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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 중국어에는 처소를 나타내는 다양한 구문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V+

在+XP’와 ‘在+XP+V’는 높은 사용빈도를 보인다. 전치사가 동사에 후치하는 ‘V+在

+XP’는 처소의미를 담당하는 구문이지만 처소와 무관한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상황에 따라 장소뿐만 아니라 ‘~을 가격하다’, ‘~할 때 ~을 하다’, ‘어떠

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 때문이다’ 등 대상, 시간과 원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시간순서원칙을 준수한다고 여겨져 왔던 해당 구문은 사람의 인지에 

위배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본고는 구문의 각 구성성분, 특히 동사 특성에서 

출발하여 동사의 출현 기제, 구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시간순서원칙에 대해 

재조명하여 각 요소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구문에 관련된 예문에 입각하여 구문이 나타내는 의미 유형을 장소,

대상, 시간, 원인 네 가지로 귀납하였고, 예문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각 유

형에서의 동사와 사용빈도를 목록화하였다.

둘째, 동사의 특성에서 출발하여 동작의 이동성, 자주성, 상적 의미가 구문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고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동작의 상적의

미, 자주성 등 의미적 특성이 XP의 유형과 구문의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셋째, 이동의미와 동작의 자주성이 구문의 어순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임을 

도출해냈다. 동작이 이동을 나타낼 때 V와 XP는 이동과 도달을 의미하여 사건의 

발생순서가 구문의 어순을 통해 나타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반면 XP가 시간

과 원인을 나타낼 때 V는 모두 예측 불가능한 사건을 묘사하기 때문에 구문은 사

람이 사건을 인지하는 데 있어 돌발 상황을 먼저 인지하고 그 후에 상황에 대한 

평가/판단을 하는 인지적 순서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시간순서원칙

의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며 결과적으로 모든 구문은 시간순

서원칙을 준수함을 제시하였다.

넷째, 다양한 구조변환을 통해 구문과 동사의 특성에 대해 진일보한 분석을 실

시하였다. 동사가 ‘이동’의 의미를 내재하면 구문은 강한 처소성을 지니고 ‘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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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한 형태로 출현가능하며, 동사가 동작성과 이동성을 잃을 경우 구문은 처소성

을 상실하고 ‘在’에 대한 의존이 강해진다. XP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명사성을 띠

고 구문 의미가 추상적일수록 복잡한 형태를 한다. 그리고 추상화가 계속해서 진

행된다면 방위사도 생략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구문문법의 관점에서 각 구문이 확장상속에 의해 기본적인 이동의

미와 비이동의미를 상속하여 두 갈레로 확장하였음을 규명하였다. 이동의미가 있

는 구문의 경우 이동성을 점차 상실함에 따라 기능이 확장되고, 이동의 의미가 없

는 구문의 경우 자주성을 잃고 은유의 기제를 통해 장소 의미에서 시간 의미로, 시

간 의미에서 또 원인 의미로 추상화하였다.

주요어: 전치사, V在 구조, 구문문법, 확장상속, 처소구문, 시간순서원칙, 은유, 전

치사 후치구조, V在XP, 在+XP+V, 전치사 생략

학  번: 2016-2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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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1. 문제 제기

‘在’와 동사 간의 상대적 위치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사 앞이고 하나

는 동사 뒤이다.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在+XP’가 동사 뒤에 

오는 경우이다. 戴浩一(1988)는 시간순서원칙1)을 언급하며 대부분의 중국어 문장

은 중국인의 인지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간단히 말해 중국

인이 사건을 인지하는 방식이 문장 형식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는 본 이론을 말

하면서 ‘在’ 구문을 예로 들었는데 ‘在水里游泳’이 그 예이다. 그는 사람들이 ‘游泳

1) 戴浩一가 주장한 시간순서원칙은 현대중국어에서 매우 다양하게 사용된다. 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술어와 술어의 순서
(1)두 개의 문장이 ‘再’, ‘就’, ‘才’와 같은 시간접속사로 이어질 때 사건이 발생하는 순서

로 문장이 이어진다.(我吃过饭，你再打电话给我)
(2)두 개의 술어가 연이어 나올 때 사건 발생의 순서를 따른다.(我吃过饭再打电话给你)
(3)두 개의 술어구가 이어서 나올 때 인지적 경험에 따른 순서로 문장이 이어진다.(张三上

楼睡觉)
(4)목적을 나타내는 술어가 올 경우 동작이 목적을 선행한다.(我们开会解决问题)
(5)동보동사는 동사와 보어의 순서가 경험적 시간순서를 따른다.(他念完了这本书)

술어와 부사어의 순서
(6)기점, 수단, 비교기준,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구는 주요 술어를 선행한다.(他从中国来;

坐公共汽车到纽约; 他比我高; 往南看)
*到의 경우 동사와의 위치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문장을 선택하여 
사용한다.(他到美国来, 他来到美国)
(7)상태와 도구를 나타내는 부사어는 동사 앞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동사 뒤에

서는 일반적인 설명을 한다.(他很快地跑了, 他跑得很快)
(8)행위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부사가 동사 앞에 위치하면 심리상태가 동작을 선행하여 발

생함을 나타내고, 동사 뒤에 출현할 경우 심리상태가 동작의 발생 이후에 실현된다.(他
很高兴地玩儿, 他玩儿地很高兴)

(9)‘在’처소구가 동사 앞에 오면 동작이 발생하는 위치를 나타내고, ‘在’처소구가 동사 뒤
에 있으면 동작 후 도착하는 장소를 의미한다.(小猴子在马背上跳, 小猴子跳在马背上)

(10)동작의 지속을 나타내는 시량보어는 동사 뒤에만 출현할 수 있고 빈도부사 역시 그러
하다. 이는 동작이 먼저 발생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되거나 반복되기 때문이다.
(他病了三天了, 他来了三次)

(11)결과보어와 정도보어는 반드시 동사를 후행한다.(他跑累了, 他累得不能说话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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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水里’라는 문장을 사용하지 않고 ‘在水里游泳’을 사용하는 이유는 먼저 물 안에 

사람이 위치하고 있어야 헤엄을 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V+在+XP’ 구

문에서는 ‘在+XP’가 V에 후행하기 때문에 동작이 먼저 발생하고 그 후에 XP에 존

재하게 됨을 나타내야한다. 이러한 보편적인 인식이 문장에 그대로 나타나 순서가 

정해졌고 이것이 시간 순서원칙의 기본 원리이다. 그의 이론은 매우 설득력이 있

고 실제로 수많은 중국어 문장에서도 원칙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 你的书我放在桌上了。
네 책은 내가 책상에 두었어.

(2) 妈妈喜欢躺在地板上看电视。
엄마는 바닥에 누워서 텔레비전 보는 것을 좋아하신다.

예문을 보면 놓는 행위와 책상의 순서는, 행위자가 먼저 책을 놓은 다음에 책이 

책상에 존재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눕는 것도 먼저 눕는 행위가 발생해야 그 뒤에 

행위자가 땅바닥에 존재하게 된다. 이처럼 시간순서원칙은 동작이 먼저 발생하고,

그 뒤에 사물이나 사람이 이동하여 XP라는 곳에 존재하게 됨을 나타낸다.

(3) 一个人走在没有人的大街上感觉非常自在。
혼자서 사람 없는 길거리에서 걸어 다니니 자유롭다.

(4) 神官虽然沮丧但依然笑在脸上，大概也是因为同一理由吧？(大江健三郎/同时

代的游戏)

신관은 비록 우울하였지만 여전히 얼굴에 미소를 띠웠는데 아마도 같은 이

유에서이겠지?

위의 예문에서 XP를 보면 행위자가 길거리에서 걷는 것과 얼굴에 웃음꽃이 피

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는 비록 이동의 의미는 갖고 있지만 XP가 동작이 지속되고 

있는 장소를 가리키고 동작을 한 후에 어딘가로 이동하여 도착하였음을 나타내지 

않는다. (4)번 예문에서 ‘笑在脸上’은 ‘笑’ 자체에 이동한다는 의미를 내재하지 않

기 때문에 웃는 동작을 통해 웃음이 얼굴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두 예문은 기존의 시간순서원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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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 & Thompson(1981)은 구문에 출현할 수 있는 동사를 네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각각 배치동사, 자세동사, 존현동사와 위치이동동사이다. 배치동사는 ‘放’과 같은 

부류를 가리킨다. 이 동사들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물을 어딘가에 위치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자세동사는 표현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행위자의 자세를 나타내

는 동사로, 행위자가 특정 자세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존현동사는 

사물이나 사람의 존재, 소실, 출현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마지막으로 위치이동동사

는 사물의 이동, 또는 사람의 이동을 묘사하는 동사이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살펴

본 결과, 학자들은 배치동사와 자세동사에 대해 주로 연구하였다. 배치동사와 자세

동사는 문장을 구성할 때 필수적으로 처소논항을 갖는 동사들이며 의미적으로 처

소와 관계가 긴밀하다. 그러나 예문을 살펴본 결과 동사 위치에 처소의미와 관련

이 없어 보이는 동사들도 출현하는 현상이 허다하고 심지어 XP가 장소가 아닌 다

른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

(5) 最后他爷爷死在了第二年的春天。
그의 할아버지는 결국 다음 해 봄에 돌아가셨다.

(6) 这次的比赛我输在气势上了。
이번 시합에서 나는 기세에서 졌다.

(7) 酒场上的男人全都输在一个女人手里。
술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여자에게 졌다.

상기 예문에서 동작과 처소구의 관계를 보면 (3)~(4)예문과 마찬가지로 동작과 

처소구의 발생순서가 순차적이지 않다. 예문(5)에서 XP는 장소를 나타내지 않고 

시간을 나타낸다. 이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과 시간의 관계는 동작과 그 동작

이 발생한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성분 사이에는 시간순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6)에서 XP는 형식상으로는 ‘~上’과 같이 처소구의 구조를 하

고 있지만, 의미를 보면 ‘기세 때문에’로 둘 사이에서도 발생 순서를 구분하기 어

렵고, XP는 장소보다 ‘输’라는 결과를 야기한 원인에 가깝다. 마지막 예문에서 (6)

과 똑같이 동사 ‘输’가 사용되었고 XP는 ‘~手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직역하면 ‘~

손 안에서 지다’가 된다. XP는 구체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듯하지만 직역할 경우 

의미가 자연스럽지 않다. 이 역시도 원인으로 해석해야 문장이 자연스러워지는데,

이때 시합에서 남자들이 패배라는 결과를 갖게 된 이유는 여자 때문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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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주지이다.

현재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이러한 특이한 현상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그저 현상들을 나열하고 각 상황마다 다른 설명을 적용하여 구문에 대해 전반적으

로 분석하고 파악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필자는 戴浩一(1988)가 주장한 시간순

서원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V와 XP가 순차적 발생을 나타내지 못하거나(이동 

후 도착), XP가 장소가 아닌 다른 의미를 갖는 현상, 그리고 처소와 관련이 없는 

동사가 구문에 출현하는 등 특이한 현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이처럼 예외로 보이는 구문들을 모두 수집하고 분석하여 

시간순서원칙을 위배하면서도 ‘V+在+XP’의 문장구조(어순)를 사용하는 원인이 무

엇인지, 그리고 XP가 장소를 제외하고 다른 어떤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지, 어떠

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의미를 갖게 되며 특정 동사와 결합했을 때 왜 그러한 의

미를 나타내게 되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겠다.

1.2. 선행연구

학자들은 ‘V+在+XP’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왔다. 그 중에서도 ‘V+在+XP’,

‘在+XP+V’ 두 구문의 차이에 대해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었고, 그 외에 ‘V+在

+XP’에서 전치사구 ‘在+XP’와 동사의 관계에 대해서 토론한 논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먼저 ‘V+在+XP’와 ‘在+XP+V’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한 논문을 살펴보

자. 俞咏梅(1999)는 두 구문은 각각 다른 상적 상황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在

+XP+V’는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 기술하지 못하고 화자의 예상, 즉 화자의 예상

에 동작이 어떠한 방향으로 작용하는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在黑板上写字’에서 

화자가 예상하는 동작의 종점인 ‘黑板上’이 먼저 출현하고, 그런 다음에 동작이 오

기 때문에 이 구문은 동작이 장차 부착할 지점, 즉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어순구조는 진행상을 나타낸다. 반대로 ‘V+在+NP’는 먼저 동작이 발생한 

후에 도착하는 지점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이미 피위자가 어딘가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구문으로 동사의 완료상과 관련된 구문이다. 처소구가 동사를 선

행하는 구조는 주로 화자가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묘사하는데, 구조를 

보면 화자가 예상하는 동작의 종점이 먼저 출현하고, 그 뒤에 동작이 출현한다. 반



제1장 서론

- 5 -

면, 동작이 처소구에 선행하는 ‘V+在+NP’는 대부분의 경우 예상 밖의 상황을 나타

낸다. 예를 들어 ‘在水里踩了一脚’, ‘在石头上砍了一刀’와 ‘一脚踩在水里’, ‘一刀砍

在石头上’을 보면, 앞의 두 예문은 행위자가 동작의 종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건이고, 후자의 경우 행위자가 예상하

지 못한 의외의 상황, 동작의 운동경로가 자신의 예상에서 벗어난 상황을 나타낸

다. 张国宪(2010)은 두 구문에 대해 ‘在+NP+V’는 주로 동작 사건을, ‘V+在+NP’는 

상태사건을 나타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 역시도 ‘V+在+NP’에 대해 비반복적,

비의도적, 비진행적의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는데 이는 즉 반대로 ‘在+NP+V’는 반

복적인 동작과 의도적인 동작, 진행 중인 동작을 나타낸다는 뜻이다. 또한 张国宪

(2009)은 두 구문의 차이에 대해 서술할 때 이를 청자의 인지와 관련지어서 차이점

에 대해 풀이하였다. 청자나 화자가 어떤 상황에 어느 구문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지는 결국 동작의 양(动词标量)2)에 의해서 결정되고, 이는 또 그들이 사건을 어떠

한 방식으로 바라보는지, 어떠한 인지가 작용하는지와 관련된다고 언급하면서 연

속주사(次第扫描)와 요약주사(总括扫描)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전자는 청자가 사건 

안에서 관찰하는 것으로 주로 무계(无界)적인 상황을 묘사하며 동적인 상황이다.

후자는 청자가 사건의 외부에서 사건을 바라보며 유계적인 상황을 관찰하는 방식

이다. 이때 동작 전체가 부각되고 짧은 동작일수록 요약주사 방식으로 관측하기 

쉽다. 통사적으로 봤을 때 ‘在+XP+V’에서 ‘在+XP’처소구가 부사어 위치에 있어 

동작이 실현되는 배경을 나타내고 반대로 ‘V+在+XP’는 처소구가 보어의 위치에 

있으며 초점 역할을 하고 있다. 范继淹(1982)은 구문을 의미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처소구가 동사 앞에 오는 경우 동작이 발생하는 처소나 상태가 지속되는 장소를,

그리고 처소구가 동사 뒤에 오는 경우 동작으로 인해 도달한 장소나 상태가 지속

되는 장소를 뜻한다고 하였다.

구문에 들어가는 동사 특성에 대해 고찰한 연구도 여럿 존재한다. 김영(2008)은 

구문과 함께 올 수 있는 동사를 일정 기준에 따라 장소동사(V1), 비장소동사(V2)로 

분류하여 각 동사가 구문에 사용되었을 때 통사적으로, 의미적으로 어떠한 차이점

을 보이는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연구결과 ‘V1+在+NP’와 ‘V2+在+NP’는 

2) 在+XP+V 구문이 동사에 부여하는 동작의 양: S≥1
V+在+XP 구문이 동사에 부여하는 동작의 양: S=1
여기서 말하는 동작의 양은 상적인 개념으로 동작이 반복해서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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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의 다양성에서 차이를 보였고, 전자는 종점과 대상의 지속장소를, 그리고 후자

는 종점, 범위, 대상과 원인 등 추상화된 NP를 갖는다. 이 연구는 다양한 방면에서 

구문이 사용된 경우를 분석하였지만, 현상을 나열하는 데에 그쳤고 구문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들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두 구문이 왜 특정 차이점을 보이

는 지, 또 이러한 특성이 구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서술이 미흡하다.

황후남(2014)은 ‘在+NP+V’와 ‘V+在+NP’에서 V의 특성에 대해서 비교분석하였는

데 그는 타동사, 자동사, 지속동사와 비지속동사 네 가지 부류로 동사를 분류하여 

구문과의 결합여부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V의 특성이 ‘在’처소구3)의 의미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비지속자동사를 제

외한 나머지 동사들은 모두 ‘在+NP+V’와 결합 가능하고 NP는 대부분 행위자의 위

치를 나타낸다. V가 지속타동사일 때는 간혹 피위자의 동작 후 도착점을 나타낸

다. ‘V+在+NP’에서 V는 모두 위치이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처소구는 피위자가 

동작(이동)을 통해 어딘가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동의 의미가 결여된 

동사들 역시 처소구문과 결합할 수 있는데 그의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1.3. 연구방법 및 내용

필자는 ‘V+在+XP’의 구문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귀납될 수 있다는 范继淹(1982)

의 주장과는 달리 더욱 복잡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戴浩一(1988)가 제시한 시

간순서 원칙으로는 구문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V+在

+XP’와 ‘在+XP+V’는 모두 처소를 나타내는 구문이기 때문에 동작이 실행되는 장

소나 지속되는 장소, 혹은 사람이나 사물이 도달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 당연

하다고 사료되는데, 장소와 무관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같은 구문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처소와 연관성이 깊은 처소동사가 

구문에 출현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花’나 ‘看’처럼 그렇지 않은 동사들

이 구문에 출현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본고는 이처

럼 처소의 개념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을 탐구하기 위해 구문과 동사

3) 이하 편의상 처소구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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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필자는 먼저 구문에서 출현할 수 있는 동사를 추출하는 

작업을 하였고 연구범위를 단음절 동사로 축소시켰으며 본고 연구대상에 해당하

는 예문을 BCC, CCL에서 다운로드하여 현상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자가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동사들은 孟琮의 ≪动词用法词

典≫에서 언급한 535개의 단음절 동사들을 BCC 코퍼스에 하나씩 입력하여 ‘V+在

+XP’에 출현할 수 있는 동사들을 추출한 것이다. 이때 검색식은 ‘V在’를 사용하였

다. 마찬가지로 본고에서 구문의 특성을 분석할 때 여러 다른 처소구문으로의 전

환을 시도하였는데 각 동사의 해당 예문들을 모두 사이트에 하나씩 입력하여 검색

한 것이다. 예문에 있어서는 BCC, CCL 코퍼스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때때로 Baidu

도 이용하였다. 예문 중 출처를 밝히지 않은 예문은 필자가 직접 만든 예문이고 중

국인 화자들에게 문장을 들려주고 그 중 자연스럽다고 한 예문들만 선택하여 실었다.

둘째,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동사는 비처소동사이기 때문에 특정 구문형식

으로의 전환 가능 여부를 통해 처소동사와 비처소동사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처

소동사와 관련 예문은 비처소동사의 특성을 밝히기 위한 비교대상으로 주로 사용

하였다.

셋째, ‘비처소동사+在+XP’의 모든 예문을 살피고 이로써 각 동사의 출현양상을 

관찰하였다. 게다가 비처소동사가 구문에서 출현할 경우, 구문의 의미적, 통사적 

특성이 처소동사의 경우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차이점을 야기한 원인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았다.

넷째, 지금까지의 연구는 처소동사가 ‘V+在+XP’에 사용된 예에 대해서만 언급

했지만, 처소의 의미를 거의 지니고 있지 않은 비처소동사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구문과 결합할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된 바가 없다. 그리고 동사에 따

라 XP의 의미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이처럼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비처소동사+在+XP’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많

이 연구되었던 ‘처소동사+在+XP’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처소동

사+在+XP’와 ‘비처소동사+在+XP’, 그리고 비처소동사와 처소동사를 비교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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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차이를 밝히고 두 구문의 연관성을 재조명할 것이다.4) 본고의 논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2장에서는 ‘V+在+XP’ 구문의 내부성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할 것이다. 예컨

대 ‘在’의 특성, 비처소동사 V의 정의와 XP에 출현할 수 있는 의미유형 등이 있다.

또한 2절에서는 구문과 동사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들을 소개할 생

각이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비처소동사+在+XP’5)의 특성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우

선 구문을 의미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연구할 것이다. 본장

에서는 XP가 장소의 의미를 갖는 경우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다.

4장에서는 XP가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를 볼 것이며, 마찬가지로 의미적, 구조적 

특성 두 가지로 나눠 구문을 분석할 것이다.

5장에서는 ‘V+在+XP’에서 XP가 동작이 발생한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를 살필 

것이고, 이 경우 구문이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지, 앞의 유형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

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6장에서는 XP가 원인을 나타낼 때의 구문의 특성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이 때 

XP는 동작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구문문법의 이론을 가지고 ‘V+在+XP’ 구문이 가장 전형

적인 장소의 의미에서 어떻게 추상화된 원인의 의미까지 확장하였는지에 대해, 그 

파생과정을 분석할 것이다.

4) V在一起에 대해서는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겠다.
5) 이하 편의상 ‘V+在+XP’로 지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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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먼저 ‘비처소동사+在+XP’ 구문의 각 구성성분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할 것이고, 본고의 연구대상인 비처소동사 V의 범위와 XP의 네 가지 의미 부류를 

명시할 것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후의 장절에서 다룰 구문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기준들을 제시할 예정이다.

2.1. ‘V+在+XP’ 구문의 구성요소

2.1.1. 전치사 ‘在’의 특성

중국어에서 ‘在’는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인데 이는 고대 중국어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었다. 본래 동사의 용법으로 존재의 의미를 가졌던 ‘在’는 문법화 과정

을 겪으면서 동사에서 점차 부사, 전치사 등 기능적 역할도 하게 되었다. ≪现代汉

语八百词≫(1999: 645)를 살펴보면, ‘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在’의 품사는 총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동사, 부사, 그리고 전치사이

다. 동사의 경우 가장 원시적인 의미인 존재를 뜻하고 사람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위치를 가리킨다. 게다가 ‘在于’의 의미인 ‘~에 있다’, ‘~하는 것에 달렸다’는 의미 

역시 나타낼 수 있다. 부사의 경우 상(体貌)과 관련된 기능으로 진행을 나타내며,

예로 ‘爸爸在看电视’를 들 수 있다. ‘在’가 전치사로 사용될 경우 총 다섯 가지 의

미를 표현할 수 있다. 시간, 위치, 범위, 조건, 행위 주체가 그것이다.

(8) a. 我是在到上海以后才听说的。(시간)

나는 상하이에 온 이후에 들은 거야.

b. 在高空飞翔。(위치)

고공에서 비상하다.

c. 我们在工作中取得了很大成绩。(범위)

우리는 이번 일에서 큰 성과를 얻었다.



현대중국어 ‘비처소동사+在+XP’ 구문 연구

- 10 -

d. 在大家的帮助下，把落水儿童救上了岸。(조건)

모두의 도움으로 물에 빠진 아이를 살렸다.

e. 这种生活在他已经十分习惯了。(행위 주체)

이러한 생활은 그에게 있어 매우 일상적인 것이다.

