위행자격(P) (의미적 층위)

존은 열쇠를 사용해서 문을 열었다.

(6a)－(6e)의 예문에서 단어 ‘John’은 모두 행위자격의 의미를 가진다. ‘The door’

는 (a), (c), (d), (e)에서는 목적어로 피행위자의 의미를 가지며, (b)에서는 주어로 피

행위자의 의미를 가진다. 이에 비해 ‘The key’는 통사적 층위에서 다양한 문법 관

계를 표시한다. (c)에서는 주어, (d)에서는 전치사 ‘with’의 목적어, (e)에서는 동사

의 목적어가 된다. 이렇듯 ‘The key’는 통사적 층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든, 그

것은 영원히 도구격의 신분이다. 

이후 Fillmore(1977b:84-87) 그의 초기 이론을 수정함으로써 장면(scene), 원근화

법(perspective)8)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개념을 활용하여 심층

구조의 의미와 통사 현상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Fillmore(1977b:84-87)는 문장이 진

술하는 것을 하나의 장면(scene)으로 보며, 격은 그 장면 중 여러 참여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원근화법(perspective)을 통해 일부 참여자는 문장

의 핵심(nucleus) 성분이 된다. 핵심 성분마다 모두 심층 문법관계(grammatical 

relation)를 가지고 있다. 다만 모든 참여자가 그 문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

 8) 원근화법(perspective)은 학자들에 따라 관점, 시점 등으로도 번역된다. 이는 Langacker (198
7)가 제안한 시점(viewpoint)과 초점(focus)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고는 이상철 역(2004)의 
번역을 따르도록 한다. 그는 ‘원근화법은 인지문법 학자들이 장면에 관찰자의 역할을 부
여한 중요한 개념으로 특히, 관찰자의 시점 선택과 초점에 관한 요소 선택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이상철 역 <최신 의미론> 486쪽 참고)
Saeed(1997:328)의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Perspective, which in Langacker(1978) is taken to include the notions of viewpoint and focus. 
This notion of perspective is a reflection of the importance cognitivists attach to the role of the 
observer in scenes: in particular, the selection of the observer's viewpoint and the choice of 
elements to focu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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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장 중에 출현하더라도 문장의 주변성분(periphery)만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각 

문장은 격 역할과 문법관계라는 두 가지 층위의 분석 할 수 있다. 영어 예문(6d) 다

시 살펴보자.

(6) d.  John opened the door with the key.
① 주어(S) 동사(V) 목적어(O) 개사구 (통사적 층위)

② 행위자격(A) 동사(V) 피행위자격(P) 도구격(I) (의미적 층위)

(존은 열쇠로 문을 열었다.)

문장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The key’는 동사의 앞뒤에 출현하는 위치에 따라 다

른 의미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즉 한 문장에서 동작의 행위자는 가장 쉽게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으며, 동작의 피행위자는 가장 쉽게 목적어가 된다. (6d)의 ‘The 

key’는 전치사 ‘with’뒤에서 도구격의 의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예문(6c)의 도구

인 ‘The key’는 원근화법의 선택을 통해 참여자로써 문장의 핵심성분인 주어 자리

를 차지한다. 

Fillmore는 문장의 구조를 심층구조와 표층구조로 구분하고, 이들 두 층위를 격 

문법으로 설명하였다. 격은 Fillmore의 격 문법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다른 학자들

에 의해 통사론(syntax)에서 연구하는 통사적 격과 의미론(semantics)에서 연구하는 

의미격(thematic roles/theta roles)으로 구별된다. Saeed(1997)는 일반적으로 화자가 

어떤 상황을 묘사하려고 할 때, 화자는 의미 측면에서 관련된 개체들의 역할을 표

현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동시에 문법적으로 사용하는 동사가 요구한 논항을 선택

한다고 하였다. 의미론에서는 이러한 역할에 대한 많은 명칭들이 있다.9) 본고에서

는 최근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의미역(thematic roles: Dowty 

 9) 의미론에서는 참가자 역(Allan 1986), 심층의미격(Fillmore 1968), 의미역(semanitc roles: 
Givón 1990), 의미역 관계(Gruber 1976; Jackendoff 1972), 의미역(thematic roles: Dowty 
1986,1989,1991; Javkendoff 1990)등을 포함하여 이런 역할에 대한 명칭들이 많다. 
Saeed(1997:139)의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Such roles have a number of labels in semantics, including participant roles (Allan 1986), deep 
semantic cases (Fillmore 1968), semantic roles (Givón 1990), thematic relations (Gruber 1976; 
Jackendoff 1972), and thematic roles (Dowty 1986,1989,1991; Jackendoff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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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989,1991; Jackendoff 1990)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의미역 목록에 대해 Jackendoff(1972)는 행위역이 특징상 유정(animacy)과 의지

(volition)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고, Foley& Van Valin(1984:29)는 행위자는 

술어에 의해 지시된 상황을 수행하고, 영향을 끼치고, 일으키고, 통제하는 참가자

를 표현하기 때문에 모든 행위자역이 행위자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예문 ‘The 

car ran over the hedgehog.’과 같은 경우는 ‘The car’는 죽이려는 의지도 없었고 생물

도 아니라서 행위자이기는 하지만 행위자역은 아님을 알 수 있다. Saeed(1997)는 

어떤 동사가 몇 개의 논항을 필요로 하는지(즉,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등)뿐만 아

니라 그 논항이 어떤 의미역을 지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

다. 예를 들면 ‘ *The car raised.’와 ‘The car rises.’ 전자는 동사 ‘raise’가 행위자 논

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주어자리에 대상역 ‘The car’가 올 수 없다. 후자는 동사

‘rises’가 행위자 논항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표현은 가능한 문장이 된다.

영어와 달리 중국어는 격 표지는 없으므로 어순과 성분의 조합을 통해 의미를 

표시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다음의 예를 살펴보도록 한다. 

(7) a. 我         用     毛笔       写  (字)。
행위자격    개사    도구격    동사  (피행위자격) 

I write with a Chinese brush.  
나는 붓으로 글자를 쓴다.

b. 我      写      毛笔。
행위자격  동사    도구격

*I write a Chinese brush.
*나는 붓[을] 쓴다.

(8) a. 我       用    大碗      吃      (饭)
행위자격  개사   도구격    동사    (피행위자격)

 I eat by(in) a big bowl. 
나는 큰 그릇으로 (밥을)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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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我       吃     大碗 

행위자격   동사   피행위자격

*I eat a big bowl. 
나는 큰 그릇을 먹는다.

예문 (7a)와 (8a)는 모두 전형적인 도구격 부사어를 갖는 ‘用＋NP＋V’ 구조이다. 

(7b)와 (8b)는 모두 ‘V+NP’ 구조이지만 이를 격 문법으로 분석하면 격 의미에는 차

이가 있다. 그런데 (7b)의 ‘毛笔’는 인지적 관점에 따라 도구격이 되지만 (8b)의 ‘大

碗’은 동사 ‘吃’ 뒤에 오면 피행위자격으로만 볼 수 있으며 도구격으로는 볼 수 없

다. 또한 (7b)는 한국어와 영어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8b)는 한국어에

서는 가능하지만 영어에서는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동사 ‘吃’와 ‘写’는 각각 먹는 대상과 쓰는 대상을 논항으로 요구한다. 그

런데 (7b)와 (8b)의 피행위자 논항의 자리에 도구의 의미를 가지는 ‘大碗’과 ‘毛笔’

가 나온다. 이런 ‘大碗’과 같은 도구 성분이 어떤 기제를 통해 동사 뒤의 목적어자

리에 출현할 수 있는지 중국어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3장에서 의미제

약으로 자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2.2 인지문법의 행동 연쇄 모형

Langacker(1990)의 인지문법체계에서는 인간의 인지능력을 바탕(base), 윤곽

(profile), 탄도체(trajector), 지표(landmark) 등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인간

의 기본적인 인지적 능력을 종합하여 전형적 사건 모형(canonical event model)을 수

립하여 인간 언어의 문장 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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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형적 사건 모형

AG PAT

setting

V

<그림 1>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Langacker의 전형적 사건모형은 당구공 모형

(billiard—ball model), 무대 모형(stage model), 역할 원형(role archetype)이라는 세 가

지 인지적 사건 모형으로 구성된다.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는 두 개의 원과 그를 

연결하는 화살표는 당구공 모형을 나타내며, 이는 전체 전형 사건모형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두 개의 원은 행위자와 피행위자로 나뉘며, 가운데 있는 화살표의 머리

는 이동 방향을 나타낸다. 피행위자를 나타내는 원 안에 있는 구불구불한 화살표

는 에너지를 전달할 때 물체와 접촉하며 받는 영향을 나타내며, 이는 일종의 상호

적 작용이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의 사건에서 어떤 물체는 스스로의 에너지를 통

해 다른 물체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며 또 다른 물체는 에너지를 받기만 

하고, 더 나아가 어떠한 상태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setting이라고 쓴 큰 네모는 

무대이고, 이 무대에는 관찰자(V=viewer)와 장면(setting)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존

재한다. 

Langacker(2008:463)는 도구는 다른 개체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 행위자가 사용하

는 어떤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원형적인 행위자(proto-agent)역할은 결국 외부의 어

떤 물건과 접촉하여 그 물건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물리적 활동을 자기 자신의 의

지로 수행하는 역할이다. 원형적인 피행위자(proto-patient)는 외적으로 촉발된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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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촉에 의해 전달되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로 인해 어떤 상태적 변화를 겪는

다. 도구는 독립적인 에너지의 근원이 아니라 행위자로부터 피행위자에게로 가는 

힘 전달의 중간물이라고 설명하였다. Langacker의 전형적 사건모형(canonical event 

model)에 근거하여 본고는 ‘绑绳子’의 에너지 이동을 인지모형도로 나타내면 <그

림 2> 와 같다. 

<그림 2> 행동 연쇄 모형

AGENT INSTR PATIENT

SETTING

V

<그림 2>에 세 개의 원은 행위자, 도구, 피행위자로 나뉘며, 원의 가운데 있는 

화살표의 머리는 에너지 이동 방향을 나타내며, 행위자는 도구를 사용해서 피행위

자에게 영향을 준다.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피행위자를 나타내는 원 안에 구불구불

한 화살표가 있다. 그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온 에너지가 피행위자

에게 작용할 때 피행위자가 영향을 받는 것이다. 

서론에서 소개한 ‘绑绳子’, ‘吃大碗’, ‘听耳机’, ‘写毛笔’, ‘打板子’ 등의 몇 가지 

동사구에서도 역시 도구인 ‘绳子’, ‘大碗’, ‘耳机’, ‘毛笔’, ‘板子’를 통해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지만 그 에너지를 전하는 과정에서 각각 다른 층위에서 제약을 받아

서, 동일한 구조이더라도 다른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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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원형─행위자성’과 ‘원형─피행위자성’ 이론

2.3에서는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 구문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Dowty의 원형─행

위자성(proto-agent role)과 원형─피행위자성(proto-patient role) 이론에 대해 살펴보

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타동성 동사는 사건에서 최소한 두 개의 논항 성분을 가지

고, 우리는 이를 각각 행위자와 피행위자라고 부른다. 이들과 동사 간의 관계에 의

해 문장의 의미가 결정된다.

Dowty(1991)는 행위자와 피행위자가 하나에서 출발한 개념이 아니라 동사와 결

합한 명사 성분들의 의미부류가 사건에서 담당하게 되는 역할에 따라 결정되는 것

이다. 예를 들면 예문(6c)과 (6d)에서 나오는 도구격 ‘the key’는 동사와 결합할 때 

출현하는 위치에 따라 그 역할이 다르다. ‘the key’는 행위자도 될 수 있고, 피행위

자도 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이들의 기본적인 의미 역할은 원형─행위자

(proto-agent)와 원형─피행위자(proto-patient) 단 두 개뿐이라고 하였다. 동시에 이들

이 내포하고 있는 속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원형─행위자성’과 ‘원형─피행위자

성’이라고 하였다. Dowty(1991:572)에 제기한 ‘원형─행위자성’은 자주성(自主性, 

volition), 지각성(感知性,sentience or perception), 원인성(使因性, cause), 이동성(位移

性, movement), 자립성(自立性, independent existence) 등 5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고 했다. ‘원형─행위자성’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①자주성(自主性, volition): 사건 혹은 상태에 참여할 경향이 있음. (사건이나 

상태에 대하여 의지력을 가짐) 
예: John is being polite to Bill/ is ignoring Mary.

What he did was not eat [any thing] for two days. 

②지각성(感知性, sentience): 사건 혹은 상태에 대해 인식, 감성(그리고/또는 

지각)
예: John knows/ believes/ is disappointed at the statement, sees/ fears 

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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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원인성(使因性, cause): 사건 혹은 다른 한 참여자의 상태변화 초래. (다른 

참가자에 속한 사건이나 상태의 변화를 일으킴)
예: His loneliness causes his unhappiness.

Teenage unemployment causes delinquency.

④이동성(位移性, movement): 다른 한 참여자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위치이동. 
(다른 참가자의 위치와 관련)
예: The rolling tumbleweed passed the rock.

The bullet overtook the arrow.
Water filled the boat.

⑤자립성(自立性, independent existence): 동사가 대표하는 사건 외에 독립적으

로 존재함.
예: John needs a new car.

‘원형─피행위자성’은 변화성(变化性, change of state), 점진성(渐成性, incrementlt

heme), 수동성(受动性, causally affected), 정태성(静态性, relatively stationary), 부용성

(附庸性, no independent existence) 등 5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원형─피

행위자성’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①변화성(变化性, change of state): 상태변화를 겪음. (사건의 변화를 겪음)
예: John made a mistake. John moved the rock. John erased the error.

②점진성(渐成性, incrementl theme): 사건 중에 사물이 점차적으로 형성됨. 
(증가식 주제역)
예: John crossed the driveway / filled the glass with water.

③수동성(受动性, causally affected): 다른 한 참여자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다른 참가자에 의해 영향을 받음)
예: Smoking causes cancer.

④정태성(静态性, stationary relative to another participant): 다른 한 참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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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고정적임. (다른 참가자의 이동에 의해 정지

됨)
예: The bullet entered the target / overtook the arrow.

⑤부용성(附庸性, existence not independent of event): 사건을 떠나 존재하지 

않거나 아예 없음.
예: John built a house / erased an error.

This situation constitutes a major dilemma for us.
John needs a car / seeks a unicorn / lacks enough money to buy it.

Dowty(1991)의 원형─행위자와 원형─피행위자의 이론 중, 이 두 가지(‘원형─
행위자성’과 ‘원형─피행위자성’)의 논항 역할이 다른 논항을 선택할 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논항 역할 관계의 본질적 특징을 더 명확하게 반영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래 예문을 보자. 

(9) 4名参赛队员齐心协力, 一个扶叶底, 一个加米, 一个加叶, 一个绑绳子。
시합에 참가한 네 명의 팀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한다. 한 사람은 

‘粽子’의 바닥을 받치고 한 사람은 (거기에) 쌀을 올리고, 한 사람은 잎을 더

하고, 한 사람은 끈으로 묶는다.

예문(9)의 ‘绑绳子’의 경우, 원형─피행위자 ‘绳子’는 수동성(受动性, causally 

affected)을 띠는 것 외에 변화성(变化性, change of state)과 이동성(位移性, 

movement)의 속성을 가진다. 

비록 우리가 묶는 도구가 ‘绳子’이지만 그것은 행위자로서 ‘绑’이라는 동작을 한 

후 도구인 ‘绳子’로 하여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거나, 위치 이동이 일어나게 

하여 끈을 배경위치의 다른 피행위자 ‘粽子’에 묶이게도 한다. 

Dowty(1991)가 제기한 원형─피행위자의 수동성(受动性, causally affected)은 전

제가 되며, 변화성(变化性, change of state), 점진성(渐成性, incrementltheme), 부용성

(附庸性, no independent existence) 은 단지 동작 작용의 결과일 뿐이다. 그는 원형—
피행위자의 각 항의 특징 가운데 ‘변화성’이 가장 현저한 특징을 지닌다고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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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만일 하나의 성분이 동작의 작용에서 더욱 현저한 변화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그 성분의 피행위자성이 강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가장 원형적인 피행위자

에 가깝다고 설명하였다. 가령 앞의 예문 (9)의 도구 목적어 구문 ‘끈을 묶다’의 도

구성분인 ‘绳子’는 목적어의 위치에 있지만 그 ‘변화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는 피행위자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그림을 살펴보자.

<그림 3> ‘绑绳子’의 사건 모형

I

A P

setting

V

<그림 3>에서 A는 원형─행위자로 시합에 참가한 사람 가운데 ‘粽子’를 끈으로 

묶은 팀원을 의미한다. P는 원형─피행위자로, ‘粽子’이고, I는 도구인 ‘绳子’로 이

해할 수 있다. 몇 명의 팀원이 ‘粽子’를 싼 다음, 제일 마지막 팀원이 끈으로 묶었

다. 동시에 ‘粽子’를 묶은 ‘绳子’은 피행위자의 의미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Dowty의 원형이론은 앞서 살펴본 Langacker의 인지문법 이론과 유사성이 있다. 

원형─행위자, 원형-피행위자의 기본 속성은 Langacker의 행위자와 피행위자의 본

질적인 자질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10) 따라서 ‘绑绳子’의 원형 피행위자인 ‘绳

10) 행위자는 인간이며, 의지적인 통제력을 발휘하고 에너지의 원천이며 행동을 밖으로 유도
하고, 기본적으로 행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면 원형적인 피행위자는 비유정적이고, 
따라서 의지력을 갖지 않으며, 에너지 흡수자의 역할을 하고 외적으로 촉발된 활동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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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는 변화를 경험하여 ‘绳子’로 무언가를 묶었다는 의미이거나, ‘绳子’ 자체를 묶

었다는 의미도 나타낼 수 있다. 요약하면 ‘绑绳子’의 원형-행위자는 ‘사람’이며, 원

형─피행위자인 ‘绳子’의 도구이자 피행위자이다. 이런 도구 목적어는 3장에서 

Dowty(1991)의 ‘원형─행위자성’과 ‘원형─피행위자성’ 이론을 통해 자세한 설명하

도록 한다.

표이며, 내적인 상태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다. (나익주 옮김, 200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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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구 목적어의 의미적 제약 

3장에서는 앞서 2장에서 살펴본 이론에 근거하여 도구 목적어의 의미적 제약을 

구체적으로 탐구할 것이다. 3.1절에서는 Dowty(1991)의 원형─행위자성과 원형─
피행위자성 이론을 바탕으로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류의 공통된 특징을 제시하고 

3.2절에서는 인지문법의 환유이론을 바탕으로 환유성 도구 목적어를 용기류와 경

유류로 나누어 각각의 의미적 제약을 도출할 것이다.

3.1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

현대 중국어의 동사 뒤에 나오는 대상(object) 혹은 피행위자(patient)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沈家煊 2000; 刘月华 2001; 袁毓林 2002 등)11).

袁毓林(2002:15-16)은 피행위자를 ‘행위자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 사물’로 정의하

고 피행위주가 ‘자립성’, ‘변화성’, ‘수동성’ 3가지 의미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는 피행위자가 행위자에 대해 상대적이며 행위자와 함께 타동사의 두 가지 필수 

논항(obligatory arguments)이 된다고 설명한 Dowty(1991)의 관점과 대체로 일치한다. 

Dowty(1991)는 ‘원형─피행위자’의 여러 가지 특징 중 ‘변화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张伯江(2016:38-39)은 피행위자의 기본의미가 ‘변화성’에 있으며, 

피행위자가 많은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법적 관계인 동목관계를 유지하는 역할

을 한다고 하였다. 특히, 이러한 동목관계가 매우 긴밀하면 전형적이지 않은 ‘동사

─피행위자’의 의미 관계까지 용인하게 된다고 하였다.

11) 沈家煊(2000:260)이 편찬한 ≪现代语言学词典≫에서는 ‘受事’를 동사의 동작에 영향을 받
는 실체로 해석하였다. 가령 ‘The dog bit the man. (狗咬那个人)’처럼 대상과 피행위자는 
교체 가능한 용어라는 것이다. 刘月华(2001:460)는 목적어를 확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조
건 중 하나가 동작 행위의 대상(피행위자라고도 함)이 동사 뒤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하였
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대상과 피행위자를 혼용해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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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학자들의 논의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피행위자가 동작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은 모두 동의한다. 또한 행위자와 피행위자는 모두 동사의 필수 논항이다. 그런

데 앞서 제시했던 ‘绑绳子’, ‘吃大碗’, ‘听耳机’, ‘写毛笔’ 등과 같은 구문의 경우 동

사 뒤에는 피행위자가 아닌 도구 성분이 자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

문을 살펴보자.

(10) a. 小明绑绳子。
소명은 밧줄을 묶는다.

b. 小明用绳子绑。 
소명은 끈으로 묶었다.

c. 小明把绳子绑了。
소명은 밧줄을 묶었다.

(11) a. 王大哥泡醋。
왕형은 식초에 담근다.

b. 王大哥用醋泡。
왕형은 식초로 담근다.

c.*王大哥把醋泡了。

任鹰(2000)에는 예문(10)과 (11)의 ‘绑绳子’와 ‘泡醋’ 등을 모두 ‘비피행위자 목적

어(非受事宾语) 구문’으로 분류하고 있다. (10b), (11b)를 통해 ‘绳子’와 ‘醋’가 모두 

도구 성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상을 앞으로 전치하는 ‘把’를 쓸 경우 예문 

(10c)은 가능하지만, (11c)은 비문이 된다. 본고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두 개의 문장이 가지는 피행위자성의 차이에 있다고 본다. 즉, 예문(10)의 ‘绳子’는 

(10b) ‘小明用绳子绑’에서는 도구로 볼 수 있으며, (10c) ‘小明把绳子绑了’에서는 피

행위자로 볼 수 있다. ‘绳子’는 원래 행위자 ‘小明’의 동작 ‘绑’의 영향을 받아 변화

를 일으켜 어딘가에 묶이는 ‘피행위자’ 성질을 가지는 동시에 ‘小明’이 무엇인가를 

‘绑’하는 행위의 도구로 사용되어 도구의 속성도 가진다. 이와 달리 예문(11)은 ‘무

엇을 식초에 담근다’는 의미로 실제 피행위자가 따로 있으므로 ‘泡醋’의 ‘醋’는 동

작인 ‘泡’의 지배 대상을 가리키지 못하며 ‘피행위자’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醋’는 ‘绳子’와 달리 ‘피행위자’를 가리킬 수 없다. 또한 예문(10c)처럼 ‘绑绳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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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把’자문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 역시 ‘绳子’가 피행위자가 되는 것을 방

증한다. 任鹰(2000:67)에 따르면 ‘把’ 다음에 오는 목적어는 처치 대상으로 수동성

이 강한 성분이 담당할 것을 요구하며, 피사역자(被致使者)가 되어 지배의 대상, 

즉 피행위자 성분으로 보아야 한다. ‘把’자문은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전치하여 어

떠한 처치를 나타내는 구문이며, 이 때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되고 동작의 영향

을 받는다. 이것은 ‘把’자문 하나의 특성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12) a. 我裹绷带。
나는 붕대를 감는다.

b. 我把绷带裹了。
나는 붕대를 감쌌다.

(13) a. 哥哥垫砖头。
오빠는 벽돌을 받쳤다.

b. 哥哥把砖头垫了。
오빠는 벽돌을 받쳤다.

童蕾(2008:6)는 예문(12), (13)에 나오는 ‘裹绷带’와 ‘垫砖头’를 ‘동사+재료 목적

어’로 보았다. 본고는 ‘裹绷带’와 ‘垫砖头’가 ‘用+NP+V’ 구조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绷带’, ‘砖头’ 역시 도구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도

구 성분인 ‘绷带’, ‘砖头’는 ‘把’를 써서 동사 앞으로 전치하면 이들은 대상이 될 뿐

만 아니라, 수동성(受动性)이 강해 동작 ‘裹’, ‘垫’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4) a. 我把细绳绑在书包上。
나는 가는 끈을 책가방에 묶었다.

b. 我把这个细绳绑在书包上。
나는 이 가는 끈을 책가방에 묶었다.

c. 我在书包上绑细绳。
나는 책가방에 가는 줄을 묶었다.

d. 我在书包上绑了这个细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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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책가방에 이 가는 줄을 묶었다.

예문(1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绑细绳’와 같은 도구 목적어구문은 ‘把

+NP+V+在+처소’, ‘把+这个+NP+V+在+처소’, ‘在+처소+V+NP’, ‘在+처소+V+了+这

个+NP’ 등 형식에서 처소 논항을 추가하고 변형하면 모두 바른 문장이 된다. 예문

(14b)와 같은 경우는 다른 처소 논항을 추가해서 같이 쓸 수 있다. 여기서 ‘细绳’은 

뒤에 처소 논항이 나타날 때 앞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이동의 대상이 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예문(14c), (14d)처럼 처소 논항이 앞으로 이동하면 

도구 목적어 ‘细绳’이 동사 뒤에도 올 수 있다. 예문(14)를 통해 도구 목적어 ‘细绳’

이 동사 앞뒤에 다 올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치 ‘我把书放在桌上’과 ‘我在桌

上放了书’처럼 도구 목적어‘细绳’은 일반목적어와 비슷하다. ‘细绳’이 전형적인 목

적어의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owty(1991)의 원형─행위자성과 원형─
피행위자성 이론에서 전형적 목적어는 피행위자성을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예문

(14)에서 볼 수 있듯이 도구 ‘细绳’은 이동을 통해 전형적이 목적어가 될 수 있다. 

동시에 그 동작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행위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도구 목적어에 의미적 제약을 더 증명하기 위해서 예문(12)-(14)처럼 

‘把’자문을 사용해 동사 뒤에 있는 도구 성분이 정말 동작의 행위를 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绑绳子’류 도구 목적어는 그 도구인‘绳子’는 전정한 목적어처럼 나타

내고, 행위자의 동작을 당해서 피행위자성이 역시 가장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

다. 본고는 이처럼 행위자에서 나온 동작을 받아들일 때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가 

생기는 도구 목적어를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로 분류하였다. 

张秋云(2005:61)에 따르면 동작과 동작의 영향을 받는 사물의 관계는 SVO형 언

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다음과 같은 인지 경험 구조로 나타난다. 먼저 하나

의 행동 주체가 있고 그것이 어떤 동작행위를 하여 어떤 사물에 영향을 주면 다음

으로 그 사물에 변화가 발생한다. 즉, 행위자——동작——피행위자이다. 우리가 일

반적으로 말하는 주어와 목적어는 단지 통사적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고 행위자와 

피행위자의 관계는 의미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다. 陈平(1994)도 주어와 목적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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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역할(语义角色) 배위원칙(配位原则)을 언급하면서, 전형적인 피행위자가 가장 

쉽게 목적어의 의미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15) a. 我包饺子。
나는 만두를 빚는다.

b. 我包了一屉饺子。
나는 만두 한 시루를 빚었다.

c. 我包着饺子呢！一会儿过来吃啊！
나는 만두 빚고 있는데! 이따 와서 먹어!

d. 我包过饺子, 包得好着呢！
나는 만두를 빚어 봤는데 잘 빚어요!

(16) a. 我绑绳子。 
나는 밧줄을 묶는다.

b. 我绑了一条细绳。
나는 가는 밧줄을 묶었다.

c. 我绑着绳子呢！一会儿再说！
나는 밧줄을 묶고 있어! 이따 이야기하자!

d. 我绑过绳子, 不比你差！
내가 밧줄을 묶어봤는데, 너보다 나쁘지 않아.

예문(15)은 전형적인 피행위자 목적어 구문(典型的受事宾语句)이고, 예문(16)은 

도구 목적어 구문이다. 예문(16)의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 구문은 전형적인 피행위

자 목적어 구문과 마찬가지로 모두 ‘着, 了, 过’ 상 표지를 추가할 수 있다. 任鹰

(2000)은 전형적인 피행위자는 사건의 표현을 주요기능으로 하며 하나의 완전한 

사건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예문(15) ‘包饺子’의 경우 ‘饺

子’는 동작 ‘包’의 피행위자 성분이다. 任鹰(2000:97)는 또한 시공간적 특징과 관련

해서 피행위자 목적어구문은 일반적으로 시간성분을 가질 수 있고, 실체적 공간을 

나타내는 성분과 함께 나올 수 있는 데 비해 도구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着, 了, 

过’와 같은 시간 성분을 붙일 수 없으며 동작이 발생하는 실체적 공간을 나타내는 

성분과는 함께 쓰일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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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영향성 도구 목적어는 이런 ‘원형─피행위자’의 의미적 제약을 통해 피해위자

가 되며 상 표지까지 추가할 수 있어서 전형적인 피행위자로 여길 수 있다. 

Dowty(1991)는 동사와 결합한 명사 성분들의 의미부류가 사건에서 담당하게 되는 

기본적인 의미 역할은 ‘원형─행위자’와 ‘원형─피행위자’ 두 개뿐이라고 하였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인식의 틀 안에 있으므로 다른 의미 성분보다 함

의되어진 조건이 더 필요하다. 본고에서 연구하는 도구 목적어는 모두 이러한 인

식의 틀 안에서 함의되어진 조건이 필요하다. 단 각각의 받은 제약이 다를 뿐이다. 

예를 들면 예문(16)과 같은 경우 ‘绑绳子’의 도구성분 ‘绳子’는 인지의 틀 내에서 

두드러진 부분이어야 한다. 언어표현에서 무엇으로 묶어야 하는지에 대한 도구가 

더 중요해지는 것이다. 묶어야 할 피행위자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도구성분인 

‘绳子’가 기존 목적어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의미적으로 부각된 피행위자 성분

이 된다.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는 동사의 영향을 받는 것 외에도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예문(17), (18)을 통해 살펴보자. 

(17) a. 我绑了一个绳子。
나는 밧줄 하나를 묶었다.

b. 我绑了这个绳子。
나는 이 밧줄을 묶었다.

c. 我绑了一个很粗的绳子。
나는 아주 굵은 밧줄 하나를 묶었다.

e. 我绑了这个很粗的绳子。
나는 이 아주 굵은 밧줄을 묶었다.

(18) a. 哥哥垫了一个砖头。
오빠는 벽돌 하나를 받쳤다.

b. 哥哥垫了这个砖头。
오빠는 이 벽돌을 받쳤다.

c. 哥哥垫了一个很厚的砖头。
오빠는 아주 두꺼운 벽돌 하나를 받쳤다.

e. 哥哥垫了这个很厚的砖头。
오빠는 이 아주 두꺼운 벽돌을 받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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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확인했듯이 ‘绑绳子’의 ‘绳子’와 같은 도구 목적어는 단순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실체이며 동작 행위의 영향을 받으므로 피행위자이다. 도구 목적어가 

지시성을 받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이들 동사구를 ‘V了+一个+NP’과 ‘V了+这个

+NP’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그리고 예문(17), (18)처럼 피영

향성 도구 목적어는 ‘用+NP+V’, ‘把+NP+V+了’, ‘V了+一个+NP’, ‘V了+这个+NP’ 

구조로 모두 바꿀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绳子’와 ‘砖头’는 관형어의 수식

을 받을 수도 있어서 ‘V了+这个+수식어+NP’ 구조로도 전환이 가능하다.12) Li & 

Thompson(1981:129)은 명사구의 지시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명사구(noun phrases)

지시적(referential) 비지시적(nonreferential)

한정적(definite) 비한정적(indefinite)

<그림 4> Li & Thompson의 지시성

<그림 4>는 Li & Thompson(1981)을 인용한 것이다. Li & Thompson(1981)은 명사

구를 지시적(referential)인 것과 비지시적(nonreferential)인 것으로 나누고, 지시적인 

명사구는 다시 한정적(definite) 명사구와 비한정적(indefinite) 명사구로 분류하였다. 