본고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在’는 전치사에 해당하는 ‘在’이고, ‘V+在+XP’에서

의 ‘在’는 시간과 처소, 범위 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범위를 나타

내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소와 시간에 관련된 의미를 살필 것이다. ‘在+XP’와 동사

의 가능한 분포적 위치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오는 경우와 

동사 뒤에 오는 경우 두 가지이다.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在

+XP’가 동사 뒤에 오는 경우이다. ‘V+在+XP’에서 통사적으로 ‘在’가 앞에 있는 동

사와 관계가 긴밀한지, 아니면 뒤에 있는 처소성분과 더 긴밀한지, 다시 말해 동사

와 처소성분 중 ‘在’가 어느 성분과 하나의 단위로 묶여야 하는지에 대해 학자들은 

오랫동안 논의해왔다. 이에 대해 박정구(1986)는 ‘V+在+XP’에서 ‘V+在’가 복합동

사(술보식 동사)인지 아닌지에 대해 서술한 바 있다. 기존의 동사와 보어 P를 동사

와 결합시켜서 하나의 술보식 형태의 동사성 성분, 즉 복합동사로 보는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그는 아래의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하였다. 첫째, 동사와 보어 

사이에는 ‘得’, ‘不’와 같은 접요사(插词)를 삽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V와 ‘在’ 사이

에는 삽입할 수 없다. 둘째, 일반적으로 술보식 복합동사의 목적어는 복합동사의 

보어가 자동사이건 타동사이건 모두 앞으로 이동하여 화제나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V와 ‘在’에 있어서는 그럴 수 없다. 셋째, 술보식 복합사의 목적어는 생략 

가능한데 ‘V+在’의 목적어인 XP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략할 수 없다. 저자는 이와 

같이 ‘V在’가 복합동사라는 것을 부정함으로써 동사와 ‘在’를 분리시켰고, ‘V+在

+XP’를 ‘V在/XP’가 아닌 ‘V/在+XP’ 구조로 정의하였다. 본문에서는 그의 주장을 

따라 구문 ‘V+在+XP’를 동사와 처소성분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볼 것이다.

2.1.2. 비처소동사 V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V+在+XP’에 출현할 수 있는 동사는 유사한 구문인 

‘在+XP+V’에 출현할 수 있는 동사보다 제한적이다. Li & Thompson(1981)은 “사건



제2장 ‘V+在+XP’ 구문의 의미기능과 분석 기준

- 11 -

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모든 동사의 경우, 사건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일반적인 장

소를 나타내는 처소구는 동사의 앞에 놓이고, 사건이나 상태는 거의 모두 장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사는 처소구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동사 뒤에 

처소구가 오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이다”라고 하였다.6) 그들은 처소구가 동사 

뒤에 오는 경우 네 가지 동사가 출현할 수 있다 하였고 각각 위치이동동사, 자세동

사, 출현동사와 배치동사이다. 동태적이고 실질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위치이동동

사의 경우 ‘V+在+NP’는 행위자나 피위자의 위치를 이동시킨다는 의미를 나타낸

다. 예로 ‘走,’ ‘跑,’ ‘踩’ 등이 있다. 자세동사는 문자 그대로 자세를 형용하는 동사

로 어떠한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동

사로 ‘站’, ‘睡’, ‘坐’, ‘住’ 등이 있다. 출현동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출현 또는 소실

을 나타내는 동사로 ‘发生’ ‘产生’ ‘出现’ ‘死’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배치동

사는 사물을 어딘가에 놓는 다는 의미로 동사 ‘种’ ‘吐’ ‘藏’ ‘放’이 이에 속한다. 그

가 제시한 동사들은 모두 높은 빈도로 구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사들이다. 그러

나 그가 언급하지 않은 동사들 중에서도 ‘V+在+XP’에 올 수 있는 동사가 여럿 존

재하며 특성상 그의 분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동사들도 많다.

본고에서는 V 위치에 출현할 수 있는 동사를 의미에 따라 처소동사와 비처소동

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하였다.

(9) ?a. 他放了一个面包。 a’. 他在桌上放了一个面包。
그가 빵을 하나 놓았다. 그가 책상에 빵을 하나 놓았다.

b. 小男孩儿站着。 b’. 小男孩儿在门后边站着。
어린 남자아이가 서있다. 어린 남자아이가 문 뒤에 서있다.

위의 예문에서 a와 b는 동사만 사용한 것이고 a’, b’는 처소성분을 부가한 것이

다. 앞의 예문들을 보면 문장 자체에 오류가 있어보이지는 않지만 화자가 발화한

다고 가정할 경우 a, b보다는 처소성분이 출현하는 a’, b’예문이 더 자연스럽고 청

자 입장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느껴진다. 예문을 하나씩 보자. 예문은 각각 

‘그가 빵을 놓았다’, ‘남자아이가 서있다’로 번역된다. 이러한 문장을 들었을 때 청

자는 과연 그대로 받아들여 화자의 뜻을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빵을 놓은 위치와 

6)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pp.398.



현대중국어 ‘비처소동사+在+XP’ 구문 연구

- 12 -

남자 아이가 서 있는 자리에 대해서 궁금해 할 것인가? 정답은 후자일 것이다. 다

시 말해 이 동사들은 처소논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서 반드시 함께 출현해

야하고, 문장을 구성하는 데 있어 처소논항을 필수논항으로, 또는 높은 빈도로 처

소논항을 가진다. 이러한 분류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Li & Thompson(1981)이 분

류한 배치동사와 자세동사가 처소동사에 속한다. 따라서 필자는 배치동사와 자세

동사에 속하는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동사를 비처소동사로 정의하겠다.

2.1.3. XP의 유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XP는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이어서 예문을 통

해 XP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10) 走在“伦敦街”上，他忽见前方不远处有个身材不高的女人。
런던거리에서 걷다가 멀지 않은 곳에 키가 크지 않은 여성이 있는 것을 

보았다.

상기 예문에서 런던거리는 구체적인 장소로 동사 ‘走’가 지속되고 있는 장소이

다. 즉 행위자의 걷는 행위가 런던거리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11) 他的拳头打在了我的脸上。
그의 주먹이 내 얼굴을 쳤다.

위의 예문에서 XP만 보면 얼굴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이는 장소로 이해할 수 있

다. 그러나 문장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얼굴은 행위가 이뤄지는 장소가 맞긴 하지

만 때리는 동작이 향한 대상, 즉 행위자에 의해 맞는 대상을 가리킨다. 따라서 순

수장소와는 의미적으로 조금 다르다.

(12) 小红的爷爷死在去年冬天。
샤오홍의 할아버지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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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12)에서의 XP는 (10), (11)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XP는 ‘死’

가 발생하는 장소를 나타내지 않으며, 타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11)처럼 대상을 나

타내지도 않는다. XP는 죽는 동작이 발생하는 시간을 나타내고, 샤오홍의 할아버

지가 사망한 시간이 작년 겨울임을 나타낸다.

(13) 这场比赛我们输在没有勇气。
이번 시합은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졌다.

마지막 (13)번 예문의 번역을 보면, XP는 앞의 세 가지 경우와 달리 ‘输’라는 결

과를 초래한 원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즉 여기서 화자가 시합에서 패배한 것

은 ‘용기가 없다’라는 이유로 인한 것이다.

‘V+在+XP’에 관한 예문을 모두 살펴본 결과 XP의 의미유형을 총 네 가지로 나

눌 수 있었고 각각 ①장소, ②대상, ③시간과 ④원인이다. 비록 ①에서 XP는 장소

의 의미로 ‘V+在+XP’ 구문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배치동사/자세동사+在+XP’ 구

문에서의 XP와 유사해보이지만, 구문 전체를 봤을 때 이들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

한다. 예컨대 (10)에서 XP는 장소의 의미를 갖지만, 동사와 XP는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를 갖지 않는다. 즉 戴浩一(1988)의 시간순서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 게다가 

동사는 자동사로 처소논항을 필수적으로 갖는 동사가 아니다. ②는 시간순서를 준

수하지만 XP가 장소가 아니라 동작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의 의미를 갖

는 경우이다. 그리고 ③, ④에서는 XP가 더 이상 순수 장소의 의미를 가지지 않고 

의미가 추상화하여 동작이 발생한 시간, 발생하게 된 원인을 나타낸다. 이처럼 이 

구문들은 모두 같은 형태를 하고 있지만 동사에 따라 의미적으로 변화하며 가장 

전형적인 의미에서 점점 추상화한다. 필자는 이처럼 기존의 시간순서원칙을 따르

지 않거나 XP가 장소의 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 또는 두 개의 기준을 모두 위배하

는 경우를 연구대상으로 삼았고 이러한 구문의 특성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할 것이

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 절에서 제시하겠다.



현대중국어 ‘비처소동사+在+XP’ 구문 연구

- 14 -

2.2. 분석의 기준

2.2.1. 자주성

马庆株(1992)는 동작이 행위자에 의해 제어가능한지에 따라 동사를 자주동사(自

主动词)와 비자주동사(非自主动词)로 나누었다. 자주동사가 지니는 특성을 자주성

이라고 하는데 자주성은 동작을 행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의도가 참여하는지 여부

와 관련된 특성이다. 행위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동작을 행할지 행하지 않을지, 언

제 어디서 어떻게 행할지 등을 제어할 수 있는 동작이라면 자주성을 지닌 동작이

고, 반대로 동작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면 비자주성을 가진 동작

이다. 기존의 ‘V+在+XP’ 구문에 관한 연구를 보면 자주성이 자주 등장한다. 실제

로 동사의 자주성은 구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구문과의 결합이 가장 자유로운 

배치동사와 자세동사의 경우, 모든 동사가 자주동사이다.

(14) 放+在+XP 插+在+XP 藏+在+XP

~에 놓다 ~에 꽂다 ~에 숨기다

(15) 躺+在+XP 睡+在+XP 站+在+XP

~에 눕다 ~에서 자다 ~에 서있다

배치동사와 자세동사가 출현하는 ‘V+在+XP’는 모두 행위자가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을 나타낸다. 다음 예문을 보자.

(16) a. 一朵红花长在路边。
붉은 꽃 한 송이가 길가에 나있다.

b. 我今天一整天都要陪在我妈妈的身边。
나 오늘은 하루 종일 엄마 곁에 있을 거야.

(17) a. 姐姐一脚踢在了那个男生的腿上。
언니가 그 남학생의 다리를 차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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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小偷乱挥的那把刀捅在了老板娘的肚子上。
도둑이 휘두른 칼이 사장님의 배를 찔렀다.

(18) a. 手机闹钟响在凌晨。
휴대폰 알람이 새벽에 울렸다.

b. 你怎么老病在这种关键时刻？
너는 왜 매번 이렇게 중요할 때 아프니?

(19) a. 他死在我手里。
그는 내 손에 죽었다.

b. 他就是栽在这句话上的。
그는 바로 이 한 마디에 망한 것이다.

(16a)는 꽃이 자란 장소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꽃은 의식을 가진 행위

자가 아니고, ‘长’이라는 동작이 발생하는 시기나 장소에 대해 어떤 결정권도 가질 

수 없다. (16b)는 ‘陪(함께하다)’를 사용하였는데 이 역시도 행위자의 의지가 행위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즉 자주동사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곁에서 함

께 하는 것은 행위자의 의향에 따라 제어될 수 있다. (16)에 속한 두 예문은 모두 

XP가 장소인 경우인데, 자주적인 상황과 그 반대의 상황이 모두 등장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7)에서 언급한 예문들은 XP가 대상인 경우이다. ‘踢’, ‘捅’은 신

체부위를 사용해야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의지를 제외하고는 동작을 할 

수 없다. 즉 XP가 대상의 의미를 가질 때 V는 모두 자주성을 지닌 동사들이다.

(18)에서 ‘响在凌晨’에서의 ‘凌晨’은 새벽을 뜻하는데 이는 XP가 장소가 아닌 시간

의 영역도 나타낼 수 있음을 말한다. 소리가 울리는 것과 병이 나는 것은 행위자와 

무관하게 일어난다. 소리는 공기의 진동을 통해 발생하고 확산되며, 병은 체내의 

각종 요소에 의해 유발되는데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인지와는 무관하다. 한 마디로 

XP가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 동작은 모두 비자주적이다. 마지막 (19)에서는 말 그

대로 손에서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손에 의해, 즉 누군가에 의해 죽는 것을 의미하

고, (b)는 어떤 말을 함으로써 망하는 지경까지 이른다. 즉 두 가지 경우 모두 무언

가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뜻한다. 사건의 결과는 여러 요소들이 

연쇄적으로 작용하여 이끈 것이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다. 이상 예문을 살펴본 

결과 자주성에 따라 XP에 오는 성분의 의미가 달라진다. 자주성을 가질수록 X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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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체적인 장소가 오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XP에 장소 이외의 의미를 가진 성

분이 올 수 있다. 즉 자주성과 XP의 유형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이 자명하다. 따

라서 본고는 자주성이 XP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고찰할 것이다.

2.2.2. 상적 특성

‘V+在+XP’가 이미 발생한 사건만(已然) 나타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

자들이 동의한다. 戴浩一(1988)는 시간순서원칙으로 ‘在+XP’와 ‘V’의 순서를 설명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在+XP+V’ 구문은 동작의 발생

장소를 나타내고, ‘V+在+XP’는 동작 후 사건 참가자의 위치를 나타낸다. 여기서 

동작이 끝난 후의 상황을 묘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동작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암시한다.

박정구 외(2019)는 존재동사 ‘在’가 ‘放’류와 ‘坐’류 동사의 뒤에 부가되면서 그 

기능은 행위 결과로 인한 존재 상태 지속 의미로 확장된다고 표명하였고 이러한 

공간적 존재는 공간에서 시간으로 사상(射像)되는 은유적 메커니즘을 통해 존재 

상태의 시간적인 지속으로 투사되고 이로써 결과상 표지로 문법화되었다고 하였

다. 하지만 실제로 ‘V+在+XP’는 연구된 것보다 더 다양한 상을 나타낸다. 구체적

으로 구문의 상에 대해 분석하기에 앞서 먼저 Smith(1997: 20)의 상체계에 대해 간

단하게 보겠다. 그는 동사의 상황유형을 총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상태성(static) 지속성(durative) 종결성(telic)
상태상황(States) + + -
동작상황(Activity) - + -

순간상황(Semelfactive) - - -
달성상황(Accomplishment) - + +
성취상황(Achievement) - - +

표1 Smith의 상황유형

상태성, 지속성, 종결성은 동작이 나타내는 시간적 특성을 말하는 것으로 저자

는 상황유형을 나눌 때 이 세 가지 시간적 자질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상태상황

은 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을 지닌다. 해당 상황유형은 시간 축에서 매 순간 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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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특성을 지니며 상태가 안정적으로 지속된다. ‘소유’, ‘성질’, ‘심리적 상태’,

‘습관’ 등이 이에 속한다. 동작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포함하고 동적인 특

성을 지니며 미종결의 동작을 나타낸다. 예로 ‘웃다’, ‘생각하다’, ‘달리다’가 있다.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이는 임의적 종점을 갖기 

때문에 동작이 중단되기 전에는 지속된다. 순간상황은 결과가 없는 단일 단계의 

사건으로 동적이고 순식간에 발생하여 동작의 시작과 완료가 거의 동시에 이뤄져

서 내재적으로 시간적 경계가 있다. 여기에 ‘기침하다’, ‘두드리다’, ‘딸꾹질하다’

등이 있으며 부사어구와의 결합으로 반복적인 사건을 나타낼 수 있다. 달성상황은 

과정의 완성과 상태의 변화를 동시에 나타내고 상황은 유계적(有界)이다. 예로 ‘다

리를 짓다’, ‘학교에 걸어가다’를 들 수 있다.7) 마지막으로 성취상황은 순간적인 

사건으로 상태의 변화를 야기한다. 예로 ‘컵을 깨다’, ‘폭탄이 터지다’, ‘~를 목격하

다’ 가 있다.

‘V+在+XP’ 구문은 대부분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밝힌 것과 같이 이미 발생한 사

건에 대해 묘사한다.

(20) a. 踢在他的要害处，他随即弯下了腰。
그의 급소를 찼더니 그는 바로 허리를 숙였다.

b. 他的手指很粗，敲在光头上很疼。
그의 손가락은 굵어서 대머리를 치니 매우 아프다.

(21) a. 他死在去年12月。
그는 작년 12월에 죽었다.

b. 我们公司处在非常时期。
우리 회사는 비상시기이다.

(22) a. 他的人生栽在“骄傲”上。
그의 인생은 교만함에 망했다.

b. 杀人狂死在我的刀下。
살인마는 내 칼에 죽었다.

7) 달성 결과의 주요 유형
1. 영향 받는 대상: bend an iron bar, wrinkle a dress
2. 구성되는 대상: build a house, write a letter
3. 소모되는 대상: destroy a house, drink a glass of wine
4. 영향 받는 경험자: amuse Mary
5. 경로-목표: walk to the lake, worked from two to th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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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a), (20b) ‘V+在+XP대상’의 경우를 보면, 동작과 XP의 관계는 XP라는 

대상에게 행위자가 어떠한 행위를 가하는 것으로 동작에 사용된 도구가 이동하여 

대상에 닿음으로써 행위가 완료된다. 예문에서도 행위자는 이미 급소를 차고, 머리

를 쳤다. 다시 말해 대상은 발화시점에서 이미 동작을 받은 상태이다.

‘死在去年12月’는 ‘去年’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가 발화하는 순간에 

언급되는 대상은 이미 사망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处在非常时期’는 회

사가 비상시기에 처했었다는 과거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비상시기

에 있음을 의미하고 상태는 아마도 앞으로 한동안 지속될 것임을 말해준다. 따라

서 XP가 시간일 때, 구문은 종결된 사건을 나타낼 수도 있고 지속되고 있는 상태

를 나타내기도 한다.

‘栽’, ‘死’는 사건의 시작이나 지속상태가 아닌 결과이고 예문에서 ‘栽+在+XP’

‘死+在+XP’는 모두 이미 발생한 사건을 나타낸다. 따라서 ‘V+在+XP원인’이 모두 

이미 실현된 상황에 대해서만 서술한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V+在+XP장소’의 상황유형을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23) 那时候他正走在一座桥上，他在桥上宁静地站了一会，看着河水无声无息

地流动。(余华/此文献给少女杨柳)

그때 그는 마침 다리 위에서 걷고 있었다. 그는 다리 위에서 조용히 서서 

강물이 고요하게 흐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24) 受害者的头摔在地上，当场死亡。
피해자는 머리가 땅에 부딪혀 즉사했다.

(25) 不知不觉中我被他逼在了墙角。
부지불식간에 그는 나를 벽 모퉁이로 몰아붙였다.

‘走+在+XP’는 계속해서 다리에서 걷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절에서 말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걷는 행위가 지속되었음을 나타낸다. 넘어질 때 몸은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땅에 부딪힌다. 때문에 ‘摔在地上’은 지속성을 가질 수 없고, 동작이 

시작함과 동시에 끝나기 때문에 [-지속], [+종결] 자질을 갖는다. ‘逼’는 서서히 한

쪽 방향으로 무언가를 몰아넣는 행위로 ‘墙角’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

요하다. 그러므로 ‘逼在墙角’는 달성상황에 해당한다.

살펴본 것처럼 구문은 여러 상황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 XP가 대상인 경우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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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취상황을, 시간인 경우 성취와 상태상황을, 원인일 경우 성취상황을, 그리고 

XP가 장소일 때 구문은 여러 상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이는 동작과 XP의 유형

의 관계와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구

문이 어떤 상을 나타내는지는 진일보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2.2.3. ‘在’ 생략

지금까지 ‘V+在+XP’는 처소구문으로 여겨져 왔으며 학자들은 이 구문이 나타내

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다. 하나는 동작이나 상태가 지속되는 장소이고 

또 하나는 동작을 통한 이동 후 도달하는 장소이다. 지속되는 장소이건, 도달하는 

장소이건 여기서 ‘在’는 모두 ‘~에 있다’라는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 예컨대 XP가 

동작의 발생장소를 나타내는 경우 구문의 의미는 ‘~에서 무엇을 하다’가 되고, 이

는 결국 행위자가 ‘XP’에 존재함을 뜻한다. 이동 후 도착을 나타내는 경우 이동하

여 어딘가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어딘가에 존재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在’는 모두 존재를 의미하고 ‘在+XP’는 장소적 의미가 강하다.

다음 예문은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화이다.

(26) 杯子放哪儿来着？
컵을 어디에 뒀더라?

(27) 别躺地上，小心着凉。
바닥에 눕지마, 감기 걸릴라.

배치동사와 자세동사는 동사 자체가 존재의 의미를 내포하고 처소논항을 필수

논항으로 가지며 처소와의 관계가 긴밀하다. 그렇기 때문에 처소의 의미를 나타내

는 표지 ‘在’가 없어도 문장이 어색하지 않다.

(28) 你的毛巾掉地上了。
네 수건 땅에 떨어졌어.

(29) ?干嘛打我脸上？
왜 내 얼굴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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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掉’는 ‘떨어지다’의 의미로 이동성이 강한 동사이다. 그리고 사물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바닥에 도달하여 이동이 멈추게 되기 때문에 동작의 완료와 함께 사물

은 도착지에 계속해서 머물게 된다. 때문에 예문에서 ‘在’가 생략되어도 구문은 매

우 자연스럽다. 그러나 ‘V+在+XP대상’에서 전치사를 생략하면 문장이 덜 자연스

러워진다.

(30) *别担心，我会一直陪你身边。
(31) *北京笑最后。
(32) *我们输气势上。

이상의 예문에서 ‘在’를 생략한 결과 모두 비문이 된다. (30)은 XP가 장소의 의

미를 갖는 경우인데 전치사가 없을 때 성립 불가능한 문장이 된다. (31)과 (32)는 

각각 시간과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이고 ‘在’가 없으면 어색하다. 이처럼 ‘在’의 생

략 가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필자는 각 장에서 ‘在’의 생략 여부

를 관장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2.2.4. XP의 구조적 특성

여태까지의 연구를 보면 학자들은 ‘V+在’ 뒤의 성분을 NP에 국한시켜서 연구하

였다. 그러나 이는 ‘V+在’에 명사성을 지닌 성분만이 후행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

러일으킬 수 있다.

(33) 她一直以为儿子会栽在“偷”上, 一直防范着他跟踪过他没少罗嗦他, 可他竟

犯了女色。(池莉)

그녀는 줄곧 아들이 절도질에 망할 줄 알고 그에게 주의시키고 미행하며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는 오히려 여색에 빠졌다.

(34) 把时间花在看报纸上。
시간을 신문 읽는 데에 쓰다.

(35) 念在朋友一场, 这次就不深究了。
우리가 친구인 것을 봐서 이번에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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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偷’는 훔치는 동작이고 ‘栽在偷上’은 훔치는 행위 때문에 인생이 망한 것을 의

미한다. 여기서 ‘偷’는 동사로 사용되었다. ‘看报纸’는 ‘신문을 보다’의 의미로 동사 

‘보다’와 목적어 ‘신문’이 결합한 동사구이다. ‘朋友一场’은 ‘是朋友’의 의미로 사용

되었는데 이는 구조적으로 절에 속한다. 이상의 예문에서 (33)은 XP가 원인을, (34)

는 장소를, 그리고 (35)는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각각의 출현빈도를 보면 원

인의 경우 XP가 구나 절의 형식으로 가장 자주 출현하고, 나머지 두 경우는 특정 

동사에서만 자주 보인다.

일반적으로 XP가 장소를 나타낼 때 ‘在’ 뒤에는 명사성 성분이 오지만 XP가 원

인일 경우에는 동사나 동사구, 심지어 절도 출현한다. 그러므로 만약 기존 학자들

처럼 구문을 ‘V+在+NP’의 형식으로 정의한다면 이처럼 ‘在’에 후행하는 성분이 구

나 절인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 예문에서는 방위사도 생략되었는

데 이는 중요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XP의 유형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자세한 것은 3장~6장에서 서술하겠다.

2.2.5. 구문 전환

‘在+XP+V’ 구문은 ‘V+在+XP’와 마찬가지로 처소구문에 속한다. 그러나 용법에 

있어서 두 구문은 확연히 다르다. 张国宪(2009)은 ‘在+NP+V’와 ‘V+在+NP’ 구문을 

비교하면서 동사가 ‘在’ 뒤에 오는 구조는 행위자의 의도적 행위를 나타내고(意愿)

자주동사가 자주 출현하는 것에 비해, 동사가 ‘在’ 앞에 나오는 경우에는 비자주동

사와 자주 함께 오고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非意愿), 혹은 의외의 결과를 

나타낸다고 서술하였다. 그 증거로 ‘在+XP+V’는 ‘要’, ‘决定’, ‘打算’, ‘有意’, ‘成

心’, ‘故意’ 등 의도를 드러내는 양태동사와 함께 출현할 수 있고 행위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게다가 한 동사가 두 구문과 모두 결합할 수 있는 

경우 후자가 비자주적인 상황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36) a. 说罢，他伸出腿，仔细地在靴底上磕着烟袋锅里的灰，我没有再问下

去。
말을 마치자, 그는 다리를 뻗어 부츠바닥에 재를 털기 시작했고,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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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杨清培躲闪不及，脑袋一下磕在水泥地上。
양칭페이는 미처 피하지 못해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처박혔다。

(36a)에서 ‘他’는 주어이자 행위자이고 구문에서 ‘在+XP+V’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츠바닥에 담뱃재를 터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여기서 ‘磕’는 행위자의 의지가 담

긴 자주동사로 풀이된다. 반면 b에서 주어인 ‘脑袋’는 더 이상 의지대로 움직이는 

행위자가 아니며 사고에 의해 콘크리트 바닥과 부딪힌다.