비한정적 명사구는 화자는 알고 있지만 청자는 모르는 대상을 가리키며, 한정적 

명사구는 화자와 청자 모두가 알고 있는 대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这

本书’라는 명사구에서 ‘书’는 지시사(demonstrative)의 수식을 받으면서 한정적인 명

12) 이는 앞에 제시한 동사구의 목적어가 도구적 성분이자, 피행위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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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가 된다. 예문(17a), (18a)는 모두 ‘V+了+一个+NP’ 형식으로 바꿀 수 있고, 

(17b), (18b)는 모두 ‘V+了+这个+NP’ 형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我

绑了一个绳子’, ‘哥哥垫了一个砖头’의 ‘绳子’과 ‘砖头’는 모두 지시성을 가지며 비

록 비한정이지만, ‘绳子’가 어딘가에 묶이는지를 청자가 알고 있다고 화자가 믿고 

있는 물질적인 실체를 가리킨다. 즉,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는 피행위자성을 가질 

뿐 아니라 지시성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이들 목적어류는 ‘绳子’와 ‘砖头’

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앞에 제시한 동사구의 목적어가 도

구적 성분이자, 피행위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요약하면 피행위자성 도구 목적어 구문에서 도구 논항은 피행위자의 위치에서 

행위자가 하는 동작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도구 논항은 도구의 성격을 지

니는 동시에 피행위자의 성격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피행위자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 구문의 

사건 모형은 다음의 <그림 5>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5>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 구문의 사건 모형

setting

V

A I=P

<그림 5>에서 실선으로 표시된 두 개의 원은 하나는 행위자 A를 나타내고 하나

는 도구 I 또는 피행위자 P를 나타낸다. 앞서 ‘把’자문 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는 관찰자 V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에너지가 행위자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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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나와서 도구이자 피행위자인 (I=P)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덧붙여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 구문의 운동 움직임 연쇄에서의 에너지 전달은 행위자가 표현에서 무엇을 

부각시키고, 무엇을 배경으로 한 것인가에 달려 있다. 다음 예문을 보자.

(19) 瓦罗森卫队长在绑绳子方面十分在行, 把他两人绑得严严实实。(天崩地裂 2006)
바로젠웨이 대장은 끈을 묶는 데 아주 능해서, 그 두 사람을 꽁꽁 묶었다.

예문(19)의 ‘绑绳子’에서 ‘绳子’는 동작 ‘绑’을 통해 피행위자로 이동하고 가장 

마지막에는 피행위자에게 남게 된다. ‘绳子’가 행위자의 ‘绑’하는 행위를 통해 위

치가 이동되고 원래의 형태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한국어와 중국어 마찬가

지로 그 동작 ‘绑’은 끈으로 그 두 사람을 꽁꽁 묶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 문장

에서 ‘绳子’가 도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피행위자를 제시하여 전경이 되게 

하고 ‘绳子’는 배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용적 제약은 뒤에 4장에서 자세

히 설명하도록 한다. 예문(19) 경우에는 ‘绑绳子’의 ‘绳子’는 지시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도구의 의미를 나타낸다. 

정리하자면 본 절에서 ‘绑细绳’과 같은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는 도구이면서 어

떤 실체를 가리키고, 의미적 제약을 받는 피행위자가 될 수 있는 부류를 의미한다. 

이들은 ‘把’자문 형식으로 전환했을 때 모두 성립한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V了+

一个/这个+NP’ 형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구문은 모두 지시성을 가지는 피행위자로 간주할 수 있다. 다음에 <표 2>는 

도구 목적어의 피영향성을 검토한 것이다. ＜표 2＞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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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도구 목적어의 피영향성 검토

구조 형식 绑细绳 垫砖头 包白布

用+NP+V O O O

把+NP+V+了 O O O

把+一个+NP+V+了 O O O

把+一个+NP+V+在+L+了 O O O

把+这个+NP+V+了 O O O

把+这个+NP+V+在+L+了 O O O

V了+一个+NP O O O

V了+这个+NP O O O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의 구체적인 용례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 구문의 예시

1. 拔罐子 2. 绑细绳 3. 绑裹腿

4. 绑塑料袋 5. 绑麻绳 6. 包白布

7. 包报纸 8. 包包袱儿 9. 包铁皮

10. 包金箔 11. 编柳条 12. 编头绳

13. 编麦秸 14. 变扑克牌 15. 补花布

16. 补一块皮子 17. 擦香水 18. 擦唇膏

19. 擦药 20. 擦点儿肥皂 21. 搀酒精

22. 搀沙子 23. 搀二两白糖 24. 缠铅丝

25. 缠绷带 26. 抄卡片 27. 抄大稿纸

28. 穿₁(通过)线 29. 穿₁铁丝 30. 穿₂(连结)一条白线

31. 穿₂铁丝 32. 穿₂纸绳 33. 催化肥

34. 催豆饼 35. 搓酒 36. 搓松节油

37. 打₆(编织)毛线 38. 打₆粗线 39. 打₇(涂抹, 画, 印)蜡

40. 打戳子 41. 打鞋油 42. 打钻

43. 掸掸子
44. 挡₁(挡住, 抵挡)一块

木板
45. 挡₁石头

46. 挡₁土 47. 挡₂(遮蔽)窗帘 48. 挡₂一块花布

49. 点₁红颜色 50. 点₁(用笔加上点子)蓝 51. 点₃(使液体一滴滴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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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水 向下落)药水

52. 点₃卤 53. 点₃水 54. 点₃油
55. 垫砖头 56. 垫土 57. 垫褥子

58. 顶₁(支撑, 抵住)杠子 59. 顶₁柱子 60. 顶₁铁棍

61. 堵水泥 62. 堵石头 63. 堵麻袋

64. 兑换卢布 65. 兑换人民币 66. 缝红线

67. 缝白线 68. 盖盖儿 69. 盖锯末

70. 盖被子 71. 盖图章 72. 盖钢印

73. 盖戳子 74. 刮糨糊 75. 刮一层石灰

76. 刮腻子 77. 裹绷带 78. 裹纸

79. 糊糨子 80. 糊纸 81. 划桨

82. 划₂(用尖锐的东西把

别的东西分开或在表

面上刻过去, 擦过去)

火柴

83. 再和₁(huó在粉状物

中加液体搅拌或揉弄

使有粘性)点儿水

84. 和₂(huò粉状或粒状

物掺和在一起, 或加

水搅拌使成较稀的东

西)温水

85. 和₂香油
86. 浇₁(让水或别的液体

落在物体上)热水
87. 浇₁汁儿

88. 浇₁酱油 89. 浇₂(灌溉)水 90. 浇₂粪水

91. 浇₃(把可凝结的流体

向模子内灌注)铅水
92. 浇₃铁水 93. 浇₃蜡

94. 浇₃混凝土 95. 砍₂石头 96. 砍₂砖头

97. 扣盘子 98. 扣碗 99. 扣一口锅

100. 捆草绳 101. 捆背包带 102. 捆纸绳

103. 拦铁栏杆 104. 埋土 105. 埋沙子

106. 抹₁(mǒ涂抹)粉 107. 抹₁浆糊 108. 抹₁泥

109. 抹₁肥皂

110. 抹₂(mò把和好了的

泥或灰涂上后再用

末子弄平)石灰

111. 抹₂泥

112. 抹₂水泥 113. 人参泡酒 114. 赔偿黄金

115. 赔偿人民币 116. 赔偿物资 117. 配₂(按适当的标准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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比例加以调和或凑

合在一起)两份水泥

配一份沙子

118. 喷药 119. 喷水 120. 喷气

121. 拼一块三合板 122. 拼了一块板条 123. 往身上扑粉

124. 砌砖 125. 砌石头 126. 砌空心砖

127. 绕线 128. 绕围巾 129. 往里面揉碱

130. 烧木头 131. 烧煤 132. 烧柴油

133. 刷石灰 134. 刷清漆(油漆) 135. 拴绳子

136. 锁₁(用锁使门, 箱子,

抽屉等关住或使铁

链拴住)了两把锁

137. 锁₂(缝纫方法)红线 138. 锁₂白线

139. 套₁(罩在外边)毛衣 140. 套₁厚裤子 141. 套₁罩子

142. 套₂夹板 143. 套₂绳子 144. 套₃(模仿)公式

145. 套₃理论 146. 套₃模式 147. 硬套₃别人的经验

148. 填土 149. 填沙子灰 150. 填石头

151. 填水泥 152. 跳绳 153. 跳皮筋

154. 跳杆 155. 捅刀子

156. 涂₁(使油漆, 颜色,

脂粉, 药物等附着在

物体上)油

157. 涂₁粉 158. 涂₁药膏 159. 涂₁漆

160. 涂₁油彩
161. 涂₂(乱写或乱画):往

笔记本上涂₂墨水
162. 围绷带

163. 围斗篷 164. 捂手绢儿 165. 捂厚被

166. 捂着一块白布 167. 绣丝线 168. 绣绒线

169. 压土 170. 压沙子 171. 压石头

172. 洞口掩盖着浮土 173. 扎尼龙绳 174. 扎丝带

175. 找毛票儿 176. 找零钱 177. 找硬币

178. 织蓝毛线 179. 织红线 180. 说普通话

181. 说广东话 182. 说英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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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환유성 도구 목적어

인간은 현실 세계에서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기본적인 영상도식(image schemas)13)

을 형성하고 영상도식은 다시 환유의 기제를 통해 다른 추상적인 영역의 범주로 

전환된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사건에서 한 범주의 일부분이 이 범주의 전체를 대

신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부가 전체를 대신’하는 인지작용을 환유라고 이해할 수 

있다. 

吴为善(2011:150)에 따르면 최초의 환유는 언어표현 층위에서 주로 개념 A와 개

념 B간의 대체관계로 나타났다. 이후 인간의 사물에 대한 인식이 중시되면서 인지

언어학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환유가 일종의 수사형식일 뿐 아니라, 일종의 인지

적 기제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인지언어학에서는 환유가 개념과 사유 층위에서 인

간의 추론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개념적 환유(conceptual 

metonymy)’라고도 하였다. 가령 ‘前面走来了一群红领巾。’(吴为善2011:152)은 ‘앞

에서 붉은 스카프를 맨 소년 선봉대원들이 걸어왔다’는 의미이다. 소년선봉대원들

이 목에 맨 ‘붉은 스카프’가 현저한 부분으로 부각되어 ‘목에 붉은 스카프를 맨 소

년대원들’을 성공적으로 지시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Langacker(1993:30)는 환유를 일종의 참조점(reference point) 현상으로 설명

하였다. 그에 따르면 보통 환유가 나타내는 실체는 참조점이 되어 목표가 되는 실

체에 심리적 통로를 제공한다. Lakoff & Turner(1989:103)는 환유가 가진 가장 주요

한 기능이 지시 기능(referential function)으로, 어떤 실체를 대신해 다른 실체를 나

13) Saeed(1997:308)는 영상도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Image schemas are an important form of conceptual structure in the cognitive semantics 
literature. The basic idea is that because of our physical experience of being and acting in the 
word – of perceiving the environment, moving our bodies, exerting and experiencing force, etc. 
- we form basic conceptual structures which we then use to organize thought across a range of 
more abstract domains.
Saeed(1997[2004]:459): 영상도식(image schemas)은 인지의미론 분야에서 개념구조의 중요
한 형태이다. 영상도식에 관한 기본개념은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고 환경을 인식하고 신체
를 움직이고 힘을 발휘하고 경험하는 모든 활동으로 신체적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보다 추상적인 영역의 범주까지 포함하는 사고를 체계화하는데 사용되는 기본개념구조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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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환유가 사상(mapping)하는 것은 단일한 

인지영역으로, 그 영역을 넘어서지는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이와 관련해 吴为善

(2011:151)의 예를 살펴보면 ‘≪人民日报≫还没有到达新闻发布会’。(인민일보는 언

론브리핑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에서 ≪人民日报≫는 신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人民日报≫ 신문사의 기자를 가리킨다. 즉 신문사라는 인지영역에서 신

문사의 이름으로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를 환유하는 것이다. 

3.2절에서는 환유적 기제를 통해 본 용기류와 경유류 도구 목적어에 대해 설명

할 것이다. 먼저 3.1절의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와 아래의 예문을 비교해 살펴보자. 

(20) a. 我总是吃大碗

나는 항상 큰 그릇을 먹는다.
b. 小美把那个大碗吃了 

소미는 그 큰 그릇을 먹었다.
(21) a. 北京人喜欢吃涮锅子。

북경 사람들은 북경식 샤브샤브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
b. 我们把这个锅子都涮了吧。
우리는 이 냄비를 모두 샤브샤브하자. 

(22) a. 爸爸喜欢抽烟斗。
아버지는 담뱃대를 좋아하신다.

b.*爷爷把那个烟斗抽了。
(23) a. 医生说常听耳机会影响听力。

의사들은 이어폰을 자주 들으면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다.
b.*我把那个耳机听了。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 ‘绑绳子’의 ‘绳子’)와 마찬가지로 예문(20)-(23)의 도구 목

적어도 모두 ‘用+NP+V’ 형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吃大碗’과 ‘涮锅子’

만 ‘把+NP+V+了’ 형식이 가능하고 ‘抽烟斗’와 ‘听耳机’는 “把+NP+V+了” 형식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환유성 도구 목적어와 이전 장의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 구

문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구체적으로는 예문(20)-(23)에서 ‘大碗’, 

‘锅子’, ‘烟斗’, ‘耳机’ 등은 도구로서 ‘이 도구의 한끝에서 다른 한끝으로 전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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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라는 측면에서 환유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간에도 제약을 

받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개념적 환유 기제에 근거하여 환유

성 도구 목적어를 용기류와 경유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3.2.1 용기류 도구 목적어

Kӧvecses & Radden(1999:24-43)이 제시한 인지모형에서 환유대상과 환유의 목표

가 되는 물체 사이에는 일종의 ‘전체와 부분 간의 환유’가 존재한다. 본고는 내용

물이 담겨있는 큰 그릇, 큰 컵, 작은 접시 등을 하나의 전체로 보고, 용기와 내용물

을 구분해 전체를 대표하는 각각의 다른 부분들로 보도록 한다. 한편 Barcelona 

(2002:230-231)에 따르면 개념적 환유는 인지원리와 경제성 원리의 제약을 받는다. 

동시에 언어는 일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의사소통과정에서 보다 정확

하고 간단한 방식으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용기 안에 어떠한 내용

물이 담겨 있는지와 상관없이 언어의 경제성 원리14)에 따라 우리는 ‘吃大碗里的东

西(큰 그릇 안의 것을 먹는다)’를 ‘大碗(큰 그릇)’으로 바꾸어 안의 내용물을 가리

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吃大碗(큰 그릇으로 먹는다)’로 말하게 되는 

것이다. 