대부분의 경우 张国宪(2009)이 이야기한 것처럼 구문의 자주성과 ‘在+XP+V’ 사

이에는 깊은 관련성이 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37) *这件事在我身上包吧。
(38) 这次我终于在数学上赢了他。

이번에 드디어 수학에서 그를 이겼다.

‘包+在+XP’는 ‘包’가 자주동사임에도 불구하고 ‘在+XP+包’로 전환할 수 없다.

그리고 반대로 비자주동사인 ‘赢’이 사용된 구문은 ‘在+XP+V’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V+到+XP’는 도착을 의미하는 표지 ‘到’를 사용하여 동작을 통해 XP로 이동하

고 도착함을 나타낸다.

(39) 走到尽头。
끝까지 가다.

(40) *长到路上。
(41) 脚踢到地上了。

바닥을 찼다.

(42) *处到非常时期。
(43) *美国将来就毁到这个‘自由’上。

(39)~(40) 두 예문은 모두 XP가 장소를 나타낸다. 하지만 (39)는 정상적인 문장인 

반면 (40)은 문법적으로 성립하지 못한다. XP가 대상인 경우 구문을 전환하여도 

원래의 구문과 의미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그리고 시간

과 원인의 경우 ‘在’를 ‘到’로 바꾸면 모든 문장이 비문법적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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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구문의 전환 가능성 여부가 동사 특성에 의해 확연하게 갈리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후의 장절에서는 동사를 ‘在+XP+V’ 구문과 ‘V+到+XP’구문

에 대입시킴으로써 구문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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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XP가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

3.1. ‘V+在+XP장소’의 의미적 특성

본장에서는 XP가 장소8)의 의미를 가질 때의 경우에 대해서 살필 것이다.

(44) a. 游在水里。
물속에서 헤엄치다.

b. 沉在海底。
해저에 가라앉았다.

이상 예문에서 첫 번째 예문은 물 안에서 헤엄친다는 것으로 헤엄치는 행위가 

물속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두 번째 예문에서는 ‘해저에 가라

앉다’로 해석되며 이는 가라앉는 동작을 통해 결과적으로 해저에 도달하였음을 의

미한다. 즉 XP가 장소를 가리킬 때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후의 장절에서 필자는 XP장소를 동작이 지속되고 있는 장소와 동작을 통해 도

달하는 장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3.1.1. V의 유형

XP가 동작이 지속되는 장소를 나타내는지 동작을 통해 사람이나 사물이 도달하

는 장소를 나타내는지는 동사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어서 동사의 어떠한 특성

으로 인해 구문의 의미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XP가 동작 후 이르게 되는 도착지를 나타내는 경우를 보자.

8) 본고에서는 처소와 장소를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처소의 경우 ‘V+在+XP’의 형태를 지닌 
모든 구문의 특성에 대해 언급할 때 주로 사용하였고, 장소의 경우 XP의 의미를 구분할 
때 하나의 부류로서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처소는 장소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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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我感觉到她的口水滴在了我脸上。
나는 그녀의 침이 내 얼굴에 떨어진 것을 느꼈다.

(46) 小黄每次看到我就扑在我身上。
샤오황은 나를 볼 때마다 내 위로 덮친다.

(47) 他一年里面花在一个女人身上的钱决不能超过四万到五万法郎。(小仲马/茶

花女)

그가 일 년 동안 여자에게 쓴 돈이 4만에서 5만 프랑을 넘겨서는 안 된다.

예문을 보면 (45)에서 ‘我脸上’은 침이 ‘滴’라는 동작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달하

는 위치를 말한다. 두 번째 예문에서 ‘我身上’은 강아지가 덮치는 동작을 한 이후

에 도달하는 곳으로 도착지를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예문에서 ‘一个女人身

上’은 돈을 쓰는 행위인 ‘花’를 통해 금전이 이동하여 도달하는 곳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앞의 두 경우보다 동사의 의미가 많이 추상적이다. 그리고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XP가 도착지를 의미할 경우 V와 XP는 선 V, 후 XP의 시간적 관계가 성

립하기 때문에 시간순서원칙에 부합하고 ‘在’를 ‘到’로 바꿔도 문장의 의미는 바뀌

지 않는다.

XP가 도착지를 의미할 때, V 위치에 출현하는 동사는 아래와 같다(Va).

Va:

沉 落 陷 掉 摔 散 沾 跌 溅 碰 撞 磕 塌 晕 渗 流 吐 滴 吸 吃 潜 淋 吹 关 

锁 挨 碾 滚 跳 扑 扔 抛 丢 泼 射 推 脱 投 抱 叠 握 捉 牵 搂 喝 缩 伸 压 收 

探 搭 骑 钻 挪 献 捞 逼 铲 包(맡다) 拿 凑 花 用 听 染 耗 费 混 

이어서 XP가 동작이 발생하는 장소를 의미할 때의 상황을 보겠다.

(48) 他正走在一个想象中的城市，虽然是想象，但是却非常熟悉。(帕特里克⋅
拉佩尔/人生苦短欲望长)

그는 상상 속 도시에서 걷고 있다. 비록 상상이지만 너무나도 익숙하게 

느껴졌다.

(49) 鞭子打在她身上却疼在我心上，可是我却一点儿忙也帮不上。(比彻⋅斯托

夫人/汤姆叔叔的小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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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찍은 그녀를 때렸는데(그녀가 맞았는데) 내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나

는 조금의 도움도 주지 못했다.

(50) 他的话噎在了喉中，眼泪流了下来。(老舍/四世同堂)

그의 말은 목에서 걸렸고 눈물이 흘렀다.

(48)에서 ‘一个想像中的城市’는 행위자가 걷고 있는 장소, 즉 걷는 행위가 이뤄

지고 있는 장소를 가리킨다. (49)에서 ‘我心上’도 앞의 예문과 마찬가지로 아픔이 

발생하고 있는 위치가 마음속임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지막 예문에서 ‘喉中’은 말

이 나오다가 걸리게 된 위치를 말한다. V에 출현하는 동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Vb)9)

Vb: 

跑 跟 飞 飘 走 冲 游 追 爬 陪 拖 唱 喊 养 守 拦 撑 烤 省 挡 卡 噎 炸 疼 

烫 冻 爱 恨 骂 瞒 忍 怨 哭 挤 忘 烧 排 

본 절에서 필자는 ‘V+在+XP장소’에 출현할 수 있는 동사를 의미적 특성에 따라 

Va, Vb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동사가 구문에 등장하는 빈도를 통계한 결과 다

음 표가 제시하는 바와 같다.

9) 일부동사는 상황에 따라 Va의 속성을 갖기도 하고, Vb의 속성을 갖기도 한다.
Va: 吃在肚子里 骂在点子上(骂在里面) 说在点子上(心坎上) 冻在冰箱里 排在前面 忘在脑后

Vb: 吃在工厂 骂在心里 说在嘴上(明处) 冻在洞穴里 排在第一 忘在家里

장소 대상 시간 원인
搭 200(100%) 0 0 0
碾 4(57%) 3 0 0
滴 277(100%) 0 0 0
沉 146(100%) 0 0 0
吹 95(100%) 0 0 0
落 200(100%) 0 0 0
陷 200(100%) 0 0 0
挨 200(10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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跑 188(100%) 0 0 0
跟 189(100%) 0 0 0
飞 154(100%) 0 0 0
飘 111(100%) 0 0 0
流 104(100%) 0 0 0
走 132(100%) 0 0 0
冲 65(100%) 0 0 0
游 47(100%) 0 0 0
追 142(100%) 0 0 0
滚 134(100%) 0 0 0
爬 190(100%) 0 0 0
跳 177(100%) 0 0 0
潜 30(100%) 0 0 0
抛 200(100%) 0 0 0
扑 297(100%) 0 0 0
扔 272(100%) 0 0 0
泼 200(100%) 0 0 0
射 200(100%) 0 0 0
碰 162(100%) 0 0 0
磕 98(100%) 0 0 0
捉 24(100%) 0 0 0
撞 200(100%) 0 0 0
投 200(100%) 0 0 0
抱 144(100%) 0 0 0
卡 200(100%) 0 0 0
掉 200(100%) 0 0 0
噎 26(100%) 0 0 0
摔 288(100%) 0 0 0
散 156(100%) 0 0 0
沾 200(100%) 0 0 0
喊 27(100%) 0 0 0
跌 178(100%) 0 0 0
溅 168(100%) 0 0 0
塌 34(100%) 0 0 0
晕 34(100%) 0 0 0
丢 200(100%) 0 0 0
推 200(100%) 0 0 0
压 200(100%) 0 0 0
混 200(100%) 0 0 0
脱 60(100%) 0 0 0
搂 200(10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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缩 185(100%) 0 0 0
伸 200(100%) 0 0 0
收 200(100%) 0 0 0
探 20(100%) 0 0 0
骑 200(100%) 0 0 0
钻 200(100%) 0 0 0
吸 39(100%) 0 0 0
献 54(100%) 0 0 0
淋 200(100%) 0 0 0
拖 189(100%) 0 0 0
逼 61(100%) 0 0 0
铲 3(100%) 0 0 0
包 179(100%) 0 0 0
拿 200(100%) 0 0 0
花 200(100%) 0 0 0
用 195(98%) 0 5 0
瞒 15(100%) 0 0 0
忘 198(100%) 0 0 0
染 43(100%) 0 0 0
凑 200(100%) 0 0 0
耗 61(100%) 0 0 0
费 7(100%) 0 0 0
关 200(100%) 0 0 0
锁 200(100%) 0 0 0
陪 200(100%) 0 0 0
吃 110(100%) 0 0 0
骂 10(100%) 0 0 0
炸 17(100%) 0 0 0
疼 56(100%) 0 0 0
烫 16(100%) 0 0 0
冻 83(100%) 0 0 0
爱 12(100%) 0 0 0
恨 12(100%) 0 0 0
忍 16(100%) 0 0 0
叠 106(100%) 0 0 0
挤 200(100%) 0 0 0
牵 52(100%) 0 0 0
喝 17(100%) 0 0 0
唱 6(60%) 0 4 0
养 200(100%) 0 0 0
守 200(10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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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XP가 장소를 나타내는 빈도

표에 따르면 해당 구문에 나타나는 모든 동사는 ‘V+在+XP장소’, ‘V+在+XP대

상’, ‘V+在+XP시간’, ‘V+在+XP원인’ 네 개의 구문 중 ‘V+在+XP장소’에 출현하는 

빈도가 다른 구문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곧 이들이 장소의미와 많은 관련

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이 구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이후의 

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하겠다.

3.1.2. 자주성

구문 ‘V+在+XP’에서 동사의 자주성이 구문 전체의 자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

우가 많은데 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주성은 동사 자체의 자주성과 구문 전체의 자주성을 모두 포함한다.

자주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 예로 동사만으로 명령문

을 만들 수 있는지, ‘把’자문으로 바꿀 수 있는지, 동사중첩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

는지 등 구문을 전환하는 방식이 있고, 수단이나 방식, 또는 고의성을 나타내는 부

사어를 부가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Va, Vb의 경우를 보겠다.

拦 200(100%) 0 0 0
撑 200(100%) 0 0 0
烤 14(100%) 0 0 0
烧 105(100%) 0 0 0
排 200(100%) 0 0 0
挡 200(100%) 0 0 0
握 200(100%) 0 0 0
听 196(100%) 0 0 0
捞 20(100%) 0 0 0
渗 15(100%) 0 0 0
吐 200(100%) 0 0 0
挪 9(100%) 0 0 0
省 6(100%) 0 0 0
怨 3(100%) 0 0 0
哭 2(10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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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沉！  *掉！   脱！   扔！   *卡！   *炸！   走！
벗어! 버려! 가!

(52) 看书！   骑骑   *溅溅   *爱他！  唱歌!

책 봐! 타봐                    노래 불러!

(53) 大力推！   *故意落   专心地听     *故意恨

세게 밀어! 집중해서 듣다

이상의 변환식에서, (51)~(52)는 명령문으로 바꾼 것이고 (53)은 방식을 나타내는 

부사어와 ‘고의’의 의미를 가진 부사어를 부가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분석을 통해 

Va, Vb에 속하는 동사 중 자주동사가 있고, 비자주동사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54) 她吻着那只手，眼泪流在他的手上。(霍达/穆斯林的葬礼)

그녀는 그 손에 입맞춤을 하였고, 눈물이 그의 손에 흘렀다.

(55) 不料一转身就撞在一个高大男子的身上。
몸을 돌렸는데 생각지도 않게 키 큰 남성에게 부딪혔다.

(56) 已经准备好的坦白话卡在他的嗓子里。(都德/最后一课)

이미 준비해 놓은 고백은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위의 세 예문에서는 모두 비자주동사를 사용하였다. 하나씩 보면 ‘流在手上’은 

눈물이 인력(引力)에 의해 손으로 떨어진 것이며 인위적으로 힘을 가한 것이 아니

다. 두 번째 예문에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행할 수 없는 동작이다. 마지막 예문에서도 고백이 나오려다가 당

시의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말문이 막히는 것 역시 사람의 의도와는 무관한 것

이다. 세 예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비자주성을 지닌 동사가 구문 ‘V+在+XP’에 사

용되었을 때 구문 역시 비자주성을 갖게 되며 ‘不料’, ‘竟然’과 같이 ‘의외’를 나타

내는 부사와 자주 같이 온다. 이어서 자주동사의 경우를 살펴보자.

(57) 安德烈愣了一下，还是把皮带拿在了手里。(瓦西里耶夫/这里的黎明静悄悄)

안드레는 잠깐 놀라더니, 벨트를 손에 쥐었다.

(58) 你也不用否认啦，反正一切我都看在眼里。(西奥多⋅德莱塞/美国的悲剧)

부인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난 모든 것을 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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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有一个人守在他家的楼下，准备要他的命。(余华/空中爆炸)

어떤 사람이 그의 목숨을 끊기 위해 그의 집 밑에 지키고 서있다.

이상 예문에서는 각각 ‘拿’, ‘看’, ‘守’가 사용되었다. 먼저 (57)에서 행위자 안드

레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벨트를 손에 쥔 것이고 이후의 문장에서 벨트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 다음 예문에서는 모든 상황을 눈으로 보

고 기억했다는 의미인데, 보는 행위란 사람이 볼 의향이 있어야 이행할 수 있는 동

작이므로 이 또한 자주적이다. 마지막으로 (59)예문에서는 사람이 집 밑에서 지키

고 서 있는 것을 말한 후 그것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함이라고 뒤의 절에서 목적을 

명시하였다. 즉 ‘守’라는 동작은 어떠한 목적의식을 가져야 취할 수 있는 동작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동작이 자주성을 지닐 때 문장도 자주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소수의 동사는 상황에 따라 자주성을 지니기도 하고 지니지 않기도 한

다. 아래의 예를 보자.

(60) a. 雨水滴在脸上。 b. 把眼药水滴在眼睛里。
빗물이 얼굴에 떨어졌다 눈에 안약을 떨어뜨리다.

(61) a. 这次考试我排在最前面 b. (줄설 때)你排在最前面吧。
이번시험 내가 맨 앞에 있어. 네가 맨 앞으로 가.

(62) a. 他的泪水冻在脸上。 b. 把水果冻在冰箱里。
그의 눈물이 얼굴에 얼어붙었다. 과일을 냉장고에 얼려 놨다.

(63) a. 这消息并没有把她击溃，而是象一团火一样烧在她的心上。(莱蒙特/福

地)

이 소식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마음속에서 불처

럼 타올랐다.

b. 村民们为任何一位逝去的老者敬送一迭纸，由死者的家人烧在灵前。(陈

忠实/马罗大叔)

마을사람들은 모든 망자들을 위해 종이를 바치고, 망자의 가족들이 영

전에서 그것을 태웠다.

위의 예문들을 비교해보자. 먼저 a에 속한 예문들을 보면 ‘滴在脸上’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과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얼굴에 도달한다. 이때 빗물은 자연적 현상으

로 ‘滴’는 비자주적인 특성을 가진다. ‘排在最前面’은 시험을 보고 성적순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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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보니 그 결과 화자가 최상위에 있음을 알려준다. 시험의 결과와 순위는 모든 사

람이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비자주적이다. ‘冻在脸上’은 흘러내린 눈물이 추운 날

씨로 인해 얼어붙은 것을 의미하고, ‘烧在心上’은 남의 말에 의해 어떠한 감정이 

생겨난 것으로 두 상황 모두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화자

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들이다. 반대로 b 예문들을 보면 (60)에서 안약을 눈에 떨

어뜨리는 것은 눈이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줄설 때 어디에 설 것인

지는 행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또는 

차게 유지하기 위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 역시 모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

는 행위이다. 마지막으로 망자를 기리기 위해 종이를 태우는 것 역시 자주적인 행

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b에서는 모두 a와 같은 동사를 사용하여 자주적인 상황을 

묘사한 것이고, 자주성을 나타낼 때 자주 쓰이는 ‘把’자문, 명령문, ‘由’ 등 표현을 

사용하였다. 한 마디로 일부 복합적 특성(자주+비자주)을 지닌 동사는 구문에 사용

되었을 때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Va+在+XP장소’는 대부분 자주성을 띠고, ‘Vb+在+XP장

소’는 자주성을 지니는 경우와 지니지 않는 경우가 비슷하게 많다.

3.1.3. 상적 특성

본 절에서 필자는 Smith(1991)가 사용한 세 가지 시간적 자질을 가지고 동사를 

Va, Vb 두 부류로 나누어 각각의 상에 대해 설명하겠다.

(64) 一个花瓶不偏不倚正好摔在一个武士头上。
꽃병이 정확하게 무사의 머리로 떨어졌다.

(65) 那外国人跌在一块岩石上，伤得很重。(海泽/诺贝尔文学奖文集)

외국인은 암석으로 넘어져서 심하게 다쳤다.

물건이 떨어질 때 중력으로 인해서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사물과의 충돌

이 순식간에 발생한다. 따라서 (64)에서는 움직이는 사물이 무사의 머리와 이미 부

딪힌 상황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이어서 (65)를 보자. ‘跌’는 넘어지는 것을 의미

한다. 넘어지는 것 역시 넘어지는 것과 땅에 이르게 되는 것은 거의 동시에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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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순간적이다. 예컨대 ‘*在跌’, ‘*跌着’라는 표현이 비문이 되는 이유는 

‘跌’의 의미가 지속을 나타내는 표지들과 의미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문에서 많이 다쳤다는 부가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넘어지는 행위가 이미 발생

했고 그것으로 인해 심하게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한다.

따라서 두 예문은 [-지속], [+종결]의 상적 특성을 지닌다.

(66) 他把钱花在买东西上。 *他把钱花在买东西上，他还在花。
그는 돈을 물건 사는 데 썼다.

(67) 他的话我听在耳朵里。 *他的话我听在耳朵里，但是没听完。
나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돈을 사용하는 것과 귀로 무언가를 듣는 것은 한 순간에 이뤄질 수 없다. 구체적

으로 말하면 금전을 소비하는 것은 명확한 동작의 형태가 없기 때문에 다른 동사

에 비해 상이 모호하지만 돈을 쓸 때 지갑을 열고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가져오는 

등 여러 단계의 동작이 포함되기 때문에 ‘摔’나 ‘跌’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听’역시 음파를 통해 청각적 정보를 얻는 행위로 듣는 동작은 지속적인 형태

로 실행된다. 그러나 예문을 보면 각 문장 뒤에 ‘还在V’, ‘没V完’과 같이 동작의 미

완을(未完) 나타내는 표현을 더했을 때 문맥이 매우 어색해진다. 각 예문의 왼편에 

있는 예문들은 모두 돈을 이미 물건 사는 데 사용한 상황과 말을 모두 귀담아들은 

상황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경우 구문은 일련의 과정 끝에 동작을 완료하게 되기 

때문에 [+지속], [+종료]의 특성을 가진다. 종합하면 Va의 경우 구문이 모두 이동 

후의 도착을 의미하기 때문에 발화시점에서 이미 완료된 동작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10)

(68) 那时候他正走在一座桥上，他在桥上宁静地站了一会，看着河水无声无息

地流动。
그때 그는 마침 다리 위에서 걷고 있었다. 그는 다리 위에서 조용히 서서 

강물이 고요하게 흐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10) 예외가 하나 존재하는데 包在~身上(~에게 맡겨)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말
하는 것으로 미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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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革命—不是成天喊在口头上的。(杨沫/青春之歌)

혁명은 하루 종일 외치는 것이 아니다.

(70) 回家的一个小时我都挤在这满载的地铁上。
집에 가는 한 시간 동안 나는 만원인 전철에 끼어 탔다.

‘走+在+XP’는 비록 동사에 이동의 의미가 있지만 XP가 도달한 장소를 의미하지 

않고 XP에서 걷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예문에서 ‘走+在+XP’ 앞에 진행을 나타

내는 표지 ‘正’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走+在+XP’가 진행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표지가 없다고 하여도 문장은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뜻한다. ‘喊’은 소리 지른다

는 의미이다. 이 동사는 ‘喊了半天’과 같이 긴 시간적 개념을 나타내는 ‘半天’과 공

기하여 오랜 시간동안 동작을 지속하였음을 표현할 수 있다. 다시 예문을 보자.

‘喊在口头上’은 외친다는 의미이지만, 문장에서 출현했을 때 입으로만 외치고 실천

은 하지 않는다는 화용적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구문 앞에 ‘成天’이라는 단어가 

출현하였는데 이는 ‘하루 종일’이란 뜻이며 ‘喊’이 지속 가능한 동사임을 방증해주

고 ‘喊+在+XP’가 습관적인 행위도 나타낼 수 있음을 알려준다. 그 다음 예문에서

는 동사 ‘挤’가 사용되었고 이는 본래 붐비는 공간에 몸을 구겨 넣는 것, 또는 몸을 

구긴 상태로 있는 것을 말한다. ‘挤’가 구문에 들어간 후 ‘挤在地铁上’은 지하철에

서 사람들 사이에 비좁게 끼어있는 상태로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한 상황은 순식간에 발생했다가 종료될 수 없고, 예문에서도 ‘一个小时’를 덧붙

여 상황의 지속을 나타냈다. 세 예문의 상적 특성을 Smith(1991)가 제시한 시간적 

자질로 정의한다면 [+지속], [-종결]이 된다.

(71) 铁水刺啦一声烫在他右手的无名指上。(1994年报刊精选)

쇳물이 ‘촤악’하고 그의 오른손 약지에 튀어서 데었다.

살이 뜨거운 물이나 불에 데는 상황은 사람이 무의식중에 피하기 때문에 항상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我被开水烫了一个小时’와 같이 표현을 하면 

틀린 문장이 된다. 예문은 사람이 쇳물에 덴 장면을 묘사하면서 ‘刺啦一声’과 같은 

의성어를 사용하여 상황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烫在手指上’이란 상황이 화자가 발화하는 순간에 이미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때 구문은 [-지속], [+종결]의 자질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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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Va+在+XP장소’는 달성상황과 성취상황을 나타내고, Vb에 속한 동

사의 경우 ‘在+XP’와 결합하여 성취상황, 동작상황, 상태상황 등 상황유형을 나타

낼 수 있다.

이어서 구문과 완정상 표지 ‘了’와의 공기 양상을 살펴보겠다.

(72) 她扑在了我的怀里。(路遥/平凡的世界)

그녀가 내 품에 뛰어 들었다.

(73) 最痛苦的泪水流在了他的膝盖上。(萨德/淑女的眼泪)

가장 고통스러운 눈물이 그의 무릎에 흘렀다.