童蕾(2008:6-7)의 연구에서는 도구 목적어를 검증할 때, ‘동사+도구 목적어’ 구조

의 도구 목적어는 ‘把’를 이용하여 동사 앞으로 이동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예

를 들면 ‘吃大碗’는 ‘把大碗吃了’라고 말할 수 없고, ‘写毛笔’는 ‘把毛笔写了’로 변

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사+재료 목적어’의 구조는 ‘把’자문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4) 언어의 경제성 원리(the economy principle of language): 언어의 경제성은 인간의 다른 모든 
행위에서처럼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는 것을 의미
한다. Zipf(1935; 1941; 1949)의 최소 노력의 법칙(the principle of least effort), Martinet(1964)
의 언어 경제(language economy), Jespersen(1964)의 노력의 경제성(economy of effort) 등과 
관련이 있다. Leech(1983), Sperber & Wilson(1986), Searls(1969), Mey(2001), LoCastro(2003) 
등의 연구에서 효율성의 원리(principles of efficiency) 혹은 경제성의 원리(principles of 
economy)로 사용하고 있다.



현대중국어 동사후치 도구 논항의 어법제약 연구

- 40 -

(24) a. 别找啦! 我把大碗吃了。
찾지 마! 내가 큰 그릇을 먹었다.

b. 别找啦! 美娟把这个大碗吃了。 
찾지 마! 미연이가 이 큰 그릇을 먹어버렸다.

c. 你别吃那个大碗, 那是我的。
너는 그 큰 그릇을 먹지 마라. 그것은 나의 것이다.

(25) a. 3班把锅子涮了, 我们拿别的涮吧。
3반은 샤브샤브 냄비를 샤브했으니 우리는 다른 것을 샤브하자.

b. 老李把那个锅子涮了。 
이 씨는 그 샤브샤브 냄비를 샤브했다. 

c. 你们别涮这个锅子, 这是邻居家老王的。
너희들은 이 샤브샤브 냄비를 쓰지 마라, 이것은 이웃집의 왕 씨꺼니까.

예문(24)과 (25)는 용기류 도구 목적어의 예시들이다. 살펴보면 예문(24), (25)는 

모두 ‘大碗’ 안에 있는 밥을 먹는다와 ‘锅子’ 안에 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를 가

지는데 여기에는 환유기제가 작용한다. 용기류의 경우에는 예문(24), (25)처럼 ‘把

＋NP＋V+了’와 ‘把+这个/那个+NP+了’, ‘别V+这个/那个+NP’ 형식으로 바꿀 수 있

는데 이것도 용기류 도구 목적어가 환유를 통해 피행위자에 대해 간접적으로 인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화자가 전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한다

면 청자 역시 활성화된 상태를 인지하여 화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예

를 들면 예문(25a)의 ‘3班把锅子涮了, 我们拿别的涮吧’와 같은 문장은 전제가 있어

서 환유를 통해 도구 목적어 ‘锅子’가 그 안에 있는 음식임을 아주 쉽게 지시한다. 

청자는 분명히 우리가 실체인 ‘锅子’ 자체를 ‘涮’하는 것으로는 이해하지 않을 것

이다. 이로 인해 도구인‘大碗’과 ‘锅子’는 역시 대상으로 볼 수 있지만 앞 절의 피

영향성 도구 목적어와는 달리, ‘大碗’과 ‘锅子’가 그 안에 있는 음식을 환유 기제를 

통해 성공적으로 지시한다. 그러면 ‘吃大碗’과 ‘涮锅子’ 같은 도구 목적어 구문은 

환유하기 때문에 그 용기 안의 물건은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무엇으로 담

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예문처럼 ‘吃大碗’과 ‘涮锅子’이라고 말했을 때도, 청

자는 ‘어떤 큰 그릇을 먹었다’ 또는 ‘어떤 전골을 하였다’라고 이해하지 않고, ‘큰 

그릇의 밥’과 ‘전골의 고기와 야채를 먹었다’고 이해한다. 의미적으로도 도구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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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大碗’과 ‘锅子’는 환유를 통해 피행위자인 내용물을 지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童蕾(2008:6-7)는 본고의 도구 목적어에 해당하는 ‘包白布’의 ‘白布’를 재료 목적

어로 간주하고 ‘동사+재료 목적어’ 구조에 수량구를 넣어 재료 목적어를 수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가령 ‘包白布’는 ‘包一块白布’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도구 

목적어는 동작의 완성에 필요한 도구로서 일반적으로는 수량을 요구하지 않으며 

형식상으로도 수량구의 수식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吃大碗, 写毛笔’ 는 ‘吃一

个大碗, 写一支毛笔’라고 말할 수 없으며 ‘吃了一个大碗’은 비문이다. 그러나 실제 

언어현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이 발견된다.

(26) a. 吉野家的照烧鸡排饭是我的最爱, 今儿我又吃了一个大碗。
요시노가의 照烧鸡排饭을 먹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인데 오늘도 

나는 큰 한 그릇을 먹었다.
b. 我买了三杯咖啡, 老公喝了一个大杯, 还剩俩中杯, 你先挑吧。
내가 커피 석 잔을 샀는데 남편이 큰 거 한 잔을 마시고 두 잔 남았으니 

니가 먼저 골라라. 

童蕾(2008)의 연구와 달리, 예문(26)에 용기류 도구 목적어 구문 ‘吃大碗’과 ‘喝

大杯’은 ‘V+了+一个+NP’ 형식으로 모두 변환이 가능하다. 예문(26)을 통해 용기류 

도구 목적어가 환유를 통해 피행위자를 간접적으로 지시하므로 지시성도 가진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화자가 전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야 청자 역시 

활성화된 상태를 인지하여 화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이 때 의사소통은 

환유기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童蕾(2008:8)는 도구 목적어와 방식 목적어15)를 비교하면서 ‘동사+도구 목적어’ 

구조는 일반적으로 상 표지를 추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다만 대조의 경우에

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他吃着大碗呢, 怎么还让给

15) 马庆株(1992)에 따르면 ‘방식 목적어’는 동작을 나타내는 방식’이며 ‘按……方式’의 형식으
로 목적어를 동사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唱小生’, ‘写仿宋体’ 등과 같
은 것이다. 孟琮(1999)은 ‘방식 목적어’의 의미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하였
다. 예를 들면 ‘唱A调’의 의미는 ‘A조의 방식으로 노래하다’이고 ‘写仿宋体’의 의미는 ‘방
송체의 방식으로 쓰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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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用大碗呢？’와 같은 경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예문을 보자. 

(27) a. 我昨天在他家吃了一个大碗, 量挺足的。
나는 어제 그의 집에서 큰 그릇을 먹었는데 양이 넉넉하다.

b. 我只在他家吃过大碗, 给的太多, 吃不完。
나는 단지 그의 집에서 큰 그릇을 먹었을 뿐인데, 너무 많이 주어서 다 먹

을 수가 없었다.
c. 我吃着大碗呢？别再给我盛了。
나 큰 그릇 먹고 있는데 더 이상 담지 마!

예문(27)을 보면 ‘동사+도구 목적어’ 구조는 ‘着, 了, 过’를 사용할 수 있으며 꼭 

대조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진행상 ‘着’뿐만 아니

라 심지어 완정상 ‘了₁’과 경험상 ‘过’도 사용이 가능하다. 용기류 도구 목적어 구

조에 ‘着, 了, 过’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용기류 도구 목적어가 환유를 통해 피

행위자를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환유가 기본적으로 일종의 참조점 현상이라고 제시한 Langacker(1993: 30)에 따

르면 ‘용기’를 하나의 참조점으로 보고 이러한 ‘용기’를 통해 인간의 대뇌에서 현

저성이 비교적 낮은 실체인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활성화함으로써 환유 기제가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Langacker의 인지사건모형을 바탕으로 만든 용기류 

도구 목적어의 인지 사건 모형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의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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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용기류 도구 목적어 구문의 사건 모형

A

I

V

setting

P

<그림 6>에서 제시한 무대 모형에서 무대 안의 두 개의 실선으로 된 원은 행위

자(A)와 도구(I)를 나타내고, 점선으로 된 원은 피행위자(P)를 나타낸다. 한편 무대 

밖의 원은 관찰자(V)를 나타내고 점선의 화살표는 그 시선을 나타낸다. 관찰자 입

장에서 보면 에너지는 행위자(A)에서 나와 도구(I)에 전달된다. 무대 안의 화살표 

방향이 그 에너지의 전달 방향을 나타낸다. 동사 ‘吃’를 예로 들면 ‘吃’는 이가동사

(二价动词)로서 행위자(즉 먹는 주체)와 피행위자(먹는 대상) 논항을 가진다. 그런

데 도구 목적어 구문인 ‘吃大碗’에서는 도구 성분인 ‘大碗(큰 그릇)’이 동사 ‘吃’ 뒤

의 피행위자 논항 위치에 있다. 이 문장의 진정한 피행위자 성분인 ‘도구 안에 담

긴 내용물’은 환유기제를 통해 행위주가 도구인 ‘大碗(큰 그릇)’을 사용하는 과정

에서 출현하게 된다. 즉 ‘吃’라는 동사는 구체적인 대상 대신, 보다 추상적인 대상

을 목적어로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림 6>에서 목적어 위치인 피행위

자 성분의 원은 점선 P로 표시하였다. 다음 예문을 보자.

(28) ……最后是两道涮锅子：一个是涮羊肉, 一个是猪肉酸菜什锦锅。
마지막으로 두 중류의 전골이 있다. 하나는 양고기 샤브샤브이고, 다른 하나

는 돼지고기 산채 샤브샤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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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했듯이 예문(28)의 ‘涮锅子’에서 ‘锅子’라는 용기는 환유로 ‘锅子’ 안

에 있는 내용물을 지시한다. 동사 ‘涮’은 일반적으로 피행위자가 되는 양고기나 백

엽 등 냄비 안의 음식 재료를 목적어로 가진다. 보통의 상황에서 화자가 표현하고

자 하는 것은 단지 ‘涮锅子’라는 행위이며, 청자에게 반드시 냄비에 무엇인가를 담

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때 용기 ‘锅子’는 전경으로 초점이 되기 쉽고, 

‘锅子’에 담는 대상은 배경이 된다. 

본고는 용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도구 목적어 가운데 용기류 도구 

목적어에 대한 화자의 수용도(acceptability)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용기류 도

구 목적어에 대한 환유 검토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용기류 도구 목적어의 환유성의 검토

구조 형식 吃大碗 喝大杯 涮锅子

用+NP+V O O O

把+NP+V+了 O O O

把+一个+NP+V+了 O O O

把+这个+NP+V+了 O O O

V了+一个+NP O O O

V了+这个+NP O O O

<표 4>를 통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용기류 도구 목적어는 환유를 통해 피행

위자인 용기 안의 내용물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환

유기제를 통해 사용하는 용기류 도구 목적어 예시들을 정리하였다. 

<표 5> 용기류 도구 목적어 구문의 예시

1. 盛大碗 2. 盛小盘儿 3. 盛菜碟 4. 吃大碗 5. 不吃大碗

6. 喝大杯 7. 喝小杯 8. 涮锅子 9. 涮火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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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경유류 도구 목적어

앞 절에서 ‘吃大碗”, “喝大杯’ 등과 같은 용기류 도구 목적어 구문은 ‘把’자문 형

식(‘把+NP+V+了’, ‘把+一个+NP+V+了’, ‘把+这个+NP+V+了’ 형식)으로 모두 변환

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용기류의 도구 목적어는 환유를 통하여 간접적으

로 피행위자를 지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행위자의 해당한 자리에 나타날 수 있었

다. 이 절에서는 또 다른 환유성 도구 목적어인 경유류 도구 목적어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앞의 예문(20)-(23)을 다시 살펴보자. 

(29) a. 我总是吃大碗。
나는 항상 큰 그릇을 먹는다.

b. 小美把那个大碗吃了。
소미는 그 큰 그릇을 먹었다.

(30) a. 北京人喜欢吃涮锅子。
북경 사람들은 북경식 샤브샤브를 먹는 것을 좋아한다.

b. 我们把这个锅子都涮了吧！
우리는 이 냄비를 모두 샤브샤브하자. 

(31) a. 爸爸喜欢抽烟斗。
아버지는 담뱃대 피우는 걸 좋아하신다.

b.爷爷把那个烟斗抽了。
할아버지께서 그 담뱃대를 피우셨다.

(32) a. 医生说常听耳机会影响听力。
의사들은 이어폰을 자주 들으면 청력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다.

b.*我把那个耳机听了。

예문(29)와 (32)는 용기류 도구 목적어이고, 예문(31)과 (32)는 경유류 도구 목적

어이다. 살펴보면 예문(32b)에 나오는 경유류 도구 목적어 구문은 ‘把’자문으로 변

환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소개한 용기류 도구 목적어는 환유를 

통해 용기 안에 있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지시하기 때문에 피행위자 위치에 출현할 

수 있다. 피행위자는 사실 이미 우리의 인지 속에 존재하며, 용기와 분리되어 있기 



현대중국어 동사후치 도구 논항의 어법제약 연구

- 46 -

때문에 용기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대체할 수 있다. ‘吃大碗’류와 ‘抽烟斗’류는 

모두 환유적인 기제를 통해 인지될 수 있지만, 인지하는 과정에서 ‘抽烟斗’는 ‘吃

大碗’ 보다 이해하는 데 좀 더 복잡한 과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본고는 

‘抽烟斗’와 같은 도구 목적어를 경유류 도구 목적어로 따로 분류하였다. 다음 경유

류 도구 목적어 예문을 보자.

(33) 当年, 两人一起上研究生专业课, 一起看显微镜, 由此成就了一段美丽的爱情。
그 해에 두 사람이 함께 대학원 전공 수업을 듣고 함께 현미경을 보다가 아

름다운 사랑을 이루게 되었다.
(34) 他们认为戴着耳机听音乐, 既不影响他人, 又可避免干扰。殊不知, 常听耳机 会

损害人的听力, 使人在不知不觉中患上“感音性耳聋”疾患。 (人民日报 1994)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방해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어폰을 자주 들으면 청력을 손상시

킬 수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음성 귀머거리’에 걸리기 쉽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문(33)의 ‘看显微镜’은 사람의 시선이 ‘显微镜’(현미경)을 거쳐 어떤 사물을 보

는 것을 뜻하며, ‘听耳机’는 ‘耳机’(이어폰)을 거쳐 어떤 음악이나 소리를 듣는 것

을 뜻한다. 예문(33)과 (34)에서 ‘看显微镜’(현미경을 보다)와 ‘听耳机’(이어폰을 듣

다)는 모두 경유류 도구 목적어 구문이다. 예문(34)는 ‘이어폰을 듣는’ 행위가 귀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어폰을 사용해 들을 때에만 ‘감음성 

귀머거리’라는 질병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 경유류 도구 목적어도 역시 ‘吃大

碗’, ‘喝大杯’처럼 의미적 제약을 받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둘은 조금 차이가 

있다. 우선 ‘把+NP+V+了’ 구조를 써서 용기류 도구 목적어와 경유류 도구 목적어

를 비교해서 이 들이 피행위자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하자.

(35) a. 小红把大碗吃了。
샤오홍은 큰 그릇을 먹었다.

b. 小红把这个大碗吃了。



3. 도구 목적어의 의미적 제약

- 47 -

샤오홍은 이 큰 그릇을 먹었다.
(36) a.*爷爷把烟斗抽了。

b. 爷爷把这个烟斗抽了。
할아버지께서 이 담뱃대를 피우셨다.