달려드는 것과 흐르는 것은 상적으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달려드는 것은 빠른 

기세로 다가드는 것을 이르고, 흐르는 것은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달려드는 것은 동작이 시작하고 나서 바로 완

료되지만, 흐르는 것은 다소의 시간이 소요된다. ‘扑’와 같이 [+종료]와 [-지속]의 

자질을 가진 동사의 경우 완정상 표지와 함께 와도 구문은 성취상황을 나타낸다.

그리고 ‘流’처럼 지속성을 지닌 동사는 구문에서 ‘了’와 결합하여 달성상황을 나타

낸다. 한 마디로 ‘Va+在+XP장소’는 미래 상황을 나타내는 ‘包’를 제외하고, ‘了’를 

더했을 때 상표지가 없을 때와 상적 의미가 같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Va+在+XP장소’가 이동 후 도착을 의미하여 완료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

하여 ‘了’와의 결합이 자유롭고 상적으로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74) *她把你当亲姐妹一样爱在了心里。
(75) *我病在了床上。

(74)에서 V 위치에는 감정과 관련된 동사가 사용되었다. ‘爱在心里’는 사랑하는 

감정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만 하는 것을 말한다. 사랑, 분노, 혐오 등 감

정은 생겼다가 사라질 수 있지만 생겨나는 시점부터 일정시간을 유지하다가 사라

지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지속된다. 다시 말해 이들은 강한 지속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의 완료를 의미하는 ‘了’와는 의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마찬

가지로 상태성이 강한 ‘病在床上’은 병이 들어 몸져누운 것으로 발화 당시에 아직

도 아픈 상태임을 의미한다. 때문에 ‘爱’와 같이 완정상 표지와 공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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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美国投的炸弹炸在了伊朗附近。
미국이 투하한 폭탄은 이란 근처에서 터졌다.

(77) 现在她不再脸红了，她缓缓地走在了他的身边。(王旭烽/茶人三部曲)

지금 그녀는 더 이상 쑥스러워하지 않고 천천히 그의 곁으로 걸어갔다.

(76)은 성취상황을 나타내는 ‘V+在+XP장소’에 ‘了’를 더한 것이다. 예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상황은 발화시점에서 

이미 발생하였다. 때문에 ‘了’가 함께 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77)을 보면 ‘走+

在+了+XP’는 발화시점에서 멈춰 있던 행위자가 걷기 시작하였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시점 이전에 이미 걷고 있었는데 발화시점을 기준으로 행위자의 위치

가 ‘他的身边’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走+在+XP’는 한 범위 안에서 이동

이 끊이지 않고 지속됨을 나타내고, ‘走+在+了+XP’는 위치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

는 예문의 앞부분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구문 앞에서 화자는 행위자 ‘她’가 

더 이상 쑥스러워하지 않음을 말하고 이어서 ‘그의 옆으로 천천히 걸어갔다’라고 

하였다. 이는 다시 말해 본래는 여자가 쑥스러워 남자의 근처에 가지 못하다가 행

위자의 심정의 변화로 인해 그녀의 위치도 변화하였음을 암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了’를 대동하더라도 문장에서 동작이 끝나지 않고 지속된다는 점이다. 즉 여

자가 남자의 곁으로 걸어간 후 둘은 계속해서 걸어간다.

완료사건을 나타내는 ‘Va+在+XP장소’는 모든 경우에 ‘了’와 결합할 수 있고, 의

미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반면, ‘Vb+在+XP장소’는 전자에 비해 ‘了’와의 결합이 

제한적이고, 일부 상태성이 강한 동사는 ‘了’와의 공기가 불가능하다. 지속성이 강

한 동작동사와 [-지속], [+종결]의 자질을 지닌 동사는 ‘在+了+XP’와 결합할 수 있

는데 전자는 상표지를 부가하면 위치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고, 후자는 표지 ‘了’와 

자주 함께 출현하며, 표지가 있든 없든 성취상황만을 나타낸다.

3.2. ‘V+在+XP장소’의 구조적 특성

지금까지 ‘V+在+XP장소’에서 어떠한 동사들이 출현할 수 있고, 동사 특성에 따

라 구문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며, 문장의 상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구문이 구조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이러한 특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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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겠다.

3.2.1. ‘在’ 생략

‘V+在+XP’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在’가 생략된 ‘V+XP’ 구조로 

출현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요인에서 기인된 것인지 예

문을 통해 알아보겠다.

먼저 Va에 속한 동사들의 경우를 보자.

(78) 听说他们一家人都跟着飞机残骸一起沉(在)海里了。 
듣기로 그들 가족은 모두 비행기 잔해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았다고 한다.

(79) 昨天，冰淇淋才刚咬一口就滚(在)地上了。
어제, 아이스크림을 막 한 입 먹었는데 땅에 굴러 떨어졌다.

(80) 我刚蹲下去有个人突然冲过来把我撞(在)地上。
막 웅크려 앉았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나를 땅으로 밀쳤다.

(81) 我一激动把iPhone4摔(在)地上了。(微博)

흥분해서 아이폰4를 땅에 떨어뜨렸다.

예문에서 ‘在’가 있든 없든 문장의 의미는 바뀌지 않고 생략해도 비문이 되지 

않는다. 하나씩 살펴보면 ‘沉海里’, ‘滚地上’, ‘撞地上’, ‘摔地上’은 모두 동작을 통

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음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이동을 나타내는 동사의 경우 

‘在’를 생략하여도 자연스러운 문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82) 她一天到晚都把自己关房间里不知在做什么。
그녀는 하루 종일 자신을 방에 가둬놓고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83) 你的话我全听耳朵里了。
너의 말을 모두 새겨들었어.

(84) 我把棉花吃肚子里了。
나는 솜사탕을 모두 먹어 치웠다.

위의 예문에서 방에 가두는 것, 귀담아 듣는 것과 먹는 것은 이동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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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1)보다 약하지만 여전히 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경우 마찬가지로 

‘在’를 생략하였음에도 불과하고 구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85) 我走前面，你走后面。
내가 앞에서 걸을 테니 네가 뒤에서 걸어.

(86) 早上上班经过大桥看到这只猫咪有两天了，爬树上下不来。(微博)

아침에 출근하면서 다리를 건널 때 이 고양이와 이틀째 마주쳤는데 아직

도 나무위에 올라가서 못 내려오고 있다.

Vb의 경우, 이동의 의미가 있는 ‘走’, ‘爬’를 보면, Va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황

에 따라 전치사를 생략시킬 수 있다.

(87) ?他拦我前面不让我走。 他拦在我前面不让我走。
그가 내 앞에서 가로 막아 못 가게 한다.

(88) ?有根刺卡喉咙里了。 有根刺卡在喉咙里了。
가시가 목에 걸렸다.

그러나 이동의 의미가 거의 없는 동사를 보면, 상황에 따라 문장 수용도가 변화

한다. (87)~(88)을 보면, 전치사가 있을 때 문장이 훨씬 자연스럽고, ‘在’가 없으면 

V와 XP의 관계가 동작과 장소가 아닌, 동사와 목적어처럼 느껴지고, 문장이 매끄

럽지 않다. 물론 모든 동사가 그러한 것은 아니며 ‘排’나 ‘忘’, ‘冻’과 같은 경우를 

보면 문장 수용도가 높다.

(89) 男人和女人恋爱男人总会把女人排(在)第一位，而女人呢总是把自己排(在)

第一位。(微博)

연애할 때 남자는 항상 여자를 일순위에 두는데, 여자는 항상 자신을 일

순위에 놓는다.

(90) 今天下这么大雨，竟把伞忘家里了。
오늘 비가 이렇게 오는데 우산을 집에 두고 왔다.

(91) 买了盒雀巢冰淇淋，使劲吃使劲吃还是没吃完，只好带回家冻(在)冰箱里

了。(微博)

네슬레 아이스크림을 사서 열심히 먹었는데도 다 못 먹어서 집에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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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냉장고에 넣어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필자 생각에 이는 구문이 갖는 ‘배치’의 의미로 인한 결과이다. 다시 말

해 ‘排’, ‘忘’, ‘冻’ 세 동사는 ‘줄 서다’, ‘잊다’, ‘얼리다/얼다’의 의미로 ‘놓다’의 의

미가 없다. 그러나 구문에 들어가면 ‘배열하다’, ‘(깜빡하고)두고 오다’, ‘냉장고에 

얼리다’의 의미를 갖게 되며 배치동사와 유사해진다. 따라서 이러한 배치의 의미 

때문에 문장에서 전치사가 생략되어도 청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방위사 생략 가능성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자.

(92) a.*听说他们一家人都跟着飞机残骸一起沉在海了。
b.*冰淇淋才刚咬一口就滚(在)地了。

(93) *走在马路     *守在我的床

예문을 보면 동사가 Va인지 Vb인지와 상관없이 방위사를 생략하면 문장이 어색

해진다. 장소의 의미가 구체적인 ‘V+在+XP장소’ 구문은 XP가 실질적인 장소를 의

미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방위사는 장소의 정확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

공한다. 또 그렇기 때문에 XP 위치에 다양한 방위사(‘上’, ‘下’, ‘里’, ‘外’, ‘前面’ 등

등)가 올 수 있다.

결론적으로 ‘V+在+XP장소’에서 동사에 이동의 의미가 있으면 ‘在’의 생략이 훨

씬 수월하고(Va) 이동의 의미가 없는 Vb의 경우 그 중 일부 동사만 상황에 따라 

‘在’를 생략할 수 있다. 단 방위사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문에서 방위사를 

생략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3.2.2. XP의 구조적 특성

‘V+在’ 뒤에 출현하는 모든 경우를 살펴본 결과 ‘V+在’ 성분 뒤에 명사성 성분 

외에 다양한 성분이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XP가 장소를 의미

할 때 어떠한 형태로 출현하는지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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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被关在一个人也没有的房间里。
아무도 없는 방 안에 갇혔다.

(95) 掉在看不见底的深渊。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로 떨어졌다.

‘关’, ‘掉’는 ‘가두다’, ‘떨어지다’의 의미로 이동의 의미를 가진다. XP를 보면 ‘한 

사람도 없는 방’과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로, 명사 앞에 긴 수식성분을 부가

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긴 수식성분을 더한다 해도 XP가 명사성을 지닌다는 것에

는 변함이 없다. 다시 말해 Va에 속한 동사들은 모두 이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XP

는 이동 후 사람이나 사물이 도착하게 되는 장소를 나타내므로 명사적 성분일 수

밖에 없다.

Vb도 마찬가지다. ‘Vb+在+XP’에서 동사는 구체적인 동작으로, 구문은 한 장소

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동작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기 때문에 그

것을 행하는 장소가 추상적인 경우가 적다.

(96) 活在没有你的世界里。
네가 없는 세상에서 산다.

(97) 走在无人问津的小道上。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걷다.

(96)~(97)에서의 XP도 긴 수식어로 ‘世界’와 ‘小道’를 수식하고 있지만 XP는 여

전히 명사구이다. 하지만 소수의 경우 XP가 명사성 이외의 특성을 갖기도 한다.

(98) 别把钱省在防晒上。
썬 케어에 돈을 아끼지 마.

(99) 她一天到晚把钱花在买衣服上。
그녀는 온종일 옷 사는 것에 돈을 썼다.

(100) 一个很有教养的人不会把大量时间耗在欣赏电视节目上。(张炜/精神的魅力)

교양 있는 사람은 텔레비전 보는 것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는다.

(101) 他把一天的工夫，都费在搬家上面。(托马斯⋅哈代)

그는 하루 종일 이사하는 것에 힘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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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蒋介石希望他把出访欧洲的时间尽可能用在了解苏联上。(中国近代史⋅上)

장개석은 유럽에 있을 동안 가능한 한 소련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시간을 

쓰고자 하였다.

예문에서 XP에 각각 ‘防晒’, ‘买衣服’, ‘欣赏节目’, ‘搬家’, ‘了解苏联’이 등장하는

데 모두 동사 아니면 동사구이다. 이들은 한국어로 모두 ‘~하는 것’으로 번역된다.

XP에 동사성 성분이 올 수 있는 것은 동사의 의미적 특성과 유관하다. (98)~(102)

에서의 V를 보면 ‘아끼다’, ‘소비하다’와 같이 모두 금전, 소비와 관련된 동사이고,

이들은 의미적으로 다른 동사에 비해 동작이 추상적이고 비가시적이다. 예컨대 

‘走’, ‘掉’ 등 동사는 동작의 과정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소비동사는 불가능

하다. 따라서 이들은 구체적인 XP가 아닌, 술어성 XP를 대동할 수 있다.

요컨대 대부분의 경우 XP는 명사 혹은 명사구로 이뤄지지만, 소비와 관련된 동

사에 한해서 V의 위치에 동사구 XP가 올 수 있다.

3.2.3. 구문 전환

이어서 구문이 다른 처소구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통해 계속해서 동사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① ‘V+到+XP’로의 전환

먼저 어떤 동사들이 ‘V+到+XP’와의 공기가 가능한지 보자.

(103) 我最后还是陷到了她的陷阱里。 我最后还是陷在了她的陷阱里。
나는 결국 그녀의 함정에 빠졌다. 나는 결국 그녀의 함정에 빠졌다.

(104) 要是把你的头脑用到这上面可好？ 要是把你的头脑用在这上面可好？
만약 그 머리를 여기에 쓰면 얼마나 좋아? 만약 그 머리를 여기에 쓰면 얼

마나 좋아?

(105) 小鸟飞到空中。 小鸟飞在空中。
새가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새가 공중에서 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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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走到马路上。 走在马路上。 
거리로 걸어갔다. 거리에서 걷다.

(107) *陪到身边。 陪在身边。
옆에 있다.

(108) *笑到脸上。 笑在脸上。
미소를 띠다.

(103)~(104) 예문에서 함정에 빠지는 것은 ‘V+到+XP’ 또는 ‘V+在+XP’로 모두 표

현 가능하고 두 문장의 의미는 같다. 마찬가지로 ‘두뇌를 ~에 쓴다’는 의미도 두 

가지 구문으로 모두 나타낼 수 있다. 이어서 (105)~(106)을 보면 ‘飞’의 경우 앞서 

언급한 예문들처럼 두 가지 구문 모두 성립한다. 그러나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면 

‘飞到空中’은 날아서 본래 머물고 있었던 곳에서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뜻하

고, ‘飞在空中’은 발화시점에 행위자가 이미 공중에서 날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나

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는 이동 후 다른 곳에 도착함을 의미하고, 후자는 어딘

가에서 행위를 하고 있음을 제시하여 구문의 의미가 다르다. ‘走’의 경우 역시 ‘走

到马路上’은 본래 있던 곳에서 큰길로 이동하는 것이고 ‘走在马路上’은 ‘马路’에서 

계속해서 걷는 것이다. (107)~(108)을 보면 두 예문 모두 ‘V+在+XP’ 구문으로 출현

할 때는 문장이 성립하지만, ‘V+到+XP’로 바꾸면 비문이 된다. 이러한 검증 방법

으로 동사를 대입해본 결과 Va에 속한 동사들은 모두 ‘V+到+XP’ 구문에서 출현할 

수 있는 반면 Vb에 속한 동사들 중 구문의 변환이 가능하지만 의미가 변화하는 소

수 동사를(跑, 跟, 飞, 飘, 走, 冲, 游, 追, 爬) 제외하고는 모두 ‘V+到+XP’ 구문에 올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구문의 변환이 제한되는 동

사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동사도 있는 것일까.

함정에 떨어진다는 것은 평지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여 이동의 의미

가 내포된다. (104)에서는 두뇌를 화자가 지칭하는 상황에 사용함을 의미하는데 이 

역시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와서 상황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추상적 이

동이 포함된다. 그러나 (107)~(108)에서 우측에 있는 예문들을 보면 ‘옆에서 같이해

주다’와 ‘얼굴에 미소를 띠다’는 XP로의 이동을 나타내지 않고 XP에서의 동작의 

지속을 보여준다. 여기서 행위자는 함께 해주는 동작을 통해 피위자의 옆에 도달

하게 되는 것이 아니며, 미소 지음으로써 미소가 얼굴로 이동하는 것 역시 아니다.

그렇다면 ‘走’, ‘飞’ 등 동사도 이동을 나타낼 수 있는데 Va에 속한 ‘滴’, ‘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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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다른 부류에 속하는 것은 어째서일까. ‘滴’, ‘沉’, ‘扔’, ‘扑’, ‘流’ 등은 비록 행위

자나 피위자의 이동을 나타내지만 이 동사들은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이들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모두 하향운동을 나타낸다.

아래를 향해서 하는 운동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반드시 종점에 다다르기 마련이

다. 예컨대 나뭇잎이 떨어지는 경우, 비행기가 추락하는 경우, 배가 가라앉는 경우,

물이 흐르는 경우를 상상해보면 사물이 영원히, 끊임없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

고, 아무리 종점까지 거리가 멀다고 해도 중력에 의해 언젠가는 끝에 도달할 것이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끝은 땅을 의미한다. ‘扔’과 ‘扑’도 동작을 실행하기 위

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扔’의 경우 피위자가 행위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순간 

에너지원을 잃어 ‘힘’이 점차 줄어들고 소진될 즘에 땅으로 떨어지며, ‘扑’도 점프

를 한 이후 행위자는 뛰어올랐다가 중력에 의해 다시 하향운동 하게 된다. 반면,

‘走’, ‘跑’, ‘跟’, ‘爬’는 이동을 나타내지만 수평적인 운동을 나타내므로 공간적으로 

유계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在+XP’와 함께 와도 고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동

을 나타내지,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나타내지 않아서 ‘V+到+XP’의 의미를 갖지 않

는다. 이처럼 사람들의 인지가 동작의 공간적 범위를 제한시키고 나아가 구문 의

미에 영향을 준다고 본다.

다시 말해 ‘이동’을 내재하는 동사는 ‘到’와 공기할 수 있고, ‘이동’이 없는 동사

는 ‘到’구문과 함께 올 수 없다.

② ‘在+XP+V’로의 전환

필자는 张国宪(2009)의 논리11)를 가지고 실제로 ‘在+XP+V’ 구문이 자주성과 어

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109) 忘在家里。 *在家里忘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다.

(110) 雨水溅在衣服上。 *雨水在衣服上溅

빗물이 옷에 튀었다.

‘忘’, ‘溅’은 모두 비자주동사이다. 상기 예문 중 우측에 있는 문장을 보면 ‘在

11) 자주적 상황은 ‘在+XP+V’로, 비자주적 상황은 ‘V+在+XP’로 나타낸다는 논리. 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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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V’ 구조로 전환하였을 때 두 문장은 张国宪(2009)의 주장대로 모두 비문이 된

다. 그러나 자주동사 중에서도 구문 변화를 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111) 扑在我身上。 *在我身上扑

내 몸 위에 덮치다.

(112) 将遇难的孩子捞在岸上。 在岸上捞遇难的孩子。
조난당한 아이를 육지로 끌어올리다. 육지에서 조난당한 아이를 끌어올리다.

(113) 把她关在房间里。 *在房间里关着

그녀를 방에 가두다.

(111)~(113)은 각각 동사 ‘扑’, ‘捞’, ‘关’을 사용한 것이고 모두 자주동사에 속한

다. 그러나 우측 예문에서는 모두 정상적이지 않은 문장이 된다. 즉 자주성만 가지

고 ‘在+XP+V’와의 호환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111)을 보자. ‘扑’는 덮친다는 의미로 행위자가 원위치에서 목적지를 향해 몸을 날

리는 것을 나타낸다. 이때 행위자는 원래의 위치에서 이동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원래의 위치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112)는 좌우에 있는 구

문이 모두 성립하여 구조의 전환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좌측은 아이를 강가로 

끌어올린 것이고, 우측은 구조대원이 강가에서 아이를 올리는 것이다. 즉 XP가 좌

측에서는 아이의 위치를 나타내다가 우측예문에서는 구조요원의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미에 변화가 생겨서 같은 의미를 표현한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도 마찬

가지로 아이는 본래 물속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육지로 옮겨진 것이므로 위치변화

가 발생한다. 마지막 예문에서도 여자는 본래의 개방되어 있는 공간에서 방 안으

로 위치 이동하여 갇히는 상태로 이동의 과정을 거친다. 즉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

는 것은 이와 같이 자동사의 경우 행위자의 위치가 원위치에서 많이 벗어나고, 피

위자의 경우 행위자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지게 되면 ‘在+XP+V’로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동으로 인해 XP가 더 이상 본래의 의미를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114) 铁锤拿在手上的人看世界就像一颗钉子。(Baidu)

在手里拿着铁锤的人看世界就像一颗钉子。
손에 망치를 쥔 사람은 세상을 못으로 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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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他在我面前献了一束花。 他将一束花献在我面前。
그가 내 앞에 꽃 한 다발을 바쳤다.

망치를 손으로 들어 올릴 때는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들기 때문에 행위자의 위

치에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고, 피위자의 위치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

지로 꽃을 내미는 것도 꽃이 행위자에게서 벗어나지 않고, 행위자도 이동을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두 경우 모두 ‘在+XP+V’에서의 XP가 ‘V+在+XP’의 것과 같

은 의미를 나타내고 구문 전환이 가능하다.

이처럼 张国宪(2009)은 비자주동사가 ‘在+XP+V’로 형태변화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혔지만, 반대로 자주동사이면서 구조를 변환시킬 수 없는 예에 대해서는 설명하

지 않았다. 필자는 ‘在+XP+V’로의 전환에서 동사의 자주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만 V가 이동의 의미를 가질 때 동작으로 인한 행위자나 피위자의 ‘이동

의 정도’도 구문 전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3.3. V와 XP의 관계

V와 XP의 관계는 V로 인해 결과적으로 도달한 종착지와 XP에서의 동작 발생과 

지속, 두 가지로 분류된다. 전자에서 V는 자발적인 운동 혹은 외부요소로 인한 이

동을 나타낸다. 자발적 행위(拿, 缩, 推 등)는 모두 사물이나 신체부위의 위치를 이

동시키므로 행위자의 의도에 따라 피위자의 위치가 변화한다. 신체부위의 이동은 

신체적 구조로 인해 이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이동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뤄진다. 외부요소로 인한 이동의 경우(沉, 跌, 流 등) 대부분 하

향운동으로, 상황에 따라 종점까지의 소요시간이 상이하지만 반드시 잠재적 종점

을 지닌다. 즉 이동이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멈추게 되기 때문에 이동을 동반한 

동작 V는 반드시 종착점 XP를 갖는다. V와 XP가 이동과 목표를 나타내는 경우 반

드시 동작이 시작되고 이동의 과정을 거쳐야 목표인 XP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동 그리고 도달 순서로 사건이 발생한다.

XP가 동작의 발생 장소를 나타낼 때 동작은 고정된 장소에서 진행되고, 동작동

사, 심리동사, 상태동사 등 다양한 동사가 사용된다. 동작성이 강한 동작동사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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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과 결합하면 행위자가 XP에서 동작 V를 하고 있으며 일정 시간동안 동작을 지

속함을 의미한다. 이때 동작주는 동작을 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구문에 출현하였을 때 XP는 행위자의 존재위치를 나타내게 된다. 동작성이 약한 

동사가 구문에 출현할 때 XP는 동작이 실현되는 장소를 뜻한다. 예를 들어 ‘爱在

心里’, ‘笑在脸上’은 각각 감정의 표현이 마음속에서 이뤄지는 것과 미소가 얼굴을 

통해 표출됨을 의미하고 ‘炸在机枪的附近’은 어떤 곳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하였음

을 말한다.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의 경우 심리 활동으로 이들이 발생할 수 있는 장

소 XP는 주로 마음속을 의미하는 ‘心里’로 제한된다. 그리고 돌발적인 상황이나 

사고(炸, 卡 등), 혹은 부정적인 상태변화(病, 疼 등)는 항상 예상외의 범주이고 모

두 사람의 안위, 건강과 유관한 동사로 동작의 발생은 사람들에게 발생 장소에 대

한 궁금증을 유발한다. 따라서 사고나 예상외의 사건은 장소 XP를 대동한다.

V가 자주적일 경우 구문은 행위자가 자신의 의지로 어딘가에 머무는 것을 의미

하고 비자주적일 경우 특정 곳에서 사건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였음을 나타낸다. 후

자의 경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건은 인지를 앞서 일어난다. 따라서 ‘비자주Vb+在+XP장소’는 돌발상황 V와 화

자의 사건에 대한 판단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반대로 ‘자주

Vb+在+XP장소’는 지속되고 있는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한다. 여기서 동작은 발화

시점 이전에 시작하여 지속된다. 따라서 V는 화자가 발화하는 시점에 항상 진행되

고 있는 상태에 있다. 그리고 XP는 화자가 V에 대해 제공한 추가적인 정보로 문장

의 초점이다. 예컨대 ‘跑在操场上’은 먼저 화자가 행위주체가 달리는 것을 목격하

고 그런 후에 달리고 있는 위치가 운동장이라는 것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

게 된다. 따라서 동작과 XP는 ‘동작 목격’, ‘장소에 대한 정보 획득’ 순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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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XP가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

4.1. ‘V+在+XP대상’의 의미적 특성

앞장에서 XP가 장소를 나타낼 때, 동작 V가 발생하는 장소 또는 V가 발생한 이

후 행위자나 피위자가 도달하게 되는 장소를 나타낸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장에

서는 XP가 장소가 아닌, 대상을 나타낼 때 XP가 어떠한 의미적 특성을 지니는지,

이때 동작과 XP가 어떠한 관계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4.1.1. V의 유형

먼저 ‘V+在+XP대상’ 구문에 어떤 동사들이 출현할 수 있는지 보자.

(116) 这位执法官一拳打在一个枪手的脸上。(戴维⋅莫雷尔/较量)

법무관은 사격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쳤다.

(117) 日本人虽只杀了小崔，而把无形的刀刺在他们每个人的心上。(老舍/四世同

堂)

비록 일본인은 최씨만 죽였지만 보이지 않는 칼날이 그들 모두의 마음을 

찔렀다.

(118) 他二话不说，直接拿起砖头砸在了警察的头上。
그는 두말하지 않고 바로 벽돌을 들어 경찰의 머리를 내리쳤다.

예문에서 출현한 ‘打’, ‘刺’, ‘砸’는 각각 손으로 무언가를 때리는 행위, 막대형의 

도구로 찌르는 행위, 묵직한 것으로 가격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동작이 가한 힘의 

대상은 ‘脸上’, ‘心上’, ‘头上’으로, 비록 방위사가 붙어서 처소구의 형태를 갖지만,

실질적으로는 ‘打脸’, ‘刺心’, ‘砸头’과 같이 마음, 머리와 얼굴 그 자체에 동작을 실

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를 ~하다’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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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她把牙齿咬在下嘴唇上，好像在考虑我的请求。(苏⋅蒙克⋅基德/美人鱼椅

子)

그녀는 이빨로 아랫입술을 깨물고는 나의 요구를 고려하는 것 같았다.

(120) 他的嘴就亲在了夜生的小脸上，吓得夜生大声尖叫起来。(王旭烽/茶人三部

曲)

그의 입술은 이에성의 작은 얼굴에 닿았고, 이에성은 이에 크게 놀라며 

비명을 질렀다.

(119)~(120)은 주로 사지(四肢)를 사용하여 동작을 하는 (116)~(118)과 달리 다른 

신체부위가 사용된다. 동사를 보면, (119)에서는 ‘물다’, (120)에서는 ‘입 맞추다’라

는 동사가 사용되었다. 이들은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각각 이빨과 입술이 사용된

다. 비록 사용된 부위는 다르지만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咬’와 ‘下嘴唇上’, 그리

고 ‘亲’과 ‘小脸上’은 동작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의 의미관계를 가진다.

(121) 鸟寻找着坐位，眼睛盯在一把陈旧但却结实的藤椅上。(大江健三郎/个人的

体验)

새는 내려앉을 자리를 찾다가, 시선이 오래되었지만 튼실해 보이는 등나

무의자에서 멈췄다.

(122) 手枪慢慢垂下，指在他胸口，来人一脸疑惑。(阿尔弗莱德⋅希区柯克/希区

柯克悬念故事)

총(총을 잡은 손)이 천천히 내려와 그의 가슴을 가리켰고, 심부름꾼은 매

우 당황했다.

(121)예문에서 ‘盯’은 주시하는 것을, 그리고 (122)에서 ‘指’는 가리키는 것을 뜻

한다. 하나는 눈이, 또 하나는 손이 사용되었다. 의미를 보면 V와 XP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앞서 이야기한 동사들과 공통점을 가지지만, ‘盯’과 ‘指’는 

대상에게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 중에 향하는 쪽을 나타낸다. 쉽게 말해 

‘盯’은 시선을 한 곳에 머물게 하는 것이고, ‘指’는 한 곳을 가리키는 것이다.

(116)에서 (122)까지의 모든 예문을 보면, 동사가 모두 사람의 신체의 일부를 도

구로 필요로 하는 동사들이다. 일부는 신체부위 자체가 동작을 할 때 필요한 도구

가 되기도 하고, 일부는 동작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를 잡기 위해 신체부위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예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도구로 사용되는 신체부위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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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손가락과 같은 사지(四肢)와 관련된 부위와 입술, 혀, 이빨, 눈 등 사람의 감각 

기관과 관련된 신체부위도 있다. 또한, 동작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도구는 계속

해서 사용되고, 행위자는 도구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입한다. 그러나 이들과 다른 

양상을 띠는 동사도 존재한다.

(123) 别什么都怪在我身上。
뭐든지 내 탓 하지 마.

(124) 看在我的面子上，你就别再说什么了。
나의 체면을 봐서 더 이상 말하지 마.

(125) 以后我上台了，请诸位念在朋友的关系上，给我多捧场。(张恨水/欢喜冤家)

나중에 제가 무대에 오르면 친구인 것을 봐서 응원하러 많이 와주세요.

예문을 보면 앞서 언급한 경우와 같이 ‘我身上’은 ‘怪’의 대상이 되고, ‘我的面

子’는 ‘看’의 대상이 되며 ‘朋友关系’는 ‘念’의 대상이 된다. 즉 세 가지 상황에서 

XP는 모두 탓하는 대상, 보는 대상과 고려하는 대상이다. 다만 이때 동작에는 접

촉이나 가격, 심지어 방향의 의미도 없다.

정리하면, ‘V+在+XP대상’에서 동작과 XP의 관계는 동사와 목적어의 관계로 XP

가 V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V+在+XP대상’의 의미는 구문에서 

전치사 ‘在’와 방위사를 제외한 ‘V+XP’의 의미와 같다. 다시 말해 ‘打在脸上’과 ‘打

脸’이 같은 의미를 가진다. 뿐만 아니라 각 예문의 번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V+

在+XP대상’ 구문을 번역할 때 장소를 나타내는 ‘에’나 ‘에서’를 사용하지 않고 목

적격 표지인 ‘을/를’을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얼핏 보았을 때 XP대상이 XP장소

와 똑같아 보이지만 V와 XP의 관계에 있어서 두 구문은 의미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XP가 대상을 나타낼 때 V 위치에 허용되는 동사를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拍 踩 割 刮 掐 盯 扇 踢 咬 啃 刺 亲 吻 切 砍 打 敲 劈 舔 砸 捅 划 扶 捂 

指 扎 怪 看 念

이상의 동사들이 구문에 출현하였을 때 XP가 대상의 의미를 갖는 빈도를 측정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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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대상 시간 원인
捂 2 101(98%) 0 0
砍 0 136(100%) 0 0
敲 0 68(100%) 0 0
掐 0 13(100%) 0 0
刮 0 73(100%) 0 0
咬 37 25(40%) 0 0
盯 0 200(100%) 0 0
扶 0 101(100%) 0 0
指 0 76(100%) 0 0
吻 0 33(100%) 0 0
扇 0 13(100%) 0 0
劈 0 27(100%) 0 0
拍 0 78(100%) 0 0
砸 1 193(99%) 0 0
刺 0 62(100%) 0 0
啃 0 5(100%) 0 0
舔 0 5(100%) 0 0
踢 0 64(100%) 0 0
踩 0 188(100%) 0 0
扎 0 64(100%) 0 0
切 0 9(100%) 0 0
亲 0 8(100%) 0 0
划 0 8(100%) 0 0
割 0 6(100%) 0 0
捅 0 19(100%) 0 0
打 0 169(100%) 0 0
怪 0 30(100%) 0 0
念 0 53(100%) 0 0
看 41 109(73%) 0 0

표3 XP가 대상을 나타내는 빈도

정리하면 동사들이 구문에 출현하였을 때 ‘在+XP’와 결합하여 장소의 의미도 

가질 수 있는 극소수의 동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상의 의미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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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자주성

이어서 구문의 자주성에 대해서 검증해보자.

(126) a. 踢他！ 快踩！
그를 차! 빨리 밟아!

b. 打在脸上！ 亲在嘴上！
얼굴을 때려 입술에 입맞춤해!

본 절에 등장하는 몇 개의 동사들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두 가지 명령문으로 변

형시킨 결과 명령문이 성립하고 화자가 상대방에게 특정 동작을 요구할 때 사용할 

수 있다.

(127) 他故意不刺其他地方，而刺在我最痛的地方。
그는 일부러 다른 곳을 찌르지 않고,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128) 她的巴掌狠狠地拍在了我的鼻子和眼睛上。
그녀의 손이 나의 코와 눈을 세게 때렸다.

(127)~(128)예문에서는 ‘고의로’, ‘세게’라는 부사어가 사용되었다. 전자는 동사

에 행위자의 의지가 내재되어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선정된 것이고, 후자는 동작의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어로 이 역시 자주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고의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동작주가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

고, 세게 내리친다는 것은 행위자가 동작의 정도, 강약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음

을 말한다. 한 마디로 본 절에서의 동사들은 모두 도구를 사용하고, 대부분의 경우 

신체부위가 직접적으로 행위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주성을 띤다. 따라서 이 동사들

은 모두 자주성을 가지고 구문 역시 자주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4.1.3. 상적 특성

‘V+在+XP대상’의 상적 특성은 ‘V+在+XP장소’에 비해 단순하다.



현대중국어 ‘비처소동사+在+XP’ 구문 연구

- 52 -

(129) 她下面说的话一叉子捅在我的肚子上。
그녀가 이어서 한 말은 나의 배를 푹하고 찔렀다.

(130) 她满腔仇恨地盯着他，一只手捂在被抽打的脸颊上。
그녀는 원한에 찬 눈으로 그를 째려보면서, 한 손으로 맞은 얼굴을 가렸다.

(131) 他的腿踢在小偷的要害处。
그는 다리로 도둑의 급소를 찼다.

칼로 사물을 찌를 때 칼은 손에 의해 행위자의 위치에서 대상이 있는 위치로 이

동한다.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가릴 때 손이나 사용된 도구가 가려야 하는 사물 쪽

으로 이동하며, 차는 행위를 할 때도 다리가 상향 운동을 한다. 다만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신체부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위가 이동하는 거리가 멀지 않

다. 즉 ‘V+在+XP장소’에 비해 구문의 이동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이동의 의미가 다소 약화되었지만, ‘V+在+XP장소’와 똑같이 도구의 이동과 대상

과의 접촉을 내재하기 때문에 구문은 발화시점에서 이미 완료한 상황을 나타낸다.

따라서 ‘V+在+XP대상’은 [+종결], [-지속]의 시간적 자질을 가진다.

물론 성취상황 외에 다른 상황유형을 나타낼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동사들

은 모두 순간적 동작이다. 가해가 목적인 찌르는 행위는 도구를 빠르게 움직여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순식간에 이뤄진다. 가리는 것도 손이나 이불, 손수건 등

을 가지고 사물이 안 보이도록 하는 것인데 가리는 동작이 천천히 진행되지 않고,

한 번의 빠른 동작으로 끝난다. 차는 것은 다리 한 쪽을 들어 사물을 날려야 하기 

때문에 몸의 균형을 위해 빠르게 할 수 밖에 없다. 한 마디로 동작만 봤을 때, 이들

은 모두 [-지속]의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다음 예문을 보면 지속적인 상황도 나타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32) a. 打了一整天。
하루 종일 때렸다

b. 敲门敲了一个小时。
한 시간 동안 두드리다.

c. 一直指着黑板。
계속 칠판을 가리킨다.

d. 一直盯着我。
계속 나를 쳐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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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 예문은 각각 ‘하루 종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줄곧’ 등 부사어와 시량보

어를 사용하였다. 이들은 모두 시간의 지속을 나타낸 것으로, 이 부사어들과 공기

할 수 있다는 것은 동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거나 일정시간동안 지속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즉 본 절에서의 동사들은 대부분 지속시간이 짧은 동작, 순간적

으로 발생하는 동작을 나타내고 [-지속]의 특성을 지니지만, 지속을 나타내는 부사

어와 공기하여 [+지속]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인 특성이 

다음 예문과 같은 상황도 나타낼 수 있게 만든다.

(133) 她看着他那修剪过的白手指敲在桌面上，他的头沉入肩膀。(彼得⋅梅尔/追

踪塞尚)

그녀는 그가 가느다랗고 흰 손가락으로 탁자를 치면서 고개가 어깨 밑으

로 숙여지는 것을 보았다.

(134) 她的手掌拍在他的小肚皮上，发出啪哒啪哒的响声。(库尔特⋅冯内古特/五

号屠场)

그녀의 손바닥이 그의 배를 치니 찰싹찰싹 소리가 났다.

예문 (133)에서 ‘敲在桌面上’은 두드리는 동작이 한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손

가락으로 계속해서 책상을 두드리는 것을 뜻하고 나아가 남자가 고민하고 있는 모

습을 그렸다. ‘拍在肚皮上’은 뒤의 ‘啪哒啪哒’라는 의성어를 통해 동작이 여러 번 

반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동의 의미를 가진 ‘V+在+XP대상’과 완정상 표지의 결합은 매우 자유롭다.

(135) 她下面说的话一叉子捅在了我的肚子上。
그녀가 이어서 한 말은 나의 배를 푹하고 찔렀다.

(136) 她满腔仇恨地盯着她，一只手捂在了被抽打的脸颊上。
그녀는 원한에 찬 눈으로 그녀를 째려보면서, 한 손으로 맞은 얼굴을 가

렸다.

(137) 他的腿踢在了小偷的要害处。
그는 다리로 도둑의 급소를 찼다.

앞서 언급한 예문에 상표지 ‘了’를 더했을 때 구문의 의미는 변화하지 않고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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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이미 완료된 동작을 의미한다. 이는 구문이 [-지속], [+종결] 자질을 지녀 ‘了’

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표지가 올 경우 반복적인 동작을 나

타낼 수 없다.

‘V+在+XP대상’에 출현하는 동사 중 특이한 동사가 존재하는데 ‘看’과 ‘念’이다.

(138) *看在上天份上。
(139) *念在朋友一场。
(140) 看在上天份上，我饶你一命吧。 

하늘을 봐서 한 목숨 봐줄게.

(141) 念在朋友一场, 这次就不深究了。
우리가 친구인 것을 봐서 이번에는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을게.

(142) *看在了上天份上，我饶你一命吧。 
(143) *念在了朋友一场, 这次就不深究了。

‘看+在+XP’, ‘念+在+XP’는 ‘~를 봐서/고려해서’의 의미이다. ‘看/念+在+XP’는 단

독으로 출현하지 못해서 뒤에 반드시 후속 절이 있어야 하고 이들은 항상 문두에 

출현하거나 다른 절 앞에서 부차적인 기능을 한다. ‘看在’와 ‘念在’가 이끄는 XP는 

동작의 처소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문장, 주로 용서나 양보의 내용을 담은 이 문장

의 전제조건/원인이 되고, 주요 동사는 뒷 절에 있다. 쉽게 말해 ‘看在上天份上，我

饶你一命吧’에서 ‘上天’은 ‘饶你一命’의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후속 절을 생략할 

경우 문장의 의미는 불완전해지고 비문이 된다. 따라서 ‘看+在+XP’, ‘念+在+XP’는 

상적 의미를 논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때문에 완정상 표지와 같이 올 경우 구문의 

미실현 의미와 ‘了’의 실현의 의미가 충돌하여 의미가 성립하지 않는다.

‘V+在+XP대상’은 대부분의 경우 상황의 종료([+종결])를 나타내고, 가끔 반복적

인 동작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리고 ‘了’와의 결합이 자유롭고, 표지를 사용할 경

우 동작의 완료 의미는 변화하지 않는다. ‘看’과 ‘念’의 경우 후속절과 반드시 함께 

출현해야하고 미래의 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了’와 함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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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V+在+XP대상’의 구조적 특성

구문과 동사의 의미적 특성은 구문의 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4.2.1. ‘在’ 생략

본 절에서는 ‘V+在+XP대상’에서 ‘在’를 생략할 수 있는지 보겠다.

(144) ?这位执法官一拳打我脸上。
(145) ?日本人虽只杀了小崔，而把无形的刀刺他们每个人的心上。
(146) ?他二话不说，直接拿起砖头砸警察的头上。

기존의 예문에서 ‘在’를 생략한 후 문장을 읽어보면 전치사가 있을 때보다 어색

하지만 비문이 되지는 않고, 다만 중국인 화자에 따라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비문

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147) (축구시합 하다가)

A: 你脸色怎么这么差？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B: 脚没收住踢门框上了，好痛！
발을 미쳐 못 멈춰서 골대를 찼어. 너무 아파!

(148) 你左脚踩右脚上试试。(微博)

왼발을 오른발 위에 겹쳐봐.

(147)대화문은 시합하는 상황을 가정해 본 것이다. 이는 시합을 하는 도중 사고

가 발생하여 A와 B가 대화하는 상황이다. 이때 B가 말한 문장은 ‘在’가 생략되었

지만 매우 자연스러워 보인다. 마찬가지로 (148)에서는 대화가 아니지만 두 사람이 

같이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화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동작을 하라고 권하

는 상황이다. 이때도 역시 문장이 성립하고 (144)~(146)예문에 비해 매끄럽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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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을 보면 대화의 경우 상황이나 장면을 묘사하기 위한 수식어가 적고, 문장 자

체가 간결하여 ‘在’를 생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듯하다.

‘看’, ‘念’의 경우 ‘在’를 생략하면 문장은 모두 비문법적이게 된다.

(149) *看我的面子上，你就别再说什么了。
(150) *以后我上台了，请诸位念朋友的关系上，给我多捧场。

그러나 아래 문장을 보면, ‘看’과 ‘念’이 출현하는 문장에서 ‘在’가 생략되어도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51) 我看(在)你可怜巴巴的，就帮你这一回。(刘斯奋/白门柳)

네가 불쌍한 것을 봐서 이번만 도와줄게.

(152) 兄弟，我念(在)你家中还有一个瞎眼的老母，呆会儿我杀你之时，三刀两刀

先割了你的绳索，你拔腿就跑，我在后面假装追你一阵。(格非/江南三部曲)

형제여, 그대 집에 눈 먼 노모가 계신 것을 감안하여 이따가 죽일 때 그

대의 밧줄을 먼저 풀어 드릴 테니 냅다 도망가시오, 저는 뒤에서 한동안 

쫓는 시늉을 하겠소.

그러나 위의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XP가 명사

성 성분이 아니라 온전한 문장, 즉 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XP에 해당하는 

부분은 동사의 직접목적어처럼 기능한다.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V+在+XP대상’

에서 ‘在’를 생략해도 비문이 되지 않지만 ‘V+在+XP장소’보다 매끄럽지 못하다.

그리고 ‘看’과 ‘念’의 경우 XP가 절의 형식을 가질 때 외에는 전치사를 생략할 수 

없다.

4.2.2. XP의 구조적 특성

이어서 ‘V+在+XP대상’에서 XP의 구조적 다양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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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他忽然发了怒，一掌拍在了桌子上。(老舍/四世同堂)

그는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책상을 힘껏 내리쳤다.

(154) 从一个大瓦罐里爬出两条蜈蚣，咬在她手背上。(宗璞/东藏记)

큰 토기동이에서 지네 두 마리가 기어 나와 그녀의 손등을 물었다.

(155) 花花把两手扶在王小明的两膝上，两眼一直看着他的脸。
화화는 두 손으로 왕샤오밍의 무릎을 짚고, 두 눈은 그의 얼굴을 계속 바

라보았다.

XP는 ‘桌子上’, ‘她手背上’, ‘王小明的两膝上’으로 모두 ‘명사+방위사’, 또는 ‘수

식어+중심어(명사)+방위사’의 구조를 하고 있다.

이어서 XP에 명사성 이외의 성분이 오는 것을 가정해보자.

(156) *拍+在+동사(구)+上        *咬+在+형용사+上        *扶+在+절+上

위의 예문을 굳이 번역하면, ‘~하는 것을 내리치다’, ‘~한 것을 물다’와 ‘~가 ~하

는 것을 짚다’가 된다. 어떠한 동작을 치는 것, 어떠한 성질을 무는 것, 그리고 어

떠한 상황을 짚는 것은 중국어에서이건, 한국어에서이건 모두 의미가 성립하지 않

고 비문이 된다. 이처럼 대상을 나타내는 XP와 함께 출현하는 동사들은 술어성 구

나 절과 공기할 수 없다.

방위사의 생략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본래 예문에서 방위사를 생략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57) *他忽然发了怒，一掌拍在了桌子。
(158) *从一个大瓦罐里爬出两条蜈蚣，咬在她手背。
(159) *花花把两手扶在王小明的两膝，两眼一直看着他的脸。

‘V+在+XP대상’에서 방위사를 생략하면 XP는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방

위사를 생략 불가능한 것은 XP의 처소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다. 비록 의미상 대상

으로 이해되지만, 형식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XP는 장소로 인식되기 때문에 방위

사가 없을 경우 문장은 비문이 된다.

이상 분석을 정리하면 V는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동작이며, 또 이동의 의미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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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고 있어서 XP는 신체부위가 이동을 하여 도달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XP는 길이와 상관없이 장소로 인식되기 쉽고 모두 명사성을 가진다. 게

다가 V는 구체적이고 힘을 가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의 대상이 동작이나 성질,

사건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예문에서 XP를 보면 모두 구조적으로 짧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명사성 성분 뒤에는 반드시 방위사가 따른다.

‘看’과 ‘念’이 문장에 출현할 때 XP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자.

(160) 看在你妈妈的份上，我就放过你一次吧。
너의 어머니를 봐서 이번 한 번만 봐줄게.

(161) 念在狗的祖宗是狼的份上，便同意王二麻子做第三把手了。
개의 조상이 늑대인 것을 감안하여 왕얼마즈가 넘버 쓰리(직위가 세 번째

로 높은 사람)가 되는 것을 동의하였다.

‘看’, ‘念’은 명사성 XP를 이끌 수 있지만 더 복잡한 XP도 이끌 수 있다.

(162) 看在决斗时我欠你一次这回就放过你。(罗德岛战记)

결투 때 너에게 빚을 한번 졌으니 이번에는 봐주겠다.

(163) 恳求你们念在我替国家尽心出力，给我的妻子一个适当的安置。(莎士比亚/

奥瑟罗)

간청 드리오니 제가 나라를 위해서 온힘을 다한 것을 봐서 제 아내에게 

적당한 자리를 하나 주십시오.

예문에서 ‘看在’와 ‘念在’ 뒤에 오는 XP는 모두 절의 구조를 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看’, ‘念’ 안에서도 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XP에 차이가 있다. ‘看+在

+XP’ 중에는 오직 6%만이 XP에 구나 절이 오고 ‘看’과 자주 같이 등장하는 XP를 

살펴본 결과 ‘份’, ‘面子’, ‘情面’, ‘妈妈(사람)’등과 같이 체면이나 사람처럼 가시적

이고 명사적인 성분이 자주 출현한다. ‘念’의 경우, ‘交情’, ‘昔日之情’과 같은 추상

적이고 비가시적인 명사성 성분과 같이 출현한다. 아울러 ‘念’은 명사성 성분보다 

술어구나 절과 더 자주 같이 등장한다. 통계결과 ‘念’이 사용된 예문 중 54%에 달

하는 예문에서 ‘念’은 복잡한 XP와 공기하며 이때 XP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기정

사실을 나타낸다. 이는 아마도 ‘念’이라는 동사 자체가 ‘고려하다’, ‘생각하다’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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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看’보다 추상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4.2.3. 구문 전환

① ‘V+到+XP’로의 전환

‘V+在+XP대상’에서 V와 XP가 시간순서 원칙을 따르는지를 살피기 위해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V+到+XP’ 구문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164) a. 场长把杯子重重地拍在桌上。
b. 场长把杯子重重地拍到桌上。(莫言/黑沙滩)

공장장이 컵을 탁자에 세게 내리쳤다.