(37) a. *哥哥把耳机听了。 
b. *哥哥把这个耳机听了。

예문(35)-(37)을 비교해 보면 예문(35)의 용기류만 ‘把’자문이 성립하고, 예문(36)

과 (37)은 ‘把’자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앞서 밝힌 것처럼 예문(35)에서 ‘大碗’은 도

구성분이지만 환유를 통해 피행위자(내용물)를 지시할 수 있으므로 ‘把’자문에 사

용할 수 있다. 예문(36), (37)의 경유류 도구 목적어는 모두 ‘把’자문으로 바꿀 수 

없는데 이는 경유류 도구 목적어가 용기류보다는 피행위자성에 대해서 더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烟斗’과 ‘耳机’ 그 동작인 ‘抽’ 과 ‘听’ 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烟斗’과 ‘耳机’는 모두 ‘抽’ 또는 ‘听’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烟斗’는 연기를 빨아들였다가 내보내는 경로이고, ‘耳机’는 음원의 소리를 귀에 

전달하는 경로이다. 다시 말해서 ‘烟斗’과 ‘耳机’는 단지 하나의 매개물일 뿐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吃大碗’과 같은 경우는 ‘大碗’에 먹을 수 있는 내용물이 들어 있

고, ‘大碗’은 환유를 통해 그 안의 음식물을 지시할 수 있다. 그래서 예문(35)는 피

행위자성과 지시성을 모두 가진다. 예문(37)의 도구인 ‘耳机’는 ‘大碗’과 차이점이 

있다. 즉, ‘耳机’는 소리를 듣는 매체일 뿐 환유를 통해 구체적으로 지시할 대상이 

‘大碗’과 달리, ‘耳机’ 안에 있지 않으므로 지시성과 피행위자성이 없으며 그래서 

‘把’자문으로 변환할 수 없는 것이다. ‘烟斗’ 같은 경우는 위에 두 가지 상황과 다

르다. ‘烟斗’는 담배를 피우는 매체라는 점에서는 ‘耳机’와 같다. ‘烟斗’에 담뱃잎이

라는 ‘피울’ 수 있는 내용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환유를 통해서 피행위자를 지시할 

수도 있다. 이것은 ‘大碗’과 같다. 다음은 경유류 도구 목적어의 지시성을 살펴보

기로 하자. 

(38) a. 昨天王老抽了一个烟斗, 听说那可是他家的祖传宝贝儿啊！
어제 왕 씨 어르신께서 담뱃대를 한 대 피웠는데, 그것은 그 집안의 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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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로 내려오는 보배라고 한다.
b. 王老抽了这个烟斗, 很是喜欢呀！
왕 씨 어르신께서 이 담뱃대를 피우셨는데, 정말 마음에 들어하셨다.

c. 王老抽过这个烟斗, 觉得不怎么样！
왕 씨 어르신께서 이 담뱃대를 피운 적이 있는데, 별로라고 생각하셨다.

d. 王老抽着这个烟斗, 回忆着往事。
왕 씨 어르신께서 이 담뱃대를 피우며 옛일을 회상한다.

e. 别抽这个烟斗, 这是王老的老古董。
이 담뱃대를 피우지 마라, 이것은 왕 영감의 골동품이다.

(39) a. 昨天我听了一个耳机, 无线的, 就是有点儿贵。
어제 나는 이어폰을 하나 들었고, 무선인데 조금 비싸다.

b. 我听了这个耳机, 音质不错, 价格也合理。
나는 이 이어폰을 들었는데, 음질도 괜찮고 가격도 합리적이다.

c. 我听过这个耳机, 巨棒！
나는 이 이어폰을 들은 적이 있어, 대박이야!

d. 我听着这个耳机, 情不自禁地唱了起来。
나는 이 이어폰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e. 别听这个耳机, 不出声。
이 이어폰을 듣지 마라, 소리가 나지 않는다.

예문(38)와 (39)의 문장은 모두 성립하다. 앞서 경유류 도구 목적어가 ‘把’자문에

서 어떤 것은 피행위자성을 가질 수 있고, 어떤 것은 피행위자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지시성과 관련하여 예문(38), (39)을 ‘V+着/了/过+一个/

这个+NP’ 형식에 적용시켜 보았는데, 예문(38)와 (39)은 예문(35)의 용기류 ‘吃大

碗’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지시성에 있어서는 용기류와 경유류 모두 ‘吃

大碗’과 같이 환유를 통해 도구성분이 행위대상을 지시할 수 있다. 피행위자성에 

있어서는 용기류 도구 목적어는 모두 피행위자를 지시할 수 있는 반면, 경유류 도

구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피행위자를 지시할 수 없으며 ‘抽烟斗’과 같은 일부에서

만 피행위자를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유류 도구 목적어는 피행위

자성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경유류 도구 목적어의 사건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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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경유류 도구 목적어 구문의 사건 모형

                                
  A

   

   I
   P

  setting

 V

<그림 7>은 관찰자 V의 관점에서 에너지가 행위자 A에서 나와서 도구 I를 경유

해 피행위자 P로 전달되는 과정을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특히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행위자 P에 도달한 에너지로 인해 P가 모종의 영향을 받았기에 구부러진 화살표

로 표현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예문(33)과 (34)에 적용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문(33)의 ‘현미경을 보다’는 만약 관찰자 V가 무대 밖의 관찰자라면 행위자가 

도구(현미경)를 사용하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보았음을 나타낸다. 

즉 <그림 7>에서 나타낸 것처럼 시선에너지는 행위자 A에게서 도구인 현미경을 

통해 피행위자 P인 미생물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도구 현미경이 참조점이 

되어 인간의 대뇌에 현저성이 낮은 ‘미생물’을 활성화시킨다. 현미경의 주요한 기

능이 바로 미생물을 관찰하는 것이며 미생물은 반드시 현미경 재물대 위의 깔유리

(glass slide)에 올려놓아야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인간의 대뇌는 현미경이라는 도

구를 통해 미생물을 관찰할 수 있다. 다만 예문(33)의 전체 문장에서 ‘현미경을 보

다’는 문맥상 Barcelona(2002:230-231)가 언급한 경제성 원리에 따라 실험실에서 실

험을 하는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즉 그들의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된 것이 실험실

이고, ‘현미경을 보다’는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하는 행위’ 전체를 대신 나타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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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 예문(34)에서 ‘听耳机’는 사실 도구 I인 ‘耳机’를 통해 진정한 피행위자

인 ‘음악’이 귀에 전달되는 것이고, 도구 I인 ‘耳机’가 이미 그 안의 피행위자(즉, 

음악이나 소리)를 환유한다. 그림의 구불구불한 화살표는 ‘듣는 행위’에 영향을 받

은 피행위자(음악/소리)를 나타낸다. 동시에 언어의 경제성 원리에 따라 ‘我用耳机

去听耳机里出来的音乐’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이다. ‘听耳机’이 도구 목적어 전제가 

이미 이어폰을 통해 음악을 듣는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다음 <표 6>는 경유류 도구 목적어의 환유검토이다. 

<표 6> 경유류 도구 목적어의 환유성의 검토

구조 형식 抽烟斗 听耳机 吹电扇

用+NP+V O O O

把+NP+V+了 X X X

把+这个+NP+V+了 O X X

V了+一个+NP O O O

V了+这个+NP O O O

<표 6>을 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경유류 도구 목적어도 환유를 통해 간접

적으로 그 피행위자를 나타낼 수 있고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 지시성에 대해서 

용기류 도구 목적어 ‘大碗’과 마찬가지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해 보면 용기류와 경유류 도구 목적어 구문은 모두 동사 뒤

에 나오는 도구 성분이 환유를 통해 피행위자를 지시한다. 따라서 이들을 환유성 

피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 정리한 환유성 도구 목적어의 경유류 도구 목

적어 구문의 구체적인 용례를 제시하면 <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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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경유류 도구 목적어 구문의 예시

1. 抽烟斗 2. 抽水烟袋 3. 吹电扇

4. 打针 5. 打₉(放射, 发出)枪 6. 打炮

7. 看显微镜 8. 看放大镜 9. 烤火

10. 烤电 11. 烤手炉 12. 碾碾子

13. 筛筛子 14. 扇扇子 15. 听唱机

16. 听耳机 17. 听收音机 18. 推推子

19. 照手电筒 20. 照探照灯 21. 照镜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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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구 목적어의 화용적 제약

앞 장에서는 도구 목적어의 의미적 제약을 바탕으로 Dowty(1991)의 원형─행위

자성과 원형─피행위자성 이론을 통해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에 대해 논의하였고, 

인지문법 환유이론을 바탕으로 용기류와 경유류의 환유성 도구 목적어에 대해 살

펴보았다. 4장에서는 전경과 배경이론을 이용해 도구 목적어의 화용적 제약에 대

해 논의할 것이다. 이해윤 역(2009:7)에서는 문장의 의미와 그 문장을 발화함으로

써 실제 전달되는 메시지 간에는 거대한 공백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즉, 언어학

적으로 부호화된 문장의 의미는 화자가 그 문장을 발화했을 때 표현하고자 하는 

명제를 매우 불분명한 상태로 남겨둔다는 것이다. 어떤 언어학적 현상들은 문맥, 

현실 세계의 지식, 추론 등과 같은 언어 외적인 화용 요소들에 의해 다루어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설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언어학적 미결정성에 의해 야기

된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에 관한 전반적 이론의 한 구성성분으로서 

화용론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화용론적 관점에서 도구 목적어가 

담화 배경의 제약을 받는 현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현대 중국어 ‘绑细绳’, ‘吃大碗’, ‘听耳机’, ‘写毛笔’, ‘打板子’ 등의 도구 목적어구

문에서 동사인 ‘绑’, ‘吃’, ‘听’, ‘写’, ‘打’와 목적어인 ‘细绳’, ‘大碗’, ‘耳机’, ‘毛笔’, 

‘板子’의 관계가 어떻게 초점(전경)과 배경으로 구현되는 것일까? 가령, ‘吃’의 목

적어는 먹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먹을 수 없는 도구인 ‘大碗’이 오히려 

전경이 되어 초점의 역할을 한다. 마찬가지로 동사 ‘写’의 목적어는 ‘글자’, ‘편지’

와 같은 ‘어떤 내용’ 이어야 하지만 글씨를 쓰는 도구인 붓이 오히려 동사 ‘쓰다’의 

초점이 되었다. 현대 중국어에서 이러한 도구 목적어의 사용 현상은 대부분 인간

의 인지과정과 관련이 있다. 인지적 측면에서는 초점과 배경이 공존하고 있으나, 

언어표현의 차원에서는 배경이 발화자에 의해 가려진다. 이것은 인지언어학의 ‘전

경과 배경’(foreground-background) 이론이 잘 보여준다. 아래의 <그림 8>을 통해 자

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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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얼굴-화병도(face-vase_illusion)

객관적 ‘현실 세계’와 인류의 ‘인지 세계’에는 항상 차이가 존재한다. 덴마크 심

리학자 Edgar Rubin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고자 1915년에 <그림 8>를 고안하였

다. 이 그림은 객관적인 도형이더라도 사람들의 인지 세계에 따라 다른 결과물로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사람이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림에서 서

로 다른 도형을 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그림을 볼 때 흰색 부분을 초점으로 보면

흰색 화병 모양이 두드러져 보이고 검은색 부분을 초점으로 보면 서로 마주보는 

두 사람의 얼굴이 두드러져 보인다. 한 번의 관찰에서 사람들은 화병과 사람 얼굴 

가운데서 하나만 부각해 볼 수 있으며,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없다. 즉 화병이 두드

러져 보일 때 마주보는 두 얼굴은 배경이 되고 마주보는 두 얼굴이 두드러져 보일 

때 화병은 배경이 된다. 이것을 인지심리학에서는 ‘전경과 배경’(foreground- 

background)16)의 원리라고 한다. 

Talmy(1978)는 이러한 게슈탈트 심리학의 원리를 최초로 언어학에 도입하였다. 

Talmy(1978)에서 전체는 부분의 합 이상이며 인간은 어떤 대상을 개별적 부분의 

조합이 아닌 전체로 인식하는 존재라고 주장하였다. 직접 경험과 행위를 연구할 

것을 주장했을 뿐 아니라 경험행위의 통합성을 주장하였다. 즉 인간이 어떻게 지

각된 내용을 하나의 전체로 통합하고 분리된 자극들을 의미 있는 유형으로 통합하

16) ‘전경과 배경’(foreground-background)은 ‘도형과 배경’(figure-background)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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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연구하며 학습, 기억, 문제 해결 등의 지적 활동에서 지각 중심적인 해석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사람은 외부 환경 혹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직접적으

로 체험하고 느낀 것을 인식함으로써 ‘도형-배경’에 대한 자신만의 인지 방식을 구

축해낸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람은 이러한 인지 방식으로 세계를 인식하고, 언어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언어현상을 해석한다는 것이다. Langacker는 ‘전경-배경’이라

는 인지 방식에 기초하여 ‘윤곽부여－바탕(profile-base)’과 ‘탄도체－지표

(trajector-landmark)’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현저 관계를 구축하였다. 인지 주체의 

시각과 주관적 요소에 의한 인지 주체는 서로 다른 시점에서 동일한 상황이나 사

건을 관찰할 때 서로 다른 인지 과정과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그로 인해 서로 다

른 언어표현이 나타나게 된다. ‘윤곽(profile)’은 인지 영역의 ‘바탕(base)’ 가운데서 

가장 부각되는 초점 부분이다. ‘탄도체(trajector)’는 가장 두드러진 참여자이자 초점

이 집중되는 실체를 가리키며, ‘지표’(landmark)는 다음으로 부각되는 실체로 탄도

체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탄도체’는 가장 현저한 참여자이며 위치 파악이나 평가, 기술의 대상으로 해석

되는 개체를 나타낸다. 탄도체는 윤곽 관계 내의 일차적 초점으로 규정할 수 있다. 

종종 다른 참여자가 이차적 초점으로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참여자를 지표

라고 한다. 

4.1 전경으로서의 도구 목적어

4.1절에서는 앞에서 나왔던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 환유성(용기류, 경유류)도구 

목적어에 이어 또 다른 큰 부류인 담화적 배경 제약을 받는 전경으로서의 도구 목

적어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이범열(2012:134)에 따르면 일상적인 담화는 화자와 

청자, 발화 시간과 장소, 전달되는 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화자는 문장을 구성하여 

의미를 산출하고, 이 문장을 담화의 목적에 따라 실제 상황에 맞도록 발화함으로

써 특정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러한 정보는 전경 정보와 배경 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경 정보는 화자의 담화 목적과 직결되는 것으로 정보 가치가 높고 청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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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를 끌어들이는 정보인 반면에 배경 정보는 정보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

경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렇다면 현대 중국어 도구 목적어를 표현할 때 어떠한 담화적 전제가 존재하며 

또한 어떠한 언어 환경이 동사 뒤 도구 목적어를 두드러지게 하는지 이 절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보고자 한다. 가령 미술대학에 다니는 학생이 매일 그림

을 그리는 연습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정물이나 석고상의 소묘에는 2H-8B연필을 

사용할 수 있고 인물 소묘나 크로키 연습에서는 흔히 목탄이라고 불리는 4B연필

을 사용할 수 있다. 동양화를 그릴 때는 붓을 사용하고 유화를 그릴 때는 유화용 

붓을 사용하며 채색화를 그릴 때는 좀 더 다양한 종류의 화필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회화 연습을 하는 미술대학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할 수 있다. 

(40) A: 花花, 今天的石膏素描你用什么画？ 
화화, 오늘 석고상 소묘는 뭐로 그릴거야?

B: 我用2B画, 你呢？
나는 2B 쓰려고, 너는?

A: 我觉得用4B快, 我画4B。
나는 목탄(4B)을 쓰는 게 빠를 것 같아서, 4B로 그릴래.

(41) A: 恩景, 你今天画什么？ 画水粉还是画彩铅？
은경아, 너 오늘 뭐 그리니? 구아슈(gouache) 그려 아니면 색연필로 그 

려?
B: 我想画彩铅, 你呢？

나는 색연필로 그리고 싶어, 너는?
A: 我想画水粉。

나는 구아슈(gouache)로 그릴래.