(165) a. 狗已伸了长长的舌头舔在了庄之蝶的脸上。
b. 狗已伸了长长的舌头舔到了庄之蝶的脸上。(贾平凹/废都)

개는 이미 긴 혀를 내밀어 장지접의 얼굴을 핥았다.

(166) a. 然后他又把目光盯在了时钟上，他不再计算分数了，而是以秒数来计算

了。
b. 然后他又把目光盯到了时钟上，他不再计算分数了，而是以秒数来计算

了。(大仲马/基督山伯爵)

그 후 그는 다시 시선을 시계로 옮겼고, 더 이상 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초 단위로 계산하였다.

(164b)에서 컵은 ‘场长’의 손에 있었던 상태에서 ‘拍’하는 동작에 의해 손에서 

‘桌上’으로의 이동하였다. 이때 그의 손은 컵을 이동시키는 수단이 된다. (165b)에

서 동작에 사용된 도구는 개의 혓바닥이다. 혀는 개의 의지에 따라 입안에서 ‘庄之

蝶’의 얼굴 위로 이동한다. 마지막 (166b) 예문에서 눈을 통해 발사된 시선이 다른 

곳에 머물러 있다가 모종의 목적 때문에 시계를 향해 움직이고 결국 시계에 고정

된다. 즉 상기 예문에서 컵, 혀와 시선은 행위자의 의지에 따라 한 곳에서 다른 곳

으로 이동하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행위자의 신체의 일부가 같이 이동하며 동작

이 발생하는 동안 에너지가 끊임없이 주입된다. (164a)~(166a)를 보면 ‘在’를 ‘到’로 

바꿔도 구문의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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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a. 他把一切都怪在了那个英国人的头上。
그는 모든 탓을 저 영국인에게 돌렸다.

b. 他把一切都怪到了那个英国人的头上。(罗伯特⋅路易斯⋅史蒂文森/自杀

俱乐部)

‘怪’는 탓한다는 의미의 동사이다. 탓하는 행위는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으로 책임의 전가, 즉 이동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怪+在+XP’를 ‘怪+到+XP’로 

바꿔도 의미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동사들은 배치동사와 많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행위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신체부위의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신체부위를 이용해 무언가를 

옮길 수 있으며, 이동 후의 도착지 역시 행위자에 의해 정해진다. 다만 차이점은 

배치동사의 경우 사물을 행위자가 원하는 곳에 배치한 이후 사물이 계속해서 그곳

에 머물게 되지만, ‘V+在+XP대상’에서 사용된 도구는 XP와 접촉하지만 계속해서 

XP에 머물지 않는다.

(168) a. 看在我的面子上

나의 체면을 봐서

* b. 看到我的面子上

(169) a. 念在友情上

우정을 봐서

* b. 念到友情上

‘看’과 ‘念’은 ‘打’, ‘捅’ 등 동사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看’과 ‘念’은 ‘보다’, ‘생

각하다’의 뜻으로 구문은 ‘XP를 봐서’, ‘XP를 생각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동작

이 이동의 의미를 내재하지 않기 때문에 ‘到’와 공기할 수 없다. 게다가 관련 예문

을 보면 ‘看’과 ‘念’ 뒤에 오는 XP는 구체적인 동작 뒤에 오는 XP에 비해 장소의 

의미가 더욱 줄어들어 진정한 대상에 가깝다.

결론적으로 ‘V+在+XP대상’은 ‘看/念+到+XP’가 비문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동사들이 ‘V+到+XP’를 이룰 수 있으며 이는 동작의 이동의미와 결부

된다. 그리고 동작과 XP와의 접촉은 순차적으로 발생하여 시간순서 원칙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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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在+XP+V’로의 변환

시간순서 원칙을 따르는 ‘V+在+XP대상’이 ‘在+XP+V’ 구문과의 호환성이 어떠

한지에 대해 살펴보겠다.

(170) 康妮觉得好像被他在脸上打了一下似的。(戴维⋅赫伯特⋅劳伦斯/查泰莱夫

人的情人)

코니는 그에게 얼굴을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171) 有时喊了两声不见动静，便爬上床先在脸上亲一口，然后揭开被子，在那

光溜溜的屁股上叭叭落下两巴掌。(刘玉民/骚动之秋)

가끔 두 번 불러도 반응이 없으면 침대에 올라가 (그의) 얼굴에 입맞춤을 

한 후에 이불을 젖히고 매끄러운 엉덩이를 찰싹찰싹 두 대를 때렸다.

(172) 一觉醒来感觉好像有人在肚子上踢了一脚，隐隐作痛。
자고 일어나니 누군가에게 배를 한 대 차인 것처럼 아팠다.

예문에서, ‘在脸上’, ‘在脸上’, ‘在肚子上’은 각각 맞은 위치, 입이 닿은 위치와 차

인 위치로, 모두 동작을 한 후 행위자의 신체부위 내지는 도구가 최종적으로 도달

하는 장소이다. 즉 목적지인 XP가 모두 동작의 앞으로 위치 이동한 예문들이고 변

형 후 문장은 여전히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Va+在+XP

장소’에 대해 서술할 때 언급했듯이 ‘在+XP+V’로의 전환은 자주성과 긴밀한 관련

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작의 시작점과 목표점까지의 거리도 영향을 미친다. ‘V+在

+XP대상’은 도구와 대상과의 접촉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둘은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한다. 즉 가까운 거리에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 펼친 필자의 논리와 

위배되지 않고, ‘在+XP+V’로도 쉽게 전환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해야할 것은 ‘在+XP+V’로 전환하였을 때, 동사는 목적어

를 갖게 되는데, 이때 목적어로는 동작을 행함에 있어서 행위자가 사용한 도구나 

‘一下’와 같은 보어가 자주 출현한다.

(173) 他在我脸上打了一拳。
그는 내 얼굴에 주먹을 한번 날렸다.

(174) 他在我鞋子上亲了一口。
그는 내 신발 위에 입맞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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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抢劫犯在老爷爷肚子上捅了一刀。
강도가 할아버지의 배를 칼로 찔렀다.

(176) 他用棍子在我的肚子上捅了一下。
그는 막대기로 내 배를 찔렀다.

(170)~(172)에서는 ‘打一下’, ‘亲一口’, ‘踢一脚’과 같이 동작을 빠르게 한 번 실행

함을 나타내는 ‘一下’와 입, 발 등 동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동사의 보어

로 출현하였다. (173)~(176)을 보면 마찬가지로 ‘一拳’, ‘一刀’처럼 칠 때 필요한 것

과 찌를 때 필요한 도구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인데, 첫째는 ‘V+在+XP대상’에서 동작에 도구가 사용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동작

이 순간적이고 반복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어서 예외적인 ‘怪’, ‘看’, ‘念’의 경우를 보겠다.

(177) *他在我身上怪

(178) *他在我身上怪了一下

(179) *在我的面子上看

(180) *在我的面子上看一眼/一下

(181) *在我们的情意上念

(182) *在我们的情意上念一下 

‘怪’, ‘看’, ‘念’이 사용된 ‘V+在+XP’구문을 위와 같이 ‘在+XP+V’ 형태로 바꾸고,

나아가 보어 ‘一下’를 부가한 결과 모든 문장이 비문이 된다. ‘在+XP+V’로 바꿀 경

우 XP는 마치 구체적인 장소인 것처럼 느껴진다. 예를 들어 ‘他在我身上怪’는 그

가 내 몸 위에서 탓하는 행위를 함을 의미하는 듯하여 마치 XP가 탓하고 있는 장

소처럼 느껴진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두 예문에서도 체면에서 보는 행위를 하고,

정감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해된다. 그리고 ‘一下’와 공기 불가능한 것은 탓하는 

것과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은 횟수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4.3. V와 XP의 관계

XP가 대상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동사의 의미와 깊은 관련이 있다. 예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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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捂’, ‘敲’, ‘吻’, ‘舔’은 각각 ‘가리다’, ‘두드리다’, ‘입맞춤하다’, ‘핥다’의 의미이다.

그리고 이러한 동작들을 실행하는 행위자는 피위자에게 접촉을 하게 된다. 가리는 

것은 주로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을 가리는 동작이고, 두드리는 것은 손이나 단

단한 물건을 가지고 다른 물건을 치는 것을 말한다. 입을 맞추는 것은 입술을 다른 

사물에 닿게 하는 행위이고, 핥는 것은 혀로 무언가를 훑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도구로는 손, 단단한 물건, 입술과 혀가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咬’, ‘切’ ‘扎’ ‘割’,

‘踢’는 ‘깨물다’, ‘썰다’, ‘찌르다’, ‘베다’, ‘차다’라는 의미로 피위자에게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 깨무는 것은 이빨을 통해 피위자에게 힘을 가하는 것이고, 써는 

것은 칼로 피위자를 작은 부위로 나누는 행위이며, 찌르는 것은 침이나 가시 따위

로 피위자에게 꽂는 것이며, 베는 것은 칼로 피위자를 베어 흔적을 남기는 것이고,

차는 것은 발을 이용해 피위자를 받아 올리는 것이다. 즉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도

구를 사용하여 피위자에게 힘을 주입하여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위치를 바꾸는 등 

상태변화를 일으킨다. ‘打’, ‘刺’, ‘捅’은 각각 때리는 행위와 뾰족한 것으로 찌르는 

행위, 그리고 막대기나 칼 등으로 찌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행위는 피위자의 상

태변화를 일으키고, 피위자가 사람일 경우 상해를 입힌다. 한 마디로 동작에 이동

이 동반되고, 동작은 반드시 대상이라는 목표점에 이르게 되며 대상과 접촉한다.

뿐만 아니라 행위자는 대상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邵洪亮(2003)은 ‘切’,

‘打’, ‘踢’, ‘捅’, ‘敲’ 등의 동사는 동작의 영향을 받는 피위자가 처소성을 지닌다고 

주장했다. 즉 동작을 받는 대상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대상이 목표/종점으로 

인식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반드시 도착하게 되는 그 지점을 XP로 나타낸 것이

다. 그러므로 XP는 장소와 유사하지만 일반적인 장소가 아닌, 힘을 받거나 피해를 

받는 대상을 뜻한다.

하지만 소수의 예외가 존재한다. XP는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데 ‘念’, ‘看’의 

경우 XP가 더 추상화되어 완전한 대상처럼 변화한다. ‘念/看+在+XP’는 어떠한 사

실이나 상황을 고려한다는 의미로 동작성이 더 약화되고 따라서 이동이나 접촉의 

의미도 소실된다. 이에 XP는 동작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닌, 순수 대상이 된

다. 이를 뒷받침해줄 증거로는 문장에서 ‘在’를 생략하여 XP가 V의 목적어처럼 기

능하는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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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V+在+XP시간’의 의미적 특성

지금까지 XP가 구체적인 장소나 대상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다. 이때 구문은 실

질적이거나 추상적인 곳으로의 이동, 또는 고정된 곳에서의 사건벌생과 동작/상태

의 지속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어지는 절에서 설명할 유형은 XP가 공간적인 의미

에서 벗어나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5.1.1. V의 유형

‘V+在+XP시간’에 출현하는 동사는 앞의 두 구문보다 추상적이다.

(183) 冲上那座山头，红旗终于像一朵硕大的红花开在了春天。(Baidu)

산봉우리에 오르자, 붉은 깃발이 커다란 붉은 꽃처럼 봄에 활짝 피었다.

(184) 很遗憾，我们又是输在最后一刻。(1998年人民日报)

아쉽지만 우리는 또 마지막 순간에 졌다.

(185) 明天就要上场了, 你怎么偏偏病在这个时候！
내일이면 시합에 나가야하는데 왜 하필 이때 아픈 거야!

(186) 她爷爷死在三年前的春天。
그녀의 할아버지는 3년 전 봄에 돌아가셨다.

(187) 多伦多得到了较多支持, 但北京笑在了最后。(新华社2001年7月份新闻报道)

토론토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베이징이 마지막에 웃었다(승리

하였다).

(188) 股份应买在最低点。/ 明天技术性反弹来了, 千万别卖在低点。
주식은 하한선에서 사야한다. / 내일 기술적 반등이 있을 예정이니 절대 

하한선에서 팔지 마세요.

3장에서 본고는 XP에 구체적인 장소와 추상적인 장소가 오는 경우를 살펴보았

는데 (183)~(188) 예문을 보면 XP는 추상장소보다 더 추상화하여 동작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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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다시 말해 언제 동작이 이뤄지는지를 나타낸다. 이는 ‘~할 때 V하다’의 의미

로 해석할 수 있다.

XP와 결합하여 시간을 나타낼 수 있는 동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开(꽃이 피다) 响 病 处 活 醒 生 输 赢 栽 毁 死 笑 买 卖 说

‘V+在+XP시간’ 구문에 출현할 수 있는 동사는 많지 않다. 이들이 구문에 출현하

였을 때 XP의 의미 출현빈도는 다음과 같다.

장소 대상 시간 원인
开 39 0 4(9%) 0
响 118 0 5(4%) 0
处 172 0 20(10%) 0
活 170 0 23(12%) 0
醒 31 0 5(14%) 0
生 137 0 53(28%) 0
笑 22 0 11(33%) 0
买 10 0 3(23%) 0
卖 10 0 5(33%) 0
说 49 0 144(75%) 0
死 141 0 20(12%) 38
病 63 0 1(2%) 3
输 0 0 6(4%) 156
赢 0 0 2(3%) 57
栽 1 0 1(1%) 149
毁 3 0 5(5%) 99

표4 XP가 시간을 나타내는 빈도

XP가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동사들은 대부분의 경우 ‘V+在+XP시간’보다 

V+在+XP장소’에 더 자주 사용되며, ‘V+在+XP시간’ 관련 예문의 수가 전반적으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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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자주성

XP가 시간을 나타낼 때 ‘V+在+XP’에서 V가 어떠한 의미적 특성을 지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189) *开！   *生！   *处!

*响一下！   *死一下！  
*赢吧！     *毁吧！

상기 문장은 각종 명령 형식에 동사를 대입시킨 것이다. 가장 위에 있는 동사를 

굳이 번역한다면, ‘피어!’ ‘태어나!’ ‘(~에)처해!’가 된다. 그러나 꽃이 피는 것, 생명

이 태어나는 것,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모두 인위적으로, 의도를 가지

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꽃이 피는 것은 햇빛, 수분, 영양 등 요소가 조화를 이

루면 때가 되면 저절로 피게 되고, 태어나는 것 역시 산기가 차서, 태아가 충분히 

성장하면 저절로 태어난다. 상황에 처하는 것도 어떤 상황에 처하고 싶어서 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처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처하게 되기도 한다. 그 다

음 부류의 명령문은 ‘~을 한번 해봐’의 의미로 권유를 나타낸다. 소리가 나는 것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천둥소리가 울리는 것, 무언가에서 소리가 나는 

것 모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다. ‘死一下’도 마찬가지로 죽는 것은 사

람의 능력으로 관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봐’와 같이 명령을 내릴 

수 없다. 마지막 ‘V吧’ 역시 ‘~해’라는 완곡한 명령을 뜻한다. ‘이겨!’, ‘무너져!/망

해!’ 등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로 명령한다고 하여 청자가 그것을 실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지금까지 언급한 동사들은 모두 행위자가 자신

의 의지로 할 수 없는 동작을 말하고, 모두 비자주성을 가진다.

(190) 买！     笑一下！        卖吧！
사! 웃어봐     팔아/팔자!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동사를 명령문으로 바꿔보았다. 위에서 말한 것과 반대로 

이들은 모든 명령문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동사들은 모두 행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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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마음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동작들이다. 따라서 본 절의 연구 대상인 동사들은 

자주성을 잣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자주동사이고, 또 하나는 

비자주동사이다. 자주성과 문장에서의 ‘V+在+XP’ 구문 의미 사이에 어떠한 관계

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다루겠다.

5.1.3. 상적 특성

구문의 상적 특성을 보기에 앞서 먼저 동사의 상적 특성을 알아보겠다.

(191) *醒着 *死着 *毁着  笑着  活着

(192) *在醒 *在死 *在毁  在笑  *在活

동사에 지속성이 있는지를 보기위해 각 동사에 지속상 표지 ‘着’와 진행상 표지 

‘在’를 부가하였다. 먼저 ‘醒’, ‘死’, ‘毁’의 경우, ‘깨고 있다’, ‘죽고 있다’, ‘망가뜨

리고 있다’와 같이 지속 관련 표지와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통해 이들이 [-지

속]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동사는 두 가지 표지 중 적어도 

하나와는 결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들은 상황에 따라 지속을 나타

내는 표현과 공기할 수 있고, [+지속]의 특성을 지닌다.

‘笑’, ‘活’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 시간동안 지속가능한 동작이다. 예컨대

‘笑’는 ‘笑了很久’와 같이 긴 시간동안 웃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这次的

比赛不知谁会笑在最后？’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것을 의미

하고, 여기서 웃는 동작은 실제로 승리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구문은 지속

동사를 사용했음에도 [-지속], [+종결]의 특성을 가진다. 사는 것(活)은 태어나고부

터 죽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지속성을 지니고, 구문 ‘活+在+XP’

도 ‘~한 시대에 살고 있다’의 의미로 [+지속], [-종결]의 자질을 갖는다.

(193) 他已经病了一个月了。
그는 병에 걸린 지 한 달 되었다.

(194) 这三年他一直处在危险期。
그는 3년 동안 위급한 상태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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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病’, ‘处’의 경우에도 ‘一直’, ‘一个月’와 같이 장시간을 나타내는 시간표현과 공

기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지속]의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

한 예문들을 보면 이들이 출현하는 ‘V+在+XP’는 모두 [+지속], [-종결]의 특성을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195) *处在了非常期。
(196) *活在了当下。

‘处+在+XP’, ‘活+在+XP’는 지속성이 강하고 현 상황에 어떠한 상태에 있음을 뜻

하므로 전치사 뒤에 ‘了’가 올 수 없다. 반면 ‘醒’, ‘死’, ‘生’, ‘输’, ‘赢’, ‘毁’, ‘买’,

‘卖’ 등은 지속 상황을 나타내지 못한다.

(197) 我醒在一个美好的早晨。 我醒在了一个美好的早晨。
나는 싱그러운 아침에 깨어났다.

(198) 很遗憾，我们又输在最后一刻。 我们又输在了最后一刻。
아쉽지만 우리는 또 마지막 순간에 졌다.

(199) 她爷爷死在三年前的春天。 她爷爷死在了三年前的春天。
그녀의 할아버지는 3년 전 봄에 돌아가셨다.

(200) 股票卖在最高点！ 股票卖在了最高点！
주식을 상한가에 팔았다.

상기 예문을 보면 화자의 발화시점에서 동작은 모두 이미 발생한 상태이며, ‘깨

다’, ‘지다’, ‘죽다’, ‘팔다’ 등 동작이 지속되거나 반복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식을 사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을 팔면 더 이상 소유할 수 없게 되고 거래

는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는 빠르게 진행된다. 따라서 이들이 

출현하는 구문은 동사와 같은 의미적 자질을 갖는다. 또한 완정상 표지 ‘了’를 부

가했을 때 문장의 의미가 크게 바뀌지 않고,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더욱 부각시켜

준다.

그러나 ‘响’은 조금 특이한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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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第一声雷响的时候把我吓了一跳。 你的手机响了一整天。
첫 번째 천둥소리가 났을 때 깜짝 놀랐다. 네 휴대폰 하루 종일 울었어.

(202) 他的声音响在我的耳边。 他的声音响在了我的耳边。
그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 맴돈다. 그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서 맴돌았다.

‘响’은 일반적으로 소리가 나다, 울리다의 의미로 번개소리나 폭발음 등 순간적

으로 발생하는 소리를 일컫는데, ‘响了一整天’처럼 소리가 반복적으로 울었다는 것

도 나타낼 수 있다. 게다가 ‘在+XP’와 함께 오면 어떤 소리가 계속해서 울리는 현

상을 말한다. 예문에서 구문의 의미는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귓가에서 

울리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지속], [-종결]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로 ‘响+在+XP’는 ‘永远’, ‘不停地’, ‘一直’와 같은 표현들과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표지 ‘了’를 더할 경우 문장은 소리가 한 동안 지속되다가 어느 시점에 끝났음을 

의미하고 발화시점에서는 이미 동작이 완료된 상황임을 제시한다.

‘V+在+XP시간’은 대부분 완료된 사건을 묘사하고 가끔 지속 상황을 묘사하며 

전자는 ‘了’와 공기 가능하고 후자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响’은 특수한 예로 상황

에 따라 [+지속], [-지속] 자질을 가질 수 있지만 ‘响+在+XP’는 [+지속]의 특성을 

갖는다.

5.2. ‘V+在+XP시간’의 구조적 특성

5.2.1. ‘在’ 생략

2장에서 ‘V+在+XP시간’에서의 ‘在’ 생략여부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在’의 생략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203) *这盘棋输开局。
(204) *但斯科拉里表示,与其赢热身赛,不如赢欧锦赛。
(205) *我们像殉道者那样死世界革命的前夕。
(206) *一位企业家自青年至壮年，一身清白，一路辉煌，但恰好栽五十九岁这个

特殊的年龄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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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코퍼스에서 제공한 예문에서 전치사를 생략할 경우, (203)~(206)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예문이 비문이 되고 해석이 불가능하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207) ?她怎么像个活二十世纪的人。
그녀는 마치 20세기 동안 사는 사람 같다.

(208) *我刚跨过四十岁，从人生的历程来看，生命还可以说处“正午”时光。
(209) *多伦多得到了较多支持, 但北京笑最后。
(210) *股份应买最低点。/ 明天技术性反弹来了, 千万别卖低点。
(211) *买无人问津时, 卖高潮迭起日。(Baidu)

본래의 문장에서는 ‘V+在+XP’ 구조로 ‘20세기에 살고 있다’의 의미로 해석되었

다. 그러나 ‘在’를 생략하자 ‘살다’라는 동사가 뒤의 20세기를 목적어로 가져 20세

기동안 산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 두 번째 예문에서는 ‘在’를 생

략하면 문장은 비문이 된다. 나머지 세 문장은 ‘在’를 생략한 이후 ‘活’와 마찬가지

로 마치 뒤의 XP를 목적어로 가져서 동사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의미가 해석이 안 되거나 본래 표현하려던 의미와 큰 괴리가 생긴다. 따라서 XP가 

시간을 나타낼 경우 구문에서 ‘在’를 생략하면 비문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서

도 생략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5.2.2. XP의 구조적 특성

XP가 시간을 나타낼 때 해당 위치에 어떤 구조가 올 수 있는지 살펴보자.

(212) 这盘棋输在了开局。
이번 (바둑)게임은 시작단계에서 졌다.

(213) 但斯科拉里表示,与其赢在热身赛, 不如赢在欧锦赛。(新华社2004年5月份新

闻报道)

스콜라리 감독이 말하기를 연습게임에서 이길 바에야 유럽축구선수권 대

회에서 이기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214) 我们像殉道者那样死在世界革命的前夕。(帕斯捷尔纳克/日瓦戈医生)

우리는 순교자처럼 세계혁명 전에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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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一位企业家自青年至壮年，一身清白，一路辉煌，但恰好栽在五十九岁这

个特殊的年龄上。(1998年人民日报)

한 기업가 청년은 청년에서 중년까지 청렴하고 잘나갔는데 쉰아홉이라는 

특별한 나이에 망했다.

‘开局’는 시합에서 시작하는 단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시작되자마

자 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热身赛’, ‘欧锦赛’는 여기서 ‘연습게임을 할 때’, ‘유럽축

구선수권 대회를 할 때’라는 의미를 갖는다. 나머지 두 예문에서도 XP는 수식구조

를 이루고 모두 명사성을 띤다. 따라서 XP에 출현하는 시간 표현은 모두 명사성 

성분임을 알 수 있다. 시간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 시간개

념은 시각(时刻)이나 시단(时段)을 뜻하므로 명사성 성분일 수밖에 없다.