위의 예문(40) 대화에서 학생 A가 학생 B에게 무엇으로 그림을 그릴 것인지 물

었을 때, 학생 B는 ‘用2B画’라고 대답했다. ‘2B’는 문맥상 2B연필을 가리키고, 학

생 B는 언어의 경제성 원리에 따라 짧고 분명하게, 같은 전공인 학생 A의 질문에 

답을 한 것이다. 학생 A는 소묘 때 두꺼운 4B연필을 써서 빠르게 그릴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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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서 ‘我画4B’라고 대답했다. 이 때 ‘4B’는 앞 뒤 문맥을 통해 ‘用4B画’를 나타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대화에서 인지 주체인 학생 A와 학생 B는 서로 간의 담화 정보가 이미 활성

화된 상황으로, 어떤 도구를 사용해 그림을 그리는지가 대화의 현저한 부분 즉, 담

화 초점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 무엇을 하는지는 배경일 뿐이다. 대

화에서 초점과 배경은 시청각적인 초점과 배경과는 다르다. Langacker (1987:120)는 

어떤 상황에서 ‘초점’은 이차적인 구조로 대화 참여자에 의해 인식되는 상황의 다

른 부분(배경)이 더 ‘두드러지면서’ 특수한 현저성을 부여하여 중심실체가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배경은 다른 참여자가 ‘초점’을 둘러싼 상황을 이루면서 어떤 환

경을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시청각적 초점과 배경은 구체적 

대상만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대화상의 초점과 배경과는 차이가 있다. 

학생 A의 대답에서 도구 성분인 ‘4B연필’은 신정보이며 초점 부분에 대한 대답

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현저한 부분으로 상승됨과 동시에 인지 주체의 대화에서 

전경이 된다. 동사 ‘画’의 진정한 목적어 ‘石膏素描’는 인지 주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로 더 이상 대화상에서 현저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자연스럽게 배경으

로 하강된다. 진정한 목적어의 위치는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도구 성분이 자연스

럽게 목적어의 위치에 오게 되고, 전경 제약에 의해 도구 목적어가 활성화된다. 

예문(41)의 대화도 마찬가지다. 학생 A가 학생 B에게 오늘의 그림은 (물과 고무

를 섞어 만든 불투명한 수채 물감인) 구아슈로 그릴지 색연필로 그릴지를 물었을 

때, 학생 B는 문맥을 바로 이해하고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대답했다. 학

생 A는 학생 B에게 자신도 수채화를 그리고 싶다는 의미를 전달하였다. 이 대화는 

특정한 화용적 담화 문맥 안에서 두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매우 경제적으로 완성

됨을 보여준다. 만약 상황맥락이나 어떤 전제가 제시되지 않고, 화자 또한 대화 내

용에 상응하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예문(40), (41)의 상황에서 도구 목

적어는 사용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특정한 화용적 담화 문맥에서 신

속하고 정확한 메시지 전달을 위해 도구 목적어 구문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언어의 경제성 원리에 부합한다. 예문(31), (32)처럼 특정 영역의 대

화에서는 도구 목적어의 빈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 영역에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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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문 용어에 대해서 영역 밖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동일한 영

역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만이 이런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王占华(2000)에서 예문으로 제시하고 있는 ‘绑绳子’, ‘写毛笔’를 살펴보면 ‘绑绳

子’는 ‘把绳子绑在书包上’으로 변환이 가능하지만 ‘写毛笔’의 경우는 ‘把毛笔写在

纸上’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 두 목적어에는 서로 다른 기제가 작용하고 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같은 선상에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

인다. 아래 예문을 보자.

(42) a. 小王用毛笔写。
소왕은 붓으로 쓴다.

b. 小王用一支毛笔写。
소왕은 붓 한 자루로 쓴다.

c. 小王用这支毛笔写。
소왕은 이 붓으로 쓴다.

(43) a. *小王把毛笔写了。
b. *小王把一支毛笔写了。
c. *小王把这支毛笔写了。

(44) a. 小王用2B画。
소왕은 2B로 그린다.

b. 小王用一支2B画。
소왕은 2B 한자루로 그린다.

c. 小王用这支2B画。
소왕은 이 2B로 그린다.

(45) a. *小王把2B画了。
b. *小王把一支2B画了。
c. *小王把这支2B画了。

예문(42), (44)에서 전경으로서의 도구 목적어 구문 ‘写毛笔’, ‘画2B’는 ‘用毛笔

写’, ‘用一支毛笔写’, ‘用这支毛笔写’와 ‘用2B画’, ‘用一支毛2B画’, ‘用这支2B画’로 

전환했을 때 모두 성립된다. 이로써 ‘毛笔’와 ‘2B’는 확실히 도구 성분임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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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문(43), (45)는 이들을 ‘把’자문 형식으로 변환하면 모두 비문이 된다는 것

을 보여준다. 이것은 전경으로서의 도구 목적어가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와 달리 

피행위자성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행위자를 담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음 예문을 보자. 

(46) a. *我写了一支毛笔。
b. *我写了这支毛笔。

(47) a. *我画了一支2B。
b. *我画了这支2B。

1.2절에서 邵琛欣(2015)은 언급한 도구성 피행위자부류의 도구 목적어가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도구 목적어가 아니고, 환유 작용 이후에 피행위자가 되는 것

으로 설명하였다. 邵琛欣(2015)에서 도구성 피행위자로 분류한 ‘吃大碗’ 등이 환유

작용을 거쳐 피행위자를 지시한다면 모두 ‘V了+一+个+NP’의 형식으로의 변환이 

가능해야 한다. 그런데 ‘吃大碗’은 ‘我吃了一个大碗’으로 변환이 가능한 데 비해 

후자 ‘写毛笔’는 예문(46a), (47a)에서 볼 수 있듯이 ‘我写了一支毛笔’, ‘我画了一支

2B’로 바꿀 수 없다. 邵琛欣(2015)는 이러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예문(46), 

(47)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 목적어가 지시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을 말한다. 즉, ‘吃大碗’과 ‘写毛笔’의 목적어는 동일한 성격의 부류가 아님에도 불

구하고 邵琛欣(2015)에서는 이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 ‘绑绳子’는 의미적 피행위자성을 통해 설명할 수 있고, 

‘吃大碗’ 같은 경우는 의미적 환유기제로 설명할 수 있다. ‘写毛笔’과 ‘画2B’는 ‘绑

绳子’, ‘吃大碗’과 달리, 피행위자성이나 환유기제로 설명할 수 없다. ‘写毛笔’과 

‘画2B’의 경우는 예문(40), (41)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화용적 전경과 배경조건이 

있을 때만 사용 가능하다. 본고의 초보적인 검토에 따르면 도구 목적어 ‘绑绳子’, 

‘吃大碗’, ‘写毛笔’, ‘画2B’는 모두 전경과 배경의 화용적 제약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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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a. 在美术班我画了3个月的4B, 都画腻了！
나는 미술반에서 3개월 동안 4B를 그렸는데 그림에 싫증이 났다.

b. 我以前画过4B, 素描上色倍儿快！
제가 전에 4B를 그렸던 적이 있는데, 스케치에 색칠이 굉장히 빠르다.

c. 我从来没画过4B。
나는 지금까지 4B를 그린 적이 없다.

예문(48)를 보면 도구 목적어 구문 ‘画4B’는 수량과 시제까지 추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사 ‘画’의 피행위자는 그림과 같이 그릴 수 있는 내용을 지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画4B’와 같은 경우, 도구 목적어는 의미적으로도 동사의 피

행위자가 될 수 없고 환유를 통해서도 피행위자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없다. 그런데도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화용적 전경과 배경

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도구 성분 ‘4B’는 동사 ‘画’ 뒤의 원형─피행위자 위치에 올 수 

있다. ‘4B’와 같은 도구 목적어는 피행위자가 될 수 없으므로 통사적 제약이 강력

하게 적용되지만, 화용적 측면에서 전경과 배경의 현저성 관계를 통해서 원형─피

행위자 위치에 올 수 있다. 다음 ‘写毛笔’와 관련된 예문을 좀 더 보자. 

(49) A:您好？您想报什么书法班呀？
안녕하십니까? 어떤 서예반을 등록하시겠어요?

B:您这里都有什么班？
여기 어떤 반이 있나요?

A:我们这儿的书法班除了教毛笔书法, 还教硬笔书法。都可以让孩子练字。
우리 여기 서예반에서는 붓글씨 외에도 경필 서예를 가르치고 있어요. 모
두 아이들에게 글자를 연습하게 할 수 있어요. 

B:我家孩子上初一了, 字写得总是不工整, 您觉得学写毛笔好, 还是学写钢笔好？
우리 집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인데. 글씨가 항상 깔끔하지 못하니, 붓글씨

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펜글씨를 쓰는 것이 좋을까요?
A:学学写钢笔也不错的, 也能让孩子写一手好字。
펜 서예를 배우는 것도 괜찮은데, 아이에게 좋은 글씨를 쓸 수 있게 해 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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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49)는 우리가 가정한 한 학부모가 아이에게 서예반 신청을 해주기 위해 선

생님과 대화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같은 언

어의 환경에 있을 때 전경의 도구 목적어는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지고 심지어 확

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写毛笔’는 여기에서 ‘写钢

笔’라고 말 할 수도 있다. 이 점에서 ‘写毛笔’, ‘画4B’와 같은 도구 목적어는 다른 

류의 도구 목적어보다 많이 숙어화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예문

(40), (41), (49)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조화된 언어 환경에서 딱 한 번만 발화되

어도 청자가 인지적 전경과 배경이론을 통해 그 의미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언급해야 할 것은 전경으로서의 도구 목적어 구문만이 ‘전경-배경’ 

이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모든 도구 목적어 구문이 ‘전경-배경’ 이

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령 ‘吃大碗’, ‘喝大杯’, ‘涮大锅’ 등과 같은 

용기류 도구 목적어들 또한 각각 그 안의 내용물을 배경으로, 그 내용물을 담은 도

구를 전경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화용적 문맥을 통해 이해한다는 점에

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용기류 도구 목적어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면서, 특별한 언어 환경을 요구하지 않으며, 환유라는 인지 작용을 통해 전

경과 배경이 실현된다. 이에 비해 ‘写毛笔’, ‘配细羊毛’ 등과 같이 도구 목적어들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경과 배경이라는 현저성 관계만을 통해 의미를 나타낼 뿐 

아니라 특별한 언어 환경을 필요로 한다는 차이를 가진다. 특히 용기류 도구 목적

어와 달리 전경으로서의 도구 목적어는 화용적 제약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

에서도 이 둘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 ‘写毛笔’ 같은 경우는 다른 것 비교할 때 상대

적인 숙어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인간의 시각적인 인지 방식에 적용되는 원리가 언어의미를 이해하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 절에서 제시한 중국어의 

도구가 전경으로 쓰인 목적어 구문은 이러한 인지 작용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중국어에서는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순의 변화와 언어경

제성 원리가 적용된다. 张云秋(2004:182-188)에는 언어 사용에 대한 경제원리가 상

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중국어에서 많은 문법 수단 가운데 가장 보편적

인 것이 어순이다. 가령, ‘V+NP’ 어순은 중국어에서 동목관계 혹은 동작과 접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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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ipient)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전형적인 문법 수단이다. 중국어 어순은 대

체로 한족(汉族) 사람들의 인지 경험 구조에 대응된다. 즉, 행위주체가 어떤 동작

을 하고, 이 동작이 어떤 대상에 작용해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이 어순으로 나타난

다는 것이다. 중국어의 ‘V+NP’ 어순은 인지 경험에서 객관적 사물과 서로 관련이 

있는 순서를 본뜬 것이기 때문에, 현대 한족(汉族) 사람들은 경험에 근거하여 이러

한 어순을 가장 이해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에너지도 적게 드는 경제적인 어순으

로 간주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구 목적어와 같은 비피행위자 목적어 구문은 외국

인 학생들이 학습할 때 표층의 구조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

다. 도구 목적어 구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문의 심층적 의미와 사용 영

역에 존재하는 제약을 이해함과 동시에 언어의 경제성 원리도 고려해야 한다. 

본 장에서 도구가 전경으로 쓰인 목적어의 대표적 용례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

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전경으로서의 도구 목적어 구문의 예시

1. 喝大杯 2. 吃大碗 3. 泡酱油 4. 泡醋

5. 画4B 6. 画粉铅 7. 听耳机 8. 听CD

9. 照探照灯 10. 照手电筒 11. 配细羊毛 12. 配粗羊毛

13. 写毛笔 14. 写钢笔 15. 打吊瓶 16. 打针

17. 抽烟斗 18. 抽水烟袋 19. 洗凉水 20. 洗温水

21. 吹电扇 22. 吹空调 23. 看显微镜 ......

<표 8>의 전경으로서 도구 목적어는 동사 사전에 있는 예문 중에서 일부를 제시

한 것이다. <표 8>을 보면 도구 목적어 구문은 특정한 담화 상황에서 동사 뒤에 있

는 도구 성분이 전경 정보를 전달하고 그 드러내지 못하는 정보는 배경 정보로 삼

는 역할을 한다. 이뿐만 아니라 본고에서 나오는 모든 도구 목적어는 다 전경으로 

쓰일 수 있어서 문맥에 따라 ‘画4B’처럼 더 많은 도구 목적어를 만들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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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도구 목적어 구문에 대한 연구는 향후 다양한 언어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어

뿐 아니라, 다른 언어권의 중국어 학습자들에게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2. 숙어화 된 도구 목적어

이 절에서는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打板子’와 같은 경

우는 동사와 목적어 간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여 하나의 숙어처럼 사용된다. 본고

는 이러한 도구 목적어를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라고 부르겠다. 숙어화된 도구 목

적어는 담화 배경 제약을 받는 전경으로서 도구 목적어와 형식적인 측면에서 궤를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식과 의미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

인다.17)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의 가장 큰 특징은 피행위자성을 갖지 않으며, 조건이 없

어도 쓸 수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로 숙어화되어 때로는 부분

간 유추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打板子’는 ‘用+NP+V’ 형식으로는 전환이 가

능하지만, ‘把+NP+V+了’ 형식으로는 전환할 수 없다. 동사와 목적어 간의 관계가 

긴밀하며 언어 환경에서 한 덩어리로 사용된다.