5.2.3. 구문 전환

① ‘V+到+XP’로의 전환

‘V+到+XP’에서 ‘到’는 일반적으로 동작으로 인해 결과나 도착지에 이르는 것을 

나타낸다. XP가 장소면 어딘가에 다다르는 것, 그리고 XP가 결과면 어떠한 결과에 

당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시간적인 개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

(216) *眼见得多少创业艰难的企业，毁到最兴旺的时分。
(217) *她爷爷死到三年前的春天。
(218) ?她怎么像个活到二十世纪的人。

그녀는 마치 20세기까지 산 사람 같다.

(219) ?多伦多得到了较多支持, 但北京笑到了最后。
토론토가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 베이징이 마지막까지 웃었다.

(220) *股份应买到最低点。

상기 다섯 개의 예문에서 ‘在’를 모두 도착을 의미하는 ‘到’로 바꾼 결과 문장은 

대부분 비문이 되었고, 극소수 문장만 문법적으로 성립하는 듯하다. 동사들은 모두 

어떠한 현상이나 상태, 또는 ‘笑’, ‘买’ 등으로 이동과 무관한 동작들이다. (21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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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毁到最兴旺的时分’이 성립하려면, 기업이 망하여 그 결과로 가장 흥성할 때에 

이른다는 의미를 가져야 한다. ‘死到三年前的春天’ 역시 할아버지가 죽고 나니 3년 

전 봄에 이르게 되었다는 의미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문장은 성립할 

수 없다. (218)과 (219)의 경우 문장이 비문이 되지는 않지만 동작으로 인해 XP에 

이르게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작이 XP가 가리키는 시간까지 지속되었

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비교가 유의미하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 (220)은 V와 XP가 

‘到’를 통해 의미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문장은 성립할 수 없다.

② ‘在+XP+V’로의 전환

(221) ?眼见得多少创业艰难的企业，在最兴旺的时分毁了。
眼见得多少创业艰难的企业毁在最兴旺的时分。
창업하기 힘든 많은 기업들이 가장 흥할 때 망하는 것을 보았다.

(222) ?她爷爷在三年前的春天死了。 她爷爷死在三年前的春天。
그녀의 할아버지는 3년 전 봄에 돌아가셨다.

(223) *股份应在最低点买。 股份应买在最低点。
주식은 하한가에 사들여야한다.

(224) *她怎么像个在二十世纪活着的人。 她怎么像个活在二十世纪的人。
그녀는 20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 같다.

(225) *多伦多得到了较多支持, 但北京在最后笑了。
多伦多得到了较多支持, 但北京笑在了最后。 
토론토는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 베이징이 마지막에 승리하였다.

‘V+在+XP시간’ 구문에서 동사를 XP 뒤로 이동시킬 경우, 문장의 의미가 부자연

스러워지거나 완전히 비문이 된다. (221)~(222)에서의 동사처럼 [+종결]의 특성을 

지닌 동사들은 ‘在+XP+V’로 바꿨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인데 [+지속] 자질을 

갖는 동사들은 완전히 비문이 된다. 이처럼 ‘在+XP+V’로의 전환이 어려운 것은 앞

에서 언급한 것처럼 구문이 모두 비자주적 상황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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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V와 XP의 관계

이어서 V가 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출현할 수 있는지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동사가 ‘在+XP’를 선행하는 구조로 출현하는 이유에 대해 서

술하겠다.

구문에 들어갈 수 있는 동사는 크게 자주와 비자주로 나눌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우선 비자주동사의 경우를 보자. 비자주적인 동작은 행위자의 의지와 무관

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다시 말해 

사건이 먼저 임의의 곳에서 임의의 시간대에 발생하고, 그 후에야 사람은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며, 동작 V에 관한 부가적 정보(XP)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226) 我醒在夜里，夜半明半暗，我的嘴是干的。(顾城/英儿)

나는 새벽에 깼는데 당시에 날은 아직 어둑어둑했고, 내 입술은 말라있었다.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은 새벽이 되어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깨어난 것일

까, 아니면 깨어보니 새벽인 것일까. 답은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충분한 수면을 취해 눈이 저절로 떠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작과 시간

의 관계는 먼저 동작이 일어나고, 그 후에 시간을 확인해보니 ‘~시이더라’라는 결

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비자주동사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필자는 ‘비자

주동사+在+XP시간’ 역시 ‘처소동사+在+XP’와 다를 바 없이 시간순서원칙을 준수

한 어순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두 경우의 차이점은 처소동사의 경우 이동과 도착

의 순서를 나타내고, 비자주동사의 경우 사람이 사건을 인지하는 순서를 나타낸다.

이어서 자주동사 ‘笑’, ‘买’, ‘卖’의 경우를 보자. ‘笑’는 항상 같은 XP와 출현하

는데 ‘笑在最后’의 형태로만 출현한다.

(227) 多伦多得到了较多支持, 但北京笑在了最后。(新华社2001年7月份新闻报道)

토론토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결국 베이징이 마지막에 웃었다(승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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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笑在最后’에서의 ‘笑’는 실질적으로 웃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의미를 가리킨다. 즉 예문에서 베이징이 마지막에 웃었다는 것은 곧 최종적으로 

승리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笑’는 자주성을 지닌 ‘웃다’의 

의미가 아닌, 비자주성을 갖는 ‘승리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승리하는 것은 

‘醒’, ‘响’ 등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결과이다. ‘买’, ‘卖’는 ‘低点’,

‘高点’, ‘最低点’, ‘最高点’과 같은 XP와만 공기하는데 이들은 모두 주가의 높낮이

를 나타낸다. 주가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수많은 봉우리로 이루어지는데 높낮이

에 있어서 각기 다르며 ‘低点’, ‘高点’은 이러한 봉우리에서의 지점들을 가리킨다.

주가는 초단위로, 수시로 변화하기 때문에 하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보다도 더 

폭락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상한가에 판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싼 값에 판 경우

도 허다하다. 이는 다시 말해 주식을 고가에 팔았는지, 아니면 저가에 사들였는지

는 최종결과가 공개되어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매매하는 

것도 비자주적이고, 사고파는 동작이 먼저 발생하고, 주가의 변화 결과가 나온 후

에야 자신이 상한가에 팔았는지, 아니면 하한가에 샀는지를 알 수 있다.

아울러 의지를 가지고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은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서 상황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사망

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망 시간이 관심 대상이 

될 수 있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 역시 깨어나는 시간은 아무도 모르고 하루의 일과

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있어 ‘醒’이란 동작은 시간과 깊은 관련

성을 가진다. 주식을 사고파는 것 역시 타이밍이 모든 것을 좌우하기 때문에 주식

매매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이처럼 본 절에서 언급한 동작들은 모두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시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동작들이다.

종합하면 비록 ‘V+在+XP시간’에 출현하는 동사에는 자주동사와 비자주동사가 

있지만, 구문이 문장에서 사용되었을 때는 항상 비자주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그렇

기 때문에 동작이 XP를 선행하는 ‘V+在+XP시간’ 어순을 사용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 순서를 반영한 결과이며, 이는 기존의 시간순서원칙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구문은 시간순서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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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V+在+XP원인’의 의미적 특성

6.1.1. V의 유형

XP는 장소, 대상, 시간 외에 더욱 추상적인 개념도 나타낼 수 있다. 관련 예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228) 虽然将原来办木工厂挣的４万元人民币都赔在这条线路上了，但是他说不

久他就会和青山的农民朋友一起走向富裕(1996年人民日报 4月份)

비록 본래 나무공장일로 벌어들인 인민폐 4만원을 모두 이 계획에 꼬라

박았지만, 그는 머지않아 칭산의 농부친구들과 같이 부유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29) 因为这是一种家庭遗传病,我的父亲和祖父都是死在这种病上的。(大仲马/基

督山伯爵)

이는 가족 유전병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와 조부가 모두 이 병에 사망하

였다.

(230) 可是在他升任市长以后，很快就毁在“大款”手中。(作家文摘 1997)

그러나 그가 시장에 당선된 이후 금방 또 부호 손에 망했다.

(231) 这些企业赢就赢在技术含量高上，因此有生存和发展的竞争能力。(1994年

报刊精选)

이러한 기업들은 기술력이 높아서 이겼고, 이 때문에 생존과 발전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232) 江苏队则输在投篮命中率太低、失误较多。(1995年人民日报)

지앙쑤팀은 득점률이 너무 낮고 실수가 많아서 졌다.

(233) ≪一碗阳春面≫高中语文课本中的文章，开始念得挺顺，后来栽就栽在叹

词上。(韩寒/三重门)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양춘면 한 그릇≫은 처음에는 술술 읽히다가 

나중에 감탄사에서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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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예문에서 ‘赔在这条线路上’은 사건의 결말을 나타내고 주어인 ‘他’는 

‘这条线路’ 때문에 돈을 손해 본 상황이다. 두 번째 예문에서 화자의 아버지와 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이고, 사인은 화자가 언급한 유전병이다. (230)에서 

주어인 ‘他’는 시장으로 임명되자마자 망했는데 망한 이유는 다른 부호 때문이라

고 말하고 있다. (231)에서는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생존하였음을 이야기

하며 그 이유는 높은 기술력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232)는 농구시합에서 찌앙

쑤팀이 이미 패배한 것에 대해 언급하였고, 바로 후행하는 XP에서 팀이 지게 된 

것이 낮은 득점률과 잦은 실수 때문이라고 하였다. 마지막 예문에서 화자는≪양춘

면 한 그릇≫이라는 책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내용이 읽기 수월했는데 뒤에 출현하

는 감탄사 때문에 책의 질이 떨어졌다고 평가하고 이로 인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

다. 이상 분석을 종합하면, ‘V+在+XP원인’ 구문에서 XP는 모두 V라는 상황이 발

생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준다. 아래의 예문들을 보자.

(234) 我们醉了, 醉在这青稞酒中, 更醉在这浓浓的土乡情里。(新华社2001年7月

份新闻报道)

우리는 취했다, 이 청과맥 술에 취하고, 이 짙은 향토적 정서에 더욱 취했

다.

(235) 我见过好多人全是伤在这‘斗’字上头！(矛盾/子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투’자에 다치는 것을 봤다.

(236) 他也是因为气在自己的族人只旁观着逐渐灭亡的故乡，却不打算采取任何

行动才走的。(罗德岛战记)

그도 자신의 부족원들이 점차 망해가는 고향을 방관만 하면서 아무런 조

치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화가 나서 떠난 것이다.

(237) 中国教育有病! 病在教育权力。(Baidu)

중국 교육은 병들었다. 교육권력 때문에 병들었다.

(238) 我们迷了，迷在哪裡？迷在有自性不会用，完全让阿赖耶当家做主。
우리는 길을 잃었다, 어디서 잃었을까? 불성(佛性)이 있으면서도 쓸 줄 몰

라서 아라이이에를 가주로 만들어서 길을 잃었다.

(234)에서 ‘我们’은 발화시점에서 이미 취한 상태에 있고 취한 이유는 청과맥 술

을 마신 것과 정겨운 향토적 정취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예문에서는 화자

가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보았고, 다친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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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斗’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머지 두 예문에서 주어는 각각 화가 난 상태와 길

을 잃은 상태에 진입하였고, 그러한 상태에 다다르게 된 것은 결국 부족원들의 무

관심과 불성(佛性)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점으로 귀결됨을 제시하였다. 이 동사

들은 모두 상태를 나타내고 먼저 언급한 (228)~(233)과 마찬가지로 XP는 원인에 대

해 규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동사가 공통적으로 부정적인의미를 나타낸다(赢 제

외). 즉 모두 사람들이 원치 않는 상황이거나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XP는 모두 V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V+在+XP원인’에 출현

할 수 있는 동사는 다음과 같다.

输, 赢, 赔, 死, 栽(망하다), 毁, 伤, 醉, 气, 病, 迷

각 동사가 ‘V+在+XP’에 출현하여 ‘V+在+XP원인’을 나타내는 빈도를 다음과 같

이 제시한다.

장소 대상 시간 원인
死 141 0 20 39(20%)
伤 92 0 0 33(26%)
迷 21 0 0 4(16%)
病 101 0 1 4(4%)
醉 6 0 0 11(65%)
气 11 0 0 6(35%)
栽 1 0 1 149(99%)
输 0 0 6 156(96%)
毁 5 0 7 162(93%)
赔 3 0 0 16(84%)
赢 0 0 2 57(97%)

표5 XP가 원인을 나타내는 빈도

통계결과에 의하면 지속성이 강한 ‘伤’, ‘迷’, ‘病’, ‘醉’ 등 동사는 ‘V+在+XP원

인’에 출현할 수 있지만 ‘V+在+XP장소’에 더 자주 출현한다. 그리고 지속성이 없

는 ‘输’, ‘赔’, ‘毁’ 등은 ‘在+XP’와 결합하여 특정 원인에 의한 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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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자주성

명령문은 문자 그대로 상대방에게 무엇을 하라는 지시를 전달하는 문장을 말한

다. 지시는 곧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무언가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발생한다. 그

리고 청자에게 지시한 사항은 청자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어야한다. 왜냐하면 능

력 밖의 일을 시켜봤자 청자는 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이 무의미해져서이다.

(239) *赢在气势上！

시합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의지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하여 ‘기세

에서 이겨!’와 같이 구체적인 요소로 인해 승리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명령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래의 예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40) *气在他总是不理你！
(241) *死在‘倔强’上！

‘그가 너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화를 내!’, ‘고집 때문에 죽어!’와 같이, 감정 변

화를 요구하거나 청자가 원하지 않을 부정적인 결과를 강요하는 명령은 할 수 없

다. 이는 청자가 명령을 이행할 능력과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청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과 누구든 원치 않을 부정적인 결과를 하라는 명령

은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V+在+XP원인’

은 모두 비자주성을 지닌다.

6.1.3. 상적 특성

‘V+在+XP’에서 동사의 특성은 구문의 상적 특성에 많은 영향을 준다. XP가 원

인을 나타낼 때, 구문은 어떠한 상적 특성을 갖는지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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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这次的计划毁在我们手上。
이번 계획은 모두 우리 손에 망쳤다.

(243) 这台车本是经典,却也赔钱。看看都赔在哪里! (Baidu)

이 차는 클래식인데도 손해가 났다. 무엇 때문에 손해가 났는지 보자!

‘毁’와 ‘赔’는 모두 ‘망하다’, ‘손해보다’의 의미로 이미 완료된 사건이나 상황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 동사들은 [+종결], [-지속]의 의미자질을 갖는다. 이러한 동사

의 상적 특성 때문에 ‘V+在+XP’는 이미 발생한 사건을 의미하고, XP는 V의 발생

을 초래한 원인을 나타낸다. 이어서 완정상 표지 ‘了’와의 공기 현상에 대해 살펴

보겠다.

(244) 这次的计划毁在了我们手上。
이번 계획은 모두 우리 손에 망쳤다.

(245) 这台车本是经典, 却也赔钱。看看都赔在了哪里! (Baidu)

이 차는 클래식한데도 손해가 났다. 무엇 때문에 손해가 났는지 보자!

예문을 보면 ‘V+在+了+XP’는 ‘V+在+XP’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데 V(사건)가 

이미 발생하였음을 의미한다. [+종결]의 특성을 지니는 이러한 동사들은 동작의 완

료를 나타내는 완정상 표지 ‘了’와 함께 오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고, ‘了’가 있건 

없건 모두 완결된 상황을 나타낸다.

(246) a. 自家的人呢，喜气洋洋，仿佛都醉在骀荡的东风里。
우리 집 사람들은 기뻐하며, 마치 산들바람에 취한 듯하였다.

b. 自家的人呢，喜气洋洋，仿佛都醉在了骀荡的东风里。
우리 집 사람들은 기뻐하며, 마치 산들바람에 취한 듯하였다.

‘~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내는 동사의 경우, 상태성이 강하지만 모두 ‘了’를 부

가할 수 있다. 상태동사는 [+상태], [+지속]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한 상태에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특성만 본다면 성취동사와 상반된다. 그러

나 상태동사는 변치 않는 상태만을 나타내는 ‘爱’, ‘怨’ 등 심리동사와는 달리 상태

의 변화, 즉 상태A에서 상태B로의 진입을 나타내기 때문에 변화를 의미한다.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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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변화를 나타내는 완료상표지 ‘了’와 결합하면 ‘醉了’, ‘病了’와 같이 변화한 상

태를 표현할 수 있는데 반대로 심리동사는 ‘*爱了’, ‘*怨了’와 같이 ‘了’와 공기할 

수 없다. ‘상태동사+在+XP원인’에 ‘了’를 삽입할 경우, 구문은 상태의 변화와 지속

을 동시에 나타낸다. ‘醉在了骀荡的东风里’는 행위자가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

에 심취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본래 정상적인 상태에서 취한 상태로 진입하였

음을 의미하고 심취한 이후 그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됨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 상

태동사와 ‘了’가 같이 올 경우 새로운 상태의 시작과 지속을 나타낸다. 상기 분석

을 통해 상태동사는 [+상태], [+지속]의 자질에 의해 ‘在+XP’와 결합하여도 V의 상

태가 계속해서 이어짐을 나타낸다. 단 ‘了’를 부가하고 부가하지 않을 때의 차이는 

‘了’가 있으면 상태가 변화하였음을 의미하여 변화가 주안점이 된다. 그리고 ‘了’

가 없을 경우 발화시점보다 이른 시기에 어떠한 상태가 시작되었고, 그 상태가 계

속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6.2. ‘V+在+XP원인’의 구조적 특성

6.2.1. ‘在’ 생략

‘V+在+XP원인’에서는 ‘在’의 생략이 이뤄질 수 없다.

(247) 输在思想上。 *输思想上。
사상 때문에 졌다.

(248) 死在这种病上。 *死这种病上。
이 병 때문에 죽었다.

(249) 栽在年轻人手里。 *栽年轻人手里。
젊은이 때문에 망했다.

예문에서 왼쪽에 있는 것들은 ‘V+在+XP’ 구문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在’를 

생략한 형태이다. 예문에 등장한 동사들은 모두 1항동사이고 일반적으로 처소논항

과 함께 출현하지 않는 동사들이다. 이들은 대부분의 경우 문장에서 단독으로 술

어로 등장한다. 다시 말해 이 동사들은 의미적으로 처소와 관련이 없고 문장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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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에 있어서 배치동사나 자세동사와 달리 처소논항의 존재가 중요치 않다. 그렇

기 때문에 이들은 동사 특성상 처소논항을 데리고 다닐 수 없어서 처소표지 ‘在’가 

있어야만 처소논항을 추가적으로 가질 수 있다.

6.2.2. XP의 구조적 특성

XP가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 XP는 통사적으로 복잡한 형상을 보인다. 먼저 ‘输’

에 관련된 예문을 보자.

(250) 这次的比赛小白输在压力上。
이번 시합에서 샤오바이는 스트레스 때문에 패배했다.

(251) 美国队输在接发球上。
미국팀은 리시브와 서브 때문에 졌다.

(252) 徐俊和张鹏翔都输在大意上, 关键时刻出现重大失误, 最终输给了对手。(新

华社2001年11月份新闻报道)

쉬쥔과 장펑시앙은 방심해서 졌다. 중요할 때 큰 실수를 범해 결국 상대

에게 졌다.

(253) 与其它国有企业一样，国有专业运输企业还输在负担重上。(人民日报1996

年人民日报11月份)

다른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물류 전문 공기업은 부담이 커서 패배하였다.

첫 번째 예문을 보면 XP는 ‘压力上’으로 명사 ‘压力’와 방위사 ‘上’으로 이루어

졌다. 두 번째 예문을 보면 방위사 앞에 출현한 성분은 명사성이 아니라 ‘공을 받

고 서브하는 것’이라는 동사성 성분이고, 목적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사구이다.

이어서 그 다음 예문에서는 형용사까지 출현한다. ‘大意’는 부주의하다는 형용사이

고, 여기서 시합에서 패배한 것이 두 선수의 부주의한 성격 때문이라는 의미를 전

달하고 있다. 마지막 예문에서 XP 위치에는 주어와 술어가 모두 출현하여 하나의 

절을 구성하였다. 다른 동사의 경우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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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她一直以为儿子会栽在“偷”上, 一直防范着他跟踪过他没少罗嗦他, 可他竟

犯了女色。
그녀는 줄곧 아들이 절도질에 망할 줄 알고 그에게 주의시키고 미행하며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는 오히려 여색에 빠졌다.

(255) 内蒙古14个银行行长栽在违规签发承兑汇票上。(新华社2001年10月份新闻

报道)

내몽골 열네 곳 은행의 은행장들이 어음 발권 규정을 어겨서 망했다.

(256) 企业的生命往往毁在马虎和放松上。(1995年人民日报 9月份)

기업의 생명은 때때로 덜렁댐과 해이함에 망한다.

(257) 斯佳丽今天气就气在自己的心事都被他看透了。她希望自己在男人心中永

远是个谜。(玛格丽特⋅米切尔/飘)

스칼렛이 오늘 화난 것은 자신의 마음이 그에게 들켜서이다. 그녀는 자신

이 모든 남자들의 마음속에 수수께끼로 남기를 바란다.

(258) 职业文人病在“自我表现”表现得过度，以致于无病呻吟，普通人则表现得不

够。(论写作/张爱玲)

직업문인들은 자기표현을 너무 과도하게 한 것 때문에 (마음에)병이 생겨 

신음하고, 일반인들은 표현을 너무 안 한다.

(259) 我看咱们赔钱就赔在作业程序太多啦。(人民日报1955年01月15日)

내가 보기에 우리가 손해 본 것은 프로그램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이다.

(254)예문에서 XP는 ‘훔친다’는 동사와 방위사 ‘上’으로 이뤄진다. 그렇기 때문

에 여기서 ‘栽在“偷”上’은 훔치는 행위로 인해서 인생을 망치는 것을 의미한다.

(255)는 열네 개 은행에 소속된 은행장들은 어음을 불법적으로 발행한 행위 때문

에 망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违规签发承兑汇票’는 부사어 ‘违规’와 동

사 ‘签发’, 그리고 목적어인 ‘承兑汇票’가 결합하여 동사구의 형태를 하고 있다. 다

음 예문에서는 ‘马虎’와 ‘放松’ 그리고 ‘上’이 XP를 이루고 있다. ‘马虎’와 ‘放松’은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는 형용사이다. 즉 덜렁대고 해이한 성격 때문에 기업이 망

했음을 말하고 있다. 화내는 동작 역시 원인 XP를 이끌 수 있다. 예문에서 XP는 

완전한 문장을 이루고 화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나머지 두 예문에

서는 각각 직업문인들이 병에 걸린 이유와 화자가 돈을 잃은 것에 대한 원인을 설

명하고 있다. 그리고 두 XP는 모두 완전한 문장이고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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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XP가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 대부분의 동사는 술어성 구의 형태를 띠

는 XP와 결합하고, 또 때로는 절과 함께 결합한다. XP가 복잡한 구조로 출현할 수 

있는 것은 사건을 야기하는 원인은 어떠한 측면일 수 있지만, 하나의 사건, 또는 

여러 요소가 연쇄적으로 발생하여 결과에 이를 수 도 있기 때문에 정보량이 크기 

때문이다.

‘V+在+XP’ 예문들을 보면 XP 위치에는 항상 다양한 방위사가 출현한다. 구체적

인 XP일수록 많은 종류의 방위사가 올 수 있고, 추상적일수록 ‘上’과 같이 등장하

는 경우가 잦다. 그러나 때로는 필수적으로 보이는 이 방위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는데 다음 예문을 보면서 설명하겠다.

(260) 输在不知已知彼。
자신과 상대방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졌다.

(261) 输在阵脚乱了，赢在战术成功12)。
진형이 흐트러져서 졌고, 전술이 성공적이어서 이겼다.

위의 두 문장에서는 방위사가 생략되었다. 이는 문장의 형식에서 기인된 것이

다. 첫 번째 예문에서는 XP에 사자성어가 사용되었고 두 번째 예문에서는 앞 뒤 

문장을 연달아 서술하면서 대구(对句)를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한 문장형식을 

사용할 경우 문장 자체만으로 안정된 구조를 이루고 있고 대칭적이기 때문에 방위

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XP가 완전한 문장을 나타내고 길어질수록 방위사는 생략된다.