(50) a. 每次开完家长会, 小明总是被打板子。
학부모 회의가 끝날 때마다 샤오밍은 늘 판자를 맞는다.

b. *每次开完家长会, 小明总是被打棍子。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

어 예문(50a)과 (50b)의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打板子’라고만 말하고 ‘打棍子’라고

는 말하지 않는다. 이는 ‘打板子’가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打

板子’는 고대에는 일종의 형벌 수단이었다. 처음엔 관아에서 범인을 응징하는 데 

17) 앞서 정리한 전경으로서의 도구 목적어 구문인 ‘*把毛笔写了’와 마찬가지로 ‘把板子打了’
도 성립되지 않는다. 즉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들도 전경으로서의 도구 목적어와 마찬가지
로 구체적인 피행위자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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썼지만 나중에는 상류사회의 관리들이 가족적인 징벌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른에게 곤장을 맞는 것이 보통이었

다. ‘打板子’는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포함하기 때문에 숙어화되어 오늘날에는 ‘벌

을 받다’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예문(50a)의 ‘打板子’는 소명이 학부모회의 때마다 

아버지한테 반드시 곤장을 맞는 것이 아니더라도 벌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예문(50b)의 ‘打棍子’는 예문(56)에 다시 설명하도록 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 구문은 동사와 도구 목적어 사이의 결합

관계가 매우 긴밀하여 하나의 덩어리로 사용되며 고정된 의미를 지닌다. ‘打板子’

와 마찬가지로 ‘打大锤’, ‘砸夯’, ‘抬杠’ 등도 문화적 배경과 역사성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당시의 문화적 특징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

도록 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51) a. 用戒尺打

계척으로 치다.
b. 用这个戒尺打

이 계척으로 치다.
c. *把戒尺打了

d. *把这个戒尺打了

(52) a. 用板子打

군장으로 때리다.
b. 用这个板子打

이 군장으로 때리다.
c. *把板子打了

d. *把这个板子打了

예문(51), (52)에서 (51a), (51b), (52a), (52b)는 모두 ‘用+NP+V’ 형식으로 바꿀 수 

있지만, (51c), (51d), (52c), (52d)는 ‘把’자문 형식으로 바꾸면 다 비문이 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打戒尺’, ‘打板子’의 도구 성분인 ‘戒尺’와 ‘板子’가 구체적인 

피행위자를 나타낼 수 없으며 피행위자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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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a. *打了一个戒尺

b. *打了这个戒尺

(54) a. *抽了一个鞭子

b. *抽了这个鞭子

예문(53), (53)는 ‘V+了+一个+NP’과 ‘V+了+这个+NP’ 형식으로 바꾸면 모두 비문

이 된다. 이는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가 지시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준

다. ‘打板子, 打戒尺, 抽鞭子’는 모두 고대에 행해졌던 일종의 고문이나 징벌 수단

으로 현재에 와서는 그 표현의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전 문학작품이나 문화 

배경이 깔려 있는 대화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吃大碗, 吃大盘, 

吃大锅’처럼 확장되지 않는다. 이 중 ‘抽鞭子’는 현재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 이는 ‘鞭子’를 ‘抽’하는 동작을 통해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을 의미하게 되

었기 때문이다.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 구문의 사건 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

음의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 구문의 사건 모형

A I P

setting

V

다른 도구 목적어의 사건인지 모형과 비교할 때 <그림 9>에 나오는 세 개의 원

은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행위자 A, 도구 I, 피행위자 P를 나타낸다. 그중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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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A와 도구 I를 나타내는 원은 실선으로 표시하였고, 피행위자 P를 나타내는 원

은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관찰자 V의 관점에서 에너지는 행위자 A에서 나와서 도

구 I를 경유해 피행위자 P로 전달된다. 피행위자 P의 현저성이 낮기 때문에 <그림 

9>의 피행위자 P를 나타내는 원은 점선으로 나타냈다. 가령, ‘打板子’는 동사 ‘打’

의 능동성이 강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때리는 행위는 손이나 도구를 사용해 때

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 목적어 가운데 무언가를 때리는 것은 더 

이상 초점이 아니며, 때릴 때 사용하는 도구 자체가 현저성을 가진다. 동사 ‘打’는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때리는 행위로 인한 결과나 정도 또한 달라지므

로, 우리는 ‘用板子打’의 경우, 의사소통과정에서 경제성 원리에 따라 ‘打板子’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인 ‘打戒尺’도 마찬가지다. 다음의 예문

을 살펴보자.

(55) 他笑着说: 这是小时候上私塾, 被先生打戒尺打出来的。
그는 웃으며 말한다: 이건 어릴 때 서당에서 훈장님께 계척으로 맞으며 만든 

거야.

예문 (55)에서 나오는 ‘打戒尺’도 학생을 훈계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도 그 용

법이 비교적 고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戒尺’를 사용해 교육차원에서 사람을 때

린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사극이나 무협소설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打戒尺’, ‘打板子’는 역사적 배경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는 숙어의 

특성상 구조적으로 다른 도구 목적어 구문처럼 자유롭게 확장되어 사용되지 않는다.

(56) ...到了50年代几乎销声匿迹了, 而唯一盛行的便是以“扣帽子”, “打棍子”为主要方

式的政治批评。
...중략...50년대 이르러 소리 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유일하게 성행하고 있는 

것이 “扣帽子”, “打棍子”를 주요 방식으로 정치적 비판을 하는 것이다.

예문 (56)에 나오는 ‘打棍子’의 용례는 孟琮(1999)에는 나오지 않지만 BCC 말뭉

치에서 100개의 관련 예문이 출현했다18). 앞서 언급한 것처럼 ‘打板子’는 고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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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형벌인데 비해, ‘打棍子’는 문화대혁명시기에 나온 말로 덩샤오핑이 제시한 ‘三

不主义’(즉, 不抓辫子, 不扣帽子, 不打棍子를 의미함)에서 나온 것으로 비교적 추상

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즉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을 핍박하거나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사람을 박해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 ‘打板子’는 현재는 다른 의미로 쓰이

지만 ‘打棍子’ 같은 경우는 현재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打板子’ 역시 문화적 배

경을 갖춘 경우에 사용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57) a. 我以前被爸爸打过板子。
나는 전에 아버지께 곤장을 맞은 적이 있다.

b. 我昨天被爸爸打了板子。
나는 어제 아버지한테 곤장을 맞았다.

(58) a. 以前上学的时候, 被老师打过戒尺。
예전에는 학교에 다닐 때 선생님에게 계척으로 맞은 적이 있다

b. 昨天被老师打了戒尺。
어제 선생님께 계척으로 맞았다.

예문(57)과 예문(58)을 보면 ‘打板子’와 ‘打戒尺’는 모두 전경으로서의 도구 목적

어처럼 ‘了, 过’ 등 상 표지를 추가할 수 있지만 지속상 ‘着’를 추가 할 수 없다. 예

문(57)과 예문(58)처럼 상 표지를 추가해도 도구 목적어의 전달하는 의미는 이미 

굳어져 한 덩어리로 표현되며 여전히 특정한 문화배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는 전경으로서의 도구 목적어와 마찬가지로 

어떤 언어 환경이 있어야 쓸 수 있다. 게다가 이런 도구 목적어는 자체에 특정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자도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있어야 순조로운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 다음 예문(59)과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59) A:每次开完家长会, 小明总是被打板子。
매번 학부모 회의 때마다, 샤오밍은 늘 곤장을 맞는다.

18) 예문 (11)에 나오는 ‘打板子’는 BCC 말뭉치에서 30개의 관련 예문이 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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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天啊！怎么还用板子打人？
세상에! 왜 아직도 곤장으로 사람을 때려?

A:不是, 不一定是板子, 他爸爸抄起什么就打。
아니야, 반드시 곤장이 아니야, 걔 아빠는 아무거나 들면 때려.

예문(59)에서 B의 대답을 보면 B가 ‘打板子’라는 표현의 실제 의미를 잘 모른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B가 ‘打板子’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A는 이에 대해 추가적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가적 설명이 없는 상황에서

는 위의 예문에서처럼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긴다. 사실 A는 小明이 집에 가면 아

버지한테 혼난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 진짜로 곤장을 친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또한 이 말에서 아빠가 학부모회의에서 선생님으로부터 小明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집에 가서 아이를 혼내려고 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현대 중국어에 사용하는 ‘打板子’는 고대에는 형벌이었으나 현재에는 상대방을 

벌한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바뀌었다.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데, 아이를 

혼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반드시 곤장을 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진짜 곤장으로 때린다고 해도 고대의 그런 형구인 ‘板子’를 반드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는 언어 환경이 있어도 확장이 안 

된다는 점에서 ‘写毛笔’ 등과는 성질이 다르다. ‘写毛笔’류의 도구 목적어는 언어 

환경만 있으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모두 같은 영역에 있다면 

동사 뒤에 있는 이 도구는 교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문(40)에 있는 ‘画2B’, ‘画

4B’ 등과 같은 구문이 있다.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는 일반적으로 어떤 언어 환경

에서도 이 말만으로도 청자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60) 来了一个戴鸭舌帽、打裹腿的便衣, 领着一只狗。(狗鼻子/苏联/左琴科)
캡 모자를 쓰고, 다리에 각반을 친 사복군인이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왔다.

예문(60)은 러시아 작가 Mikhail Zoshchenko의 ≪狗鼻子≫의 중국어 번역을 발췌

한 것이다. ‘打裹腿’에서 ‘裹腿’는 근대시기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 시절부터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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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군인들이 양말 대신 다리에 두르는 각반(Portyanki)을 말한다. 따라서 ‘打裹腿’는 

근대 군사 전쟁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하여 사용된다. 중국에도 <사

진 1>처럼 근대 시기 이러한 천이 군인들의 다리를 감싸는 데 사용되었는데 현대

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 

<사진 1>

(61) 她真能恨得我咬牙儿！我若有神通, 真要一个掌心雷, 将她打得淋漓粉碎！(冰心/
冰心全集第二卷)
그녀는 정말 이를 갈 정도로 미워! 나에게 신통력이 생기면 진짜 장심뢰를 

달라고 해서 그녀를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라고!

예문(61)는 冰心의 ≪冰心全集第二卷≫의 나오는 문장이다. 여기서 ‘咬牙’는 ‘누

군가를 원망하며 이를 갈다’라는 의미인데, ‘(고통을 참으며) 이를 악물다’라는 의

미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咬牙’는 보통 ‘이를 갈다’의 의미로 사용하고, ‘이를 갈

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咬牙切齿’, ‘咬紧牙关’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한다.

(62) ‘打戒尺、抽鞭子、关小黑屋……’, 由于不断有学生将自己被体罚、囚禁的遭遇发

布在网上, 江西省南昌市的豫章书院, 正处于舆论漩涡中。
계척으로 때리고 채찍질하고 어두운 방에 가두는 등 학생들이 자신이 당한 

체벌과 구금에 대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강
서성 남창시의 예장서원은 현재 여론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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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62)은 2017년 11월 4일자 CCTV 13의 뉴스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문

장에 나오는 ‘打戒尺’, ‘抽鞭子’, ‘关小黑屋’는 본래 과거의 징벌방식을 의미하는 것

으로 현재는 징벌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나 일부 개인 학원에서 여

전히 이러한 체벌을 함으로써, 학생들과 방송 매체의 분노를 사게 된 것이다. 

(63) “……假若小说不生活化, 对白都来个文诌诌, 实在让人受不了。”
“但是, 你不能否定中国文字的优点！”李谦有点为抬杠而抬杠。
....소설이 생활화되지 않으면, 소설 속에 나오는 대화는 고상함으로 사람을 

짜증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중국문자의 장점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李谦은 논쟁을 위한 논쟁을 한다.

예문(63)은 대만 작가인 琼瑶 ≪在水一方≫(1975)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것이

다. ‘抬杠’은 ‘메다’는 의미인 ‘抬’와 ‘장대’를 의미하는 ‘杠’의 본래 의미와는 관련

성이 없는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 구문이다.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논쟁을 하

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 구문이다.

예문(64)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다른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 구문과 마찬가지

로 엄격한 형태 통사적 제약을 받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들을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 

구문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64) 生活在一头狮子嘴边, 不能跑又不能说, 等于是它饲养的口粮, 不知道哪天它一舔

舌头就把我吃了。
사자의 입가에서 살다보니 뛸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 사자가 나를 사자 

밥으로 사육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어느 날 사자가 입맛을 다시며 나를 먹

어버릴지 모를 일이다.

예문(64)은 王朔이 쓴 소설 ≪看上去很美≫(1999)에 나오는 것으로 여기에 나오

는 ‘舔舌头’는 사자가 배가 고파서 입맛을 다시며 먹잇감을 찾는다는 의미이다. 동

사 ‘舔’은 원래 ‘핥다’의 의미로, 보통 음식이나 사물, 혹은 사람이 목적어로 온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동사 후치 논항으로 도구적인 성분인 ‘舌头’(혀)가 목적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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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혀로 핥는 행위 자체를 습관으로 가진 사람에게도 ‘舔

舌头’라고 할 수 있지만, 예문에 나오는 사자처럼 목이 마르거나, 어떤 음식을 먹

고 싶을 때도 ‘舔舌头’(입맛을 다시다)라고 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숙어성 도구 목적어 구문들과 동일한 형태 통사적 제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숙

어성 도구 목적어 구문으로 분류하였다.19)

(65) 没走几步, 他身后跳板上响起咚咚砸夯一样的脚步声 

몇 걸음을 걷지 않았는데, 그의 뒤편의 발판에서 쿵쿵 달구질[땅을 다지는 

일]하는 것 같은 발걸음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예문(65)는 肖复의 소설인 ≪远在天边≫(1984)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본

래 ‘砸夯’의 사전적 의미는 ‘路边传来砸夯人的歌声’처럼 ‘달구질을 하다’는 의미이

다.20) 현재는 주로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큰 소리를 묘사하는 경우로 의미가 축소

되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다른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 구문과 마찬가지로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다른 성분을 삽입할 수 없으므로 이 역시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 구

문으로 분류하였다.

(66) 南水北调工程将需要铲运机、推土机、拖拉机、洒水车、抓斗式挖泥船、打夯、
压路、挖掘机、汽车起重机和装载机等一系列施工机械。
남수북조공정은 모터스크레이퍼, 불도저, 트랙터, 살수차, 그래브식 준설선, 
래머기, 로드롤러, 굴착기, 트럭 크레인과 화물적재기 등 일련의 시공기계가 

필요하다.

19) 사실 ‘舔舌头’의 본래 의미는 ‘用舌头舔嘴’(혀를 사용해 입을 핥는다)로 신체인 입의 일부
분이라고 할 수 있는 혀를 써서 입술을 핥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단어 의미에서 전체 의
미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들과는 구분된다. 그러나 형태 
통사적인 측면에서 다른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 구문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제약을 가진다
는 점이 공통적이다. 이 외에도 ‘舔屁股’는 ‘拍马屁’처럼 신체를 목적어로 해서 아첨하다
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동사구 결합의 엄밀성에서 차이가 관찰된다. 이들은 모두 신체의 
일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되지만, 더 엄밀한 연구는 다음의 연구로 미루도록 한다. 

20) ‘路边传来砸夯人的歌声’는 曹禺의 소설≪日出≫(1935)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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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66)은 BCC에 나오는 科技文献의 글을 인용한 것으로 ‘打夯’은 본래 예문 

(65)와 거의 유사한 의미인데, 예문 (66)에서는 ‘래머기’라는 기계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67) 这粒钮扣本来掉了, 那天, 是她给另一位同志做针线提醒了我, 我才把它钉上了。
이 단추는 원래 떨어져 있었거든. 그날, 그녀가 다른 동지에게 바느질을 해

줘서 내가 생각이 난거고, 그래서 꿰맨 거야 

예문(67)은 戴厚英(1980) 소설 작품의 ≪人啊, 人！≫나오는 문장이다. ‘做针线

(바늘과 실을 하다)’은 ‘做针线活(바느질하다)’는 뜻이다. 과거 여성들이 했던 옷을 

짓거나, 꿰매거나, 천을 짓거나, 수를 놓는 등의 일을 ‘做针线活(바느질하다)’라고 

한다. 이런 일을 하는데 필요가 도구는 바늘과 실이다. 그래서 ‘做针线(바늘과 실

을 하다)’ 역시 바늘과 실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하는 일을 가리킨다. 예문(67)의 

앞뒤 문장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做针线’은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꿰매

어 주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 표현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으

며, 구조 역시 비교적 고정적이다. ‘做针线’도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을 가진 숙어적 

도구 목적어 구문임을 알 수 있다.

(68) ...但大兵16岁向奇志学艺, 两人合作, 红花配绿叶, 奔走于长沙各个歌厅和其他娱

乐场所, 为长沙人所带来的欢乐, 一直在长沙演艺圈中传为佳话。
...그러나 大兵은 16살에 奇志에게 기예를 배웠으며, 두 사람의 합작이 너무 

잘 맞아서 장사지역의 노래방과 오락장소 돌아다니면서 장사사람들에게 기

쁨을 주어서 줄곧 장사지역 연예계의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

예문(68)은 2003년 7월 9일에 출판된 曹家骧이 ≪文汇报≫에 쓴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본래 ‘红花配绿叶’는 ‘붉은 꽃에 푸른 잎을 깔다’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두 

사람이 매우 잘 맞을 때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문들을 통해 정리하면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는 다른 유형에 

비해 더 많은 제약을 가지며 형식적으로는 통사적 구를 이루고 있지만 단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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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 전체 의미를 예측할 수 없으며 형태 통사적 제약을 가진다. 시제나 서법, 

태의 변화도 자유롭지 못하다. 도구성이 강하기 때문에 피행위자도 쉽게 될 수 없

다. 이들의 사용 빈도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일부는 ‘红花配绿叶’처럼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표현이지만 ‘打戒尺’, ‘抽鞭子’, ‘关小黑屋’ 등은 자

주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다. ‘打戒尺’, ‘抽鞭子’, ‘关小黑屋’와 같은 구문을 적절하

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

한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 구문은 다른 유형의 도구 목적어 구문과 달리 다른 단어

를 대체하는 등의 활용 연습이 불가능하다. 

중국어 학습자들이 이러한 독특한 표현 양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숙어화된 도

구 목적어 구문의 형성 원인과 그 사회적 배경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 

제시한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 구문의 실례들이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유용한 도움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 9>는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의 검토이다. 

<표 9>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의 검토

구조 형식 写毛笔 打板子 绑裹腿

用+NP+V O O O

把+NP+V+了 X X X

把+一个+NP+V+了 X X X

把+这个+NP+V+了 X X X

V了+一个+NP X X X

V了+这个+NP X X X

<표 9>를 보면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는 아예 피행위자도 될 수 없고 지시성도 

가질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도구 목적어는 역사적 문화 배경이 있

으며 한 덩어리로 사용할 수 있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아무 조건이 없이 많이 쓰이

고 있다. 정리하면 孟琮(1999)에서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 구문은 14개로 확인된다. 

구체적인 용례는 <표 10>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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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 구문의 예시

1. 抽鞭子 2. 抽板子 3. 打₂板子

4. 打₂戒尺 5. 打₄(建造, 修筑)夯 6. 打裹腿

7. 打大锤 8. 配良种 9. 红花配₃绿叶

10. 抬杠(a旧时指出殡抬

棺材); (b指争论)
11. 舔舌头 12. 咬牙

13. 砸夯 14. 做针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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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는 지금까지 하나의 도구 목적어 구문 범주에서 다루어 왔던 동사 후치 도

구 논항에 주목하여 인지 의미론과 화용론에 입각해 도구 목적어의 유형을 새롭게 

분류하고 그 현상을 분석하여 해석하고자 하였다. 

‘V+도구 목적어’ 형식을 ‘用+도구 성분+V’, ‘把+도구 성분+V+了’와 ‘V了+一个/

这个+도구 성분’ 형식으로 변환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동일한 ‘V+도구 목적어’라도 

내포하고 있는 의미 관계가 복잡하고 이에 따라 다른 제약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분석 작업을 통해 도구 목적어를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 환유성 도구 목

적어, 전경으로서의 도구 목적어와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

었다. 이 중 환유성 도구 목적어는 다시 용기류의 도구 목적어와 경유류 도구 목적

어로 세분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는 수집한 용례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도구 

목적어이다. Dowty의 ‘원형—행위자성’, ‘원형—피행위자성’ 이론에 근거하여, 전형

전인 목적어는 ‘원형—피행위자성’을 가지는데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도 동사 뒤에

서 도구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원형─피행위자성’ 특징도 가진다. 그래서 도구 

성분이 이러한 의미적 제약을 받으면 전형적인 목적어처럼 쓰일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환유성 도구 목적어는 용기류와 경유류 두 가지로 나누었다. 용기류와 경

유류 도구 목적어 구문은 모두 동사 뒤에 나오는 도구 성분이 환유작용을 통해 피

행위자를 지시한다. 동사 후치 논항은 비록 도구이지만, 용기류는 환유를 통해 용

기 안의 내용물을 지시하며 경유류는 에너지의 경유 방식이 환유 기제가 되어 피

행위자를 지시한다. 이들 용기나 경유 방식의 도구 목적어는 모두 지시성을 가진

다. 피행위자성에 대해서는 용기류는 모두 피행위자성을 가지지만 경유류는 일부

만 피행위자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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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경으로서 도구 목적어는 검토를 통해 피행위자를 지시할 수 없고 환유

제약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피행위자가 특정 환경에서 배경 정보로 전락하면 도

구가 전경으로 부각되어 도구 성분이 동사 뒤에 오게 된다. 통사적 제약을 가장 많

이 받으며 화용적 전경과 배경의 현저성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언어 

환경이 주어지면 문맥에 따라서 더 많은 도구 목적어를 만들어 낼 수도 있다.

넷째,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 구문의 경우 전체 동사구가 하나의 덩어리로 고정

되어 어휘 의미 조합만으로 의미 유추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숙어화된 도구 

목적어 구문은 어떤 특정한 역사배경과 문화배경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구 목적어 

부류와 비교했을 때 좀 더 많은 제약을 받으며 특정한 맥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

다. 고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므로 피행위자로 되기 쉽지 않고 한 덩어리로만 사용

된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보면 도구 목적어와 전형적인 목적어의 관계에는 긴밀도

의 차이가 있다. 피영향성 도구 목적어는 도구이면서 피행위자를 지시할 수 있고 

환유성 도구 목적어는 환유기제를 통해 피행위자를 지시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도구가 피행위자를 지시할 수 있다는 의미적 제약을 받으며 전형적인 도구 목적어

와의 관계가 가장 밀접하다. 전경으로서의 도구 목적어는 피행위자를 지시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한 환경에서 피행위자가 배경정보로 전락하면서 도구가 전경으

로 부각되어 목적어 위치에 올 수 있다. 일부 도구 목적어는 특정한 역사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에서 점차 굳어져 하나의 덩어리로 사용되고 어휘의미의 조합이 아닌 

다른 특정 의미를 가지게 되어 숙어화가 되었다. 각 유형의 도구 목적어와 전형적

인 목적어의 관계는 갈수록 느슨한데 이는 도구 목적어의 수용도의 차이와 일치한

다. 모든 도구 목적어 구문은 전경-배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중국어 학습자들이 도구 목적어 구문을 학습하고 활

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동사 후치 도구 논항 중

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도구 논항과 함께 출현하는 동사의 속성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 76 -

【參考文獻】

1. 논문류

1.1. 국문 논문

김윤신(2013), <한국어 피동문의 총칭적 의미>, ≪2013한국 언어정보 학회≫ 
발표문23, 22-30.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 ≪국어연구≫, 123, 국어연구회.
정해권(2015), <한국어 여격 피동 구문의 의미와 용법>, ≪언어과학연구≫ 제

74, 301.
홍재성(2002),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분과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

1.2. 중문 논문

陈昌来(1998), <汉语语义结构中工具成分的性质>, ≪世界汉语教学≫ 1998年, 第
二期, 22-26.

马庆株(1988), <自主动词和非自主动词>, ≪中国语言学报≫ 第三期, 又≪二十世

纪现代汉语语法论文精选≫, 商务印书馆, 224-245.
乔东蕊(2007), <容器类宾语的区别及典型性考察>, ≪安徽文学≫ 第五期, 135-136.
童  蕾(2008), <现代汉语“动词+工具宾语”结构研究>, 湘潭大学, 硕士学位论文. 
王占华(2000), <‘吃食堂’的认知考察>, ≪语言教学与研究≫, 2000年, 第2期, 

58-64.
邢福义(1991), <汉语里宾语代入现象之观察>, ≪世界汉语教学≫ 1991年, 第二期, 

76-84.
徐  杰(1986), <‘工具’范畴和容纳‘工具’范畴的句法结构>, ≪华中师范大学学报≫, 

1998年, 第5期, 105-115.
邵琛欣(2015), <汉语工具宾语的次范畴及其形成机制>, ≪语言科学≫ 第14卷, 第6

期, 579-588.
袁毓林(2002), <论元角色的层级关系和语义特征>, ≪世界汉语教学≫ 2002年, 第

三期, 10-23.
朱 军(2008), <现代汉语受事宾语句中论元共现规律及管控机制研究>, 华中师范



參考文獻

- 77 -

大学, 博士学位论文.

1.3. 영문 논문

Dowty, David (1991), ‘Thematic Proto-Roles and Argument Selection’, Language, 
vol. 67, Number 3. 547-582.

Fillmore, Charles, J (1977b), ‘Topics in Lexical Semantics’, In Roger W. Current Issues in 
Linguistic Theory.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84-87. 

Talmy, Leonard (1978), ‘Figure and ground in complex sentences’, In Joseph 
Greenberg (ed.), Universals in human Language Vol. 4.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419-430.

2. 단행본

2.1. 국문 단행본 

남기심⋅고영근(2014), ≪표준국어 문법론≫, 박이정.
남승호(2007), ≪한국어 술어의 사건 구조와 논항 구조≫, 서울대학교출판부.
고석주 역(1998), ≪격≫, 한신문화사.
권재일(2012),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김종도 역(1999), ≪인지문법의 토대1, 2≫, 박이정.
나익주(외) 역(2004), ≪인지문법≫, 박이정.
____________(2005), ≪개념⋅영상⋅상징≫, 박이정.
박정구(외) 역(1989), ≪표준중국어문법≫, 한울.
이범열(2012), ≪현대중국어의 담화화용론≫, 한국문화사.
이상철 역(2004), ≪최신 의미론≫, 한국문화사.
이성웅(2005), ≪국어 명사의 논항구조 연구≫, 月印.
이해윤 역(2009), ≪화용론≫,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임지룡⋅김동환(2005), ≪인지문법≫, 한국문화사.
최재희(2004),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2.2. 중문 단행본

C. J. 菲尔墨(2012), ≪“格”辨≫, 胡明扬译, 北京商务印书馆.
吕叔湘(2002), ≪吕叔湘全集≫ 第一卷 ≪中国文法要略≫, 辽宁教育出版社.



현대중국어 동사후치 도구 논항의 어법제약 연구

- 78 -

刘玉华(2001), ≪实用现代汉语语法≫, 商务印书馆. 
马庆株(1992), ≪汉语动词和动词性结构≫, 北京语言学院出版社.
任  鹰(2005), ≪现代汉语非受事宾语句研究≫, 社会科学文献出版社.
石毓智(2006), ≪语法化的动因与机制≫, 北京大学出版社. 
王  寅(2007), ≪认知语言学≫, 上海外语教育出版社.
吴为善(2011), ≪认知语言学与汉语研究≫, 复旦大学出版社有限公司出版发行.
徐  枢(1985), ≪宾语和补语≫, 哈尔滨黑龙江人民出版社.
朱德熙(1982), ≪语法讲义≫, 商务印书馆. 
张伯江(2016), ≪从施受关系到句式语义≫, 学林出版社.
张云秋(2004), ≪现代汉语受事宾语句研究≫, 学林出版社.

2.3. 영문 단행본

Barry J. Blake (1994), Ca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rcelona, Antonio (2002), Clarifying and applying the notions of metaphor and 

metonymy within cognitive linguistics: An update. In Ren Dirven and Ralf 
PÖrings (eds.), Metaphor and Metonymy in Comparison and Contrast.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Dan Sperber & Deirdre Wilson (1986), Relevance Communication and Cognition, 
Blackwell.

Geoffrey, N. Leech (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George K. Zipf (1935), The Psycho-Biology of Language, Boston: Houghton 

Mifflim.
_______________ (1949), Human Behavior and the Principle of Least Effort. An 

Introduction to Human Ecology, Addison-Wesley Press.
Jespersen, Otto (1964), Language: Its Nature, Development and Origin, New York: 

Norton & Company. 
Jacob L. Mey (2001), Pragmatics: An introduction, Oxford: Blackwell. 
John I. Saeed (1997), Semantics, Blackwell Pub.
John Searle (1969), Speech Ac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Kӧvecses & Radden (1999), Toward a theory of metonymy, In K. Panther & G. 

Radden (eds.)
Langacker, Ronald Wallace.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 (Vol. 1, 2), 

Stanford University press. 



參考文獻

- 79 -

________________________ (1990), Image, concept, and symbol: The cognitive 
basic of grammar, Mouton de Gruyter. 

________________________ (1993), Reference-point construction. Cognitive 
Linguistics 4 (1).

________________________ (2008), Cognitive grammar: A basic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Lakoff George & Turner Mark (1989),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The University of Chicago University. 

Li, Charles N. & Sandra A. Thompson (1981),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oCastro, Virginia (2003), An Introduction to Pragmatics: Social Action for 
Language Teachers, Ann Arbor, Michigan: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Martinet, André (1964), Elements of General Linguistics, London: Farber and 
Farbeer Ltd.

Taylor, John R. (2002), Cognitive Grammar, Oxford. 

3. 공구서

汉语动词用法词典, 孟琮(1999), 北京商务印书馆(1999, 5, 说明书第9页).
现代汉语词典(6版)(2002), 商务印书馆.

4. 예문 인용 출처 

BCC (北语汉语语料库) http://bcc.blcu.edu.cn/
CCL (北京大学中国语言学研究中心语料库) http://ccl.pku.edu.cn/corpus.asp

百度: www.baidu.com



- 80 -

【中文摘要】

现代汉语动词后工具宾语的语法制约研究

首尔大学 中文系

洪菲

宾语一直是语法研究领域的关注点, 通常认为动词后的宾语多为动作所支配的对

象, 但现代汉语中存在大量诸如“ 绑绳子, 吃大碗, 听耳机, 写毛笔, 打板子……”这样

的表达形式, 高度一致的“动词+宾语”结构下呈现出的却是多样化的语义关系。以往

学者对这类工具宾语的研究, 在基础分类、观察视角以及分析方法上各有差异, 且极

少对工具宾语句呈现全貌性的语料分析。本文尽量全面甄选语料、归纳同质类别, 并

从认知语言学的理论视角出发, 厘清各类工具宾语所受到的不同制约, 力图阐明其内

在统一的认知原理。
本文以孟琮(1999)≪汉语动词用法词典≫中出现的285个工具宾语句为考察对象, 

通过“用＋NP+V”结构对语料中宾语的工具特性一一进行验证, 进一步筛选出255个用

例；之后再通过“把+NP+V+了”以及“V了+一个/这个+NP”结构甄别宾语是否具有受事

性和指示性。考察中我们发现,相似结构下的工具宾语句内部实质受到种种相异因素

的制约, 据此我们分出四大类别进行分析说明: 

第一, ‘受影响性制约’: 通过道蒂(Dowty)的原型施事(proto-agent role)及原型受事

(proto-patient role)理论进行分析, 我们发现部分工具宾语的受事性明显高于其他工具

宾语类, 可以充当受事。如: “绑绳子”等。
第二, ‘转喻性制约’: 通过部分代替整体的认知转喻机制, 动词后成分从“容器工

具”转喻为“容器里的东西”。如“吃大碗”和“听耳机”, “大碗”就是以“大碗”转喻碗中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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食物, 而“耳机”就是以“耳机”这个工具转喻通过工具所传达的内容。
第三, ‘前景⋅背景制约’: 人类视觉上对图像背景和前景的认知, 可转化为语言表

达层面的前景和背景表达, 与此同时使用语用原理和语言的经济性原则, 据此可以阐

明“画4B”等工具宾语句的制约原理。
第四, ‘熟语性制约’: 熟语的特征是形式结构较为固定且不能随意扩展, 因此像

“打板子”这类的工具宾语从形式上看其粘合性较强, 中间一般不能插入其他修饰性成

分, 且多作为整体使用。
综上所述, 本文通过句型变换等方法, 对大量工具宾语句语料进行了全面整理, 

旨在对其中蕴含的不同语法制约进行清晰阐释。尽管语料无法穷举, 但我们旨在诸多

同形中辨别不同质, 在各种不同质中找出认知的统一之处。

关键词: 原型施事, 原型受事, 工具宾语, 认知语法, 行动连锁模型, 转喻机制, 前景

和背景理论, 容器类, 经由类, 前景性, 熟语化

学  号: 2013-2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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