12) (260), (261) 두 예문은 구조적 특성 때문에 맨 앞에 있는 ‘输’가 명사와 같이 기능하고 있
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구조 변환을 통해 ‘输’가 동사임을 증명할 수 
있다. 첫 번째로 ‘输在不知已知彼’, ‘输在阵脚乱了，赢在战术成功’ 두 문장에서 동사 뒤에 
모두 ‘输在了不知已知彼’, ‘输在了阵脚乱了’와 같이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완정상표지 
‘了’를 부가할 수 있다. ‘了’는 상표지이기 때문에 동사나 형용사와 같은 술어성분 뒤에만 
부가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输’가 명사라면 문장은 성립할 수 없다. ‘输’가 명사가 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앞에 조동사를 부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可能输在不知已

知彼’, ‘应该输在阵脚乱了’처럼 두 개의 문장은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며, ‘输’ 앞에 ‘可
能’, ‘应该’와 같은 조동사가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이유로 두 문장에서 ‘输’가 동
사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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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我毁就毁在听了你的话。
나는 너의 말을 들어서 망했다.

(263) 输在当时没有给我的盘子留下照片、留下有明显特征的证据资料。
당시에 접시 사진을 찍어 확실한 증거자료로 남기지 않아서 패배했다.

(264) 我们连克实力比我们强的江苏、浙江队，赢在位置摆得正,主动去拼对手。
우리는 실력이 우리보다 강한 찌앙쑤팀과 쩌찌앙팀을 연속으로 꺾었다.

이는 자리배치를 잘 하고 주동적으로 상대 선수에게 맞섰기 때문이다.

(265) 他也是因为气在自己的族人只旁观着逐渐灭亡的故乡，却不打算采取任何

行动才走的。
그도 자신의 부족원들이 점차 망해가는 고향을 방관만 하고 아무런 조치

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화가 나서 떠난 것이다.

‘毁’가 사용된 문장에서 XP는 길이가 길지는 않지만 동목구조의 형식을 하고 있

고 구는 절에서 주어가 생략된 형태로 인식할 수 있다. 나머지 예문들을 보면 XP

의 길이가 매우 긴 것을 알 수 있고, 때로는 절 안에서 다시 두 개의 절로 나뉘어 

긴 XP를 구성하기도 한다.

(266) ?我们队赢在防守。
(267) 美国队输在防守(뉴스 제목)

반대로 XP가 짧고 명사성을 띤다면 방위사를 부가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다

만 신문 제목이나 문장 제목으로 구문을 사용할 경우, 방위사를 생략할 수 있다.

종합하면 XP가 원인을 나타낼 때 복잡한 형식으로 출현할 수 있고, 절의 구조와 

길이에 따라 방위사 생략 여부가 결정된다.

6.2.3. 구문 전환

① ‘V+到+XP’로의 전환

구문 ‘V+在+XP원인’과 ‘V+到+XP원인’ 사이에 호환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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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a. 他迟早死在那张嘴上。
그는 언젠가 저 입 때문에 죽을 것이다.

* b. 他迟早死到那张嘴上。

(269) a. 有多少人的人生毁在了赌博上？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박 때문에 인생이 망했던가?

* b. 有多少人的人生毁到了赌博上？

(268)~(269)중 a에 속하는 예문은 모두 죽은 원인과 인생이 망한 원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즉 이들은 모두 V라는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XP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在’를 만약 ‘到’로 바꾼다면, 문장은 모두 비문이 된다. ‘死到那张嘴上’에서 

문장은 주어 ‘他’가 사망한 후에 그의 사망 원인이 입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본래 다른 원인이 존재하였는데, 사망한 후에 그것이 ‘那张嘴’라는 다른 

원인으로 이동한 것 또한 아니다. ‘毁在了赌博上’에서 ‘毁到了赌博上’으로 바뀐다

고 가정했을 때, ‘毁’를 기준으로 발생하기 전에 A라는 원인이 동작 후 B라는 원인

으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해야 한다. 즉 원인의 이동이 나타나야 하는데 변형 후 문

장의 의미는 성립할 수 없다.

‘V+到+XP원인’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기인된 것인데 하나는 

동작에 이동의 의미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동사들을 보면 모두 순간적인 사건의 

발생을 의미하는 동사와 상태변화를 의미하는 동사로 이동을 나타낼 수 없다. 그

러므로 V라는 동작을 통해 XP로의 이동을 나타낼 수 없다. 두 번째 이유는 V는 

결과를 나타내고, XP는 원인을 나타내는데 이 구문이 성립하려면 V라는 결과를 

통해 XP라는 원인에 이른다는 것을 증명해야한다. 그러나 원인을 가지고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도출해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이처럼 ‘V+在+XP원인’은 ‘이동’을 내재하지 않고 ‘到’의 의미와 원인-결과의 의

미가 모순되기 때문에 ‘V+到+XP원인’으로 바꿀 수 없다. 이는 시간순서원칙에 위

배되는 것처럼 보인다.

(270) 输在过于自信。
자신을 과신해서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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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栽在这些错误的推理上。
잘못된 추리에 일이 틀어졌다.

(272) 毁在了所谓的面子上。
소위 말하는 체면에 망했다.

시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승부에 대해 추측을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 승패를 가를 조건에 관해서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승패는 마지막에 저절로 나뉘게 되고, 결과에 대해

서는 선수나 코치 내지는 해설위원이 지금까지의 경과를 모두 살펴 그 원인에 대

해서 파악한다. 일이 틀어졌을 때의 경우를 보면, 결과가 틀어지는 것은 그 전의 

과정에서 여러 곳에서 어긋나고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가 명

확하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일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은 그때가 되어서야 결과를 야기한 원인에 대해 궁

금증을 가지고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핀다. 마찬가지로 사업이나 인생이 망

하는 것 역시 잘 하려고 했지만 의도치 않은 곳에서 실수나 오류가 발생하여 최종

적으로 망한다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을 안 후에야 어디가 잘못되

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가 원인을 선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사건이 발생한 후에 사람들은 그 원인데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현대중국어에서 찾아볼 수 있다.

(273) a. 我衣服买小了。
나 옷을 작게 샀어.

b. 玩得很开心。
재미있게 놀았다.

c. 跑得很快。
빠르게 뛰었다.

a~c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보어가 마치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어처럼 느껴지는데,

중국어에서는 모두 결과를 나타낸다. ‘买小了’는 옷을 살 때는 몰랐는데 사고 보니 

작은 것이고, ‘玩得很开心’은 다 놀고 나서 생각해보니 그 과정이 재미있었다는 결

론이 난 것이다. ‘跑得很快’도 뛰는 과정을 마치고 나야 속도가 빨랐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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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즉 이들도 ‘V+在+XP원인’과 마찬가지로 먼저 사건이 발생하고 그 후에 

화자가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어순을 가진다.

정리하면 비자주적 동작을 의미하는 동사들은 패배, 사망, 상해, 분노 등으로 모

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의도치 않을 때 발생한다. 구체적으로 사망을 예견하

는 사람은 없고, 분노할 시점을 예측할 사람은 없다. 즉 모든 사건이 사람의 의식

에 앞서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람은 비로소 그것을 인지하고 그 후

에 원인, 대책, 장소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비자주

동사가 원인을 앞서는 것이 사건에 대한 사람의 인지적 순서를 반영한 것으로 다

른 의미로 시간순서 원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② ‘在+XP+V’로의 전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자주동사가 ‘在+XP+V’에 출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비자주동사 ‘输’의 경우를 보자.

(274) 你若想让主公在气势上输给秀吉，就通知他吧。(山冈庄八/德川家康6⋅双

雄罢兵)

만약 주공께서 기세에서 히데요시에게 지게하고 싶다면 그분께 고해.

(275) ?这次的比赛他在气势上输了。
이번 시합에서 그는 기세에서 졌다.

보기와 같이 ‘在气势上’을 동사 앞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예문을 보면 동

사 뒤에 다른 전치사 ‘给’가 사용되었다. 만약 이를 생략하면 (275)와 같은 예문을 

만들 수 있는데 이는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지만 의미 전달에 있어 어색한 면이 있

다. 게다가 코퍼스를 검색한 결과 관련 예문이 거의 없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부

동사들은 자동사임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논항을 부가하여 타동사적인 기능을 가

질 수 있다.

(276) 我在资历上赢了他。
내가 그를 경력에서 이겼어.



현대중국어 ‘비처소동사+在+XP’ 구문 연구

- 88 -

(277) 他在赌博上毁了人生。
그는 도박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

예문에서 ‘赢’, ‘毁’는 본래 ‘이기다’, ‘망가지다/망하다’라는 의미로 자동사에 속

하는데 뒤에 ‘他’, ‘人生’과 같은 목적어를 부가하여 타동사처럼 기능하고 이로 인

해 자주성이 증가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문장은 목적어가 없는 경우보다 매끄럽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소수에 속하고, 본장의 연구대상 중 ‘赢’ ‘输’ ‘毁’ ‘赔’만 제한

적인 환경에서 이렇게 쓰일 수 있다.

(278) ？他在香气里醉了。
그가 향기에 취했다.

(279) *这次的工程在资金上栽了。

위의 두 예문은 각각 비자주동사 ‘醉’와 ‘栽’를 사용하였다. 두 동사를 ‘在

+XP+V’에 사용할 경우 문장이 끝이 안 난 느낌이 들고, 두 번째 예문은 문장 자체

가 성립하지 않는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이 시간순서원칙과 유관하다고 생각한다.

4절에서 언급했듯이 비자주성을 갖는 동사들은 사람의 인지를 선행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판단은 동작이 완료된 후에야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在

+XP+V’ 구문에 비자주동사가 출현하면 사람이 사건을 인지하는 순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이 어색하거나 비문이 된다.

(280) *我们在不知已知彼上输了。
(281) *他在当时没有给我的盘子留下照片、留下有明显特征的证据资料上输了。

‘在+XP+V’로 구조를 전환하였을 때 XP를 명사가 아닌, 복잡한 구조로 바꾸면 

문장 수용도가 현저하게 낮아지고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때문에 ‘在+XP+V’로 바

꿨을 때 XP는 반드시 명사 형식으로만 출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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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V와 XP의 관계

‘V+在+XP원인’ 구문에서의 동사는 모두 비자주성을 띠며, ‘赢’을 제외한 나머지 

동사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비자주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나 사건이 

행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하고,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에 행위자가 관여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결과, 또는 예상 밖

의 일을 나타낼 때가 많다. 예로 죽는 것, 폭발하는 것, 피해 받는 것, 기절하는 것,

시합에서 지는 것, 망하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동사가 출현하는 구문은 일상생활

에서 ‘在+XP+V’ 구조보다 ‘V+在+XP’ 구문이 더 빈번하게 사용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동사들이 모두 행위자 자신의 안전, 불이익, 그리고 건강과 유관

한 동사라는 것이다. ‘死’는 행위자의 건강, 안전과 관련 있다. 예를 들어 죽음은 

누구든 피해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라는 결과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사람들은 흔

히 ‘왜 죽었어?’ ‘어쩌다 죽었어?’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사망이라는 결과까지의 

과정에 대해 묻는다. 이는 죽음이 충분히 부정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며, 사람이라면 

피해갈 수 없다는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사망 외에도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栽’, ‘毁’, ‘输’ 등은 행위자의 노력이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난다. A와 B가 C의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A가 B에게 “C의 사업이 갑자기 기울기 시작해서 결국 파산에 이르렀

다”고 한다면, B는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업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물을 것이다. 사업이 기울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가 청자의 최대 관심사일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에서도 비슷한 상황을 나타낸다.

(282) 我们对友谊的探讨就栽在这些错误的推理上。(柏拉图/柏拉图全集)

우정에 대한 탐구는 이러한 잘못된 추리에서 망한 것이다.

(283) 小红与小明的这第一次合作，恰恰毁在了小明这个大舅子身上。
샤오홍과 샤오밍의 첫 번째 협력은 샤오밍 때문에 망했다.

두 개의 예문에서 V는 모두 안 좋은 결과를 뜻하고, XP는 결과에 이르게 된 원

인이다. 결과와 원인이 항상 같이 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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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 있어서는 그 원인이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원인규명일 수도 있다. 그리고 청자에게 있어서는 파산까지 이끈 원인에 대

한 궁금증일 수 있고 스스로가 유사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의 주의사항으로 

삼기 위함일 수도 있다. 또 다른 상황을 살펴보자. 마찬가지로 A와 B가 전날 있었

던 축구시합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이고 자세한 상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284) A: 어제 축구시합에서 우리나라가 졌어!

B1: 그래, 그랬구나!

B2: 왜?/누구(어느 선수) 때문에 졌어?

(285) A: 어제 축구시합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어!

B1: 그래? 잘됐네!

B2: 그래? 어떻게 이겼어?

(284)는 축구시합에서 한국이 진 상황이고, (285)는 이긴 상황이며 B1과 B2는 예

상 답변 예시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284)대화문에서 청자 B는 어떠한 반응을 보

일까? 시합에서 진 것에 대해서 그저 받아들이는 반응이 일반적일까, 아니면 진 이

유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일반적일까. 답은 후자일 것이다. 그렇다면 시합에서 이

겼을 경우, B는 B1과 B2중에 어떤 답변을 할까. 시합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뻐하고 축하한다. 그 중 축구를 즐겨보는 팬이라면 어

느 선수 덕에 승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

로는 이긴 사실이 중요하고 그것만으로 기뻐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패

배의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반드시 원인에 대해 궁금해 하고 원인을 감독이나 특정 

선수의 실수, 혹은 시합 환경 등으로 귀결시킨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정적인 결과가 긍정적인 사건보다 사람들의 동질감이나 불안감을 불러일으켜 

주목을 받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赢’도 구문 ‘V+在+XP’와 

공기할 수 있지만 사용빈도에 있어서 ‘输’보다 훨씬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3장에서 6장까지 네 장에 걸쳐 분석한 동사와 구문의 특성을 토대로 내용을 다

음 표와 같이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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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在+XP장소 V+在+XP대상 V+在+XP시간 V+在+XP원인
V의 

동작성
[+동작] [+동작] [-동작] [-동작]

V의 

이동성

Va: [+이동]
[+이동] [-이동] [-이동]

Vb: [-이동]
자주성 [±자주] [+자주] [-자주] [-자주]
在 생략 가능 제한적 불가 불가

XP의 구조 명사구 명사구 명사구

명사구

술어구

절
방위사 

생략
불가 불가 불가 가능

在+XP+V 가능 가능 불가 불가

V+到+XP
Va: 가능

가능 불가 불가
Vb: 불가

표6 구문의 의미적, 구조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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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V+在+XP’ 구문의 의미와 확장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하면, 구문 ‘V+在+XP’는 크게 네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이는 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각 구문에서 사용되는 동

사들은 특정 자질을 공유한다.

본장에서는 ‘V+在+XP’구문의 의미와 XP가 장소, 대상, 시간, 원인을 나타낼 때

의 각 구문의 의미를 정의하고, 구문문법 이론을 가지고 구문 간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밝힐 것이다.

7.1. 구문의 의미

‘V+在+XP’ 구문은 처소를 나타내는 구문으로 가장 전형적이고 빈번하게 사용되

는 형태는 동사 위치에 배치동사와 자세동사가 오는 경우이다.

(286) 放+在+XP 写+在+XP 种+在+XP
~에 놓다 ~에 쓰다 ~심다

(287) 坐+在+XP 站+在+XP 躺+在+XP
~에 앉다/앉아있다 ~에 서다/서있다 ~에 눕다/누워있다

‘배치동사+在+XP’는 ‘S+把+O+V+在+XP’, 또는 ‘O+V+在+XP’13)의 형식으로 나

타난다. 배치동사는 ‘배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 행위자가 의도를 

가지고 사물의 위치를 재배치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위치 이동한 사물은 다시 이

동되기 전에는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부착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예로 (286)에 속한 예문들을 보면, 놓고, 쓰고, 심는 것은 모두 사람이 의도를 가지

13) S-행위자, O-목적어

S+把+O+V+在+XP
예: 他把书放在桌子上。
그가 책을 책상 위에 놓았다.

O+V+在+XP
예: 书放在桌子上。
책은 책상위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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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물을 이동시켜서 어딘가에 자리하게 하는 것, 글씨를 써서 종이에 존재하게 

하는 것, 그리고 씨앗을 심어 흙속에 위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문의 

의미를 ‘의지를 가진 행위자가(S) 모종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물을(O) 본래의 위

치에서 다른 곳(XP)으로 이동 및 부착시킴’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세동사+在+XP’도 동사의 의미적 특성에 의해 두 가지 상황을 나타낼 수 있

다. 예컨대 (287)에서 세 예문은 모두 동사를 동적인 동작으로 보는지, 아니면 정적

인 동작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동적인 동작으로 볼 경우 

동작을 함으로써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머무는 것을 의미하고, 정적인 동작으로 

볼 경우 한 곳에서 특정 자세를 유지하며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동작은 모두 

행위자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동사이고 구문은 ‘S+V+在+XP’ 형태로 출현한

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문은 ‘의지를 가진 주체가(S) 자발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이동시켜 어딘가에(XP) 머물게 하는 것’ 또는 ‘주체가(S) 의도적으로 특정 자세를 

유지하며 한 곳(XP)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으로 의미를 정의할 수 있다. 두 경우를 

종합하면, 구문 ‘V+在+XP’는 행위자의 의지에 의해 사물이나 자신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있게 하는 것, 혹은 자세를 고정시킨 채로 한 곳에 계속해서 있는 것, 간

략하게 말해 ‘다른 곳으로의 이동 및 부착’과 ‘한곳에서의 동작 또는 상태의 지속’

으로 정리할 수 있다.14)

배치동사와 자세동사가 구문에 출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작 V와 XP에는 

분명한 시간적 순서가 존재하여 동작은 반드시 XP를 선행해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동사는 모두 이동의 의미를 가지거나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V+在+XP장소’는 동사의 이동 의미의 유무에 따라 구문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

동성을 가진 동사 Va가 사용될 경우, 구문은 먼저 행위자나 피위자의 이동이 이뤄

지고 이동하는 주체는 결국 어딘가에 다다르게 된다. 여기서 이동은 행위자의 자

발적인 이동일 수도 있고, 외부의 힘으로 인해 행위의 주체가 이동하는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Va+在+XP장소’는 행위 주체가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다른 곳으로(XP) 이동함을 의미하거나 행위 주체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

의 영향을 받아 다른 곳(XP)으로 이동함을 의미한다. ‘Vb+在+XP장소’는 이동의 의

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Vb는 모두 정태적인 동작이고 비자주동사가 과반을 차지한

14) 예문 조사한 결과 ‘배치동사+在+XP’은 동적인 이동 상황을, 그리고 ‘자세동사+在+XP’는 
정적인 상태지속 상황을 나타내므로 여기서는 ‘배치동사+在+XP’를 이동사건으로, ‘자세
동사+在+XP’를 상태사건으로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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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구문은 이동 후의 도달을 나타내지 않고 고정된 곳에서 동

작이 실현되거나 지속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동성은 있지만 명확한 방향성이 없

는 ‘走’ ‘游’ ‘飞’ 등 동사는 특정 범위 안에서의 이동을 의미하지만 다른 곳으로의 

이동을 나타내지 못한다. 따라서 ‘Vb+在+XP장소’는 행위자가 고정된 곳에서 동작

을 지속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돌발 상황이 XP에서 발생함을 뜻한다.

‘V+在+XP대상’에서 XP는 힘이나 피해를 받는 피위자의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

서 행위자의 힘이 신체부위나 도구를 통해 피위자에게 전달되고, XP라는 구체적인 

부위에 힘이 가해진다. 따라서 구문은 행위자가 목적을 가지고 피위자가 있는 곳

으로 도구를 이동시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V+在+XP시간’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동사 V가 사

건을 가리키고 XP는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시간을 알려준다. 여기서 사건 V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상할 수 없는 일이고 순간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구문은 

예상 밖의 사건이 XP라는 시간에 발생함을 의미한다.

‘V+在+XP원인’도 시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특정 이유에

서 비롯되었음을 말한다. 다만 여기서의 V는 단순히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아니

라 부정적인 사건으로 사람들이 꺼리거나 기피하는 사건이다. 이에 ‘사망’, ‘패배’,

등이 포함된다. 즉 해당 구문의 의미는 ‘XP라는 원인 때문에 부정적인 일이(V) 일

어났다’가 될 것이다. 이상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구문의미

V+在+XP장소
사람/사물이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나 XP로 이동한다.
고정된 장소 XP에서 동작이 지속되거나 발생한다.

V+在+XP대상 행위자가 피위자 XP에게 힘을 가해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V+在+XP시간 예기치 않은 사건이 특정 시간대 XP에 발생한다.
V+在+XP원인 부정적인 결과/상태가 XP라는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표7 각 구문의 의미

7.2. 구문의 확장

7.1에서 필자는 각 구문의 의미에 대해 상세하게 정의하였다. 중요한 것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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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의 예문들을 보면 XP가 장소적 의미를 가질 때와 대상, 시간, 원인의 의미를 

가질 때 비록 구문의 의미가 달라지지만 구문과 구문 사이에는 공통점이 존재한

다. 본고는 이러한 현상에 착안하여 해당 구문들이 단지 동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전한 것인지, 아니면 서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吴为善(2016)은 그의 저서에서 구문문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1) 구문문법이론은 ‘구문의미’의 도출을 중시하고,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큰 

구문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며 의미적 측면뿐 아니라 화용적 측면 모두 고

려한다.

(2) 구문문법이론은 생산성, 즉 구문 내부의 차이를 중시하고, ‘최대동기화원

칙’(最大理据性原则)을 기준으로 관련 구문간의 ‘상속연결’을 고찰한다.

(3) 구문문법이론은 구문의 화용적 기능에 주목하고, 특정 구문과 특정 발화 환

경의 적합도를 고찰한다.

그는 구문의 의미 확장을 설명하면서 ‘A不到哪里去’ 구문을 가지고 상술하였다.

‘A不到哪里去’는 화자가 행위자의 성질/상태의 정도가 제한된 양의 범위를 넘기지 

않는다고 여긴다는 의미이다. 구문에서 ‘不到哪里去’는 본래 공간이동의미를 지녔

는데 앞에 형용사가 출현하게 되면서 구문은 공간적 의미가 허화되고 높은 수준이

나 정도에 도달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A위치에는 원래 이동을 나타내는 V가 출현

하였고 이때 어떠한 공간적 범위를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구문A). 그러나 V

가 양화(量化)가능한 동사로 대체되면서 ‘A’는 공간역에서 수량역으로 사상(射像)

된다(구문B).

(288) 会很快查出作案者的，他跑不到哪里去。(王朔/人莫予毒)

곧 범인을 잡을 거야. 그는 도망 가봤자야.

(289) 邻居街坊打打麻将也就赌个小钱，图个消遣，赢也赢不到哪里去，输也输

不到哪里去。(三十年代小说精选)

이웃끼리 마작을 두는 것은 심심풀이로 적은 돈으로 노름해서, 이겨도 얼

마 이기지 못하고 잃더라도 얼마 잃지 않는다.

그리고 V에 상태성이 강하며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동사가 출현하면서 구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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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는 한 층 더 추상화된다.

(290) 近几年来大家改了写白话文 ，仿佛是变换了一个局面 ，其实还是用的汉

字，仍旧变不到哪里去。
최근 몇 년 동안 모두가 백화문을 쓰는 것으로 바꿔서 마치 국면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변해봤자 크게 차이가 

없다.

이때 동사의 동작성이 약화되면서 ‘哪里’는 성질/상태역으로 사상되어 유한한 

정도량을 의미한다(C).

이상 설명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구문 A → B → C

인지역 공간역 → 수량역 → 성질/상태역

양범주 공간량 → 물량 → 정도량

한마디로 동사의 동작성이 약화되고 상태성이 강해지면서 구문의 의미도 구체

적인 공간의미에서 추상적인 정도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본장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확장상속이론에 입각하여 다섯 개의 구문이 구체적

으로 어떠한 요소로 인해 의미가 변화하고, 이들 사이에 원형 구문과 파생 구문의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보겠다.

① ‘V이동+在+XP’의 확장

비록 본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지만 ‘배치동사+在+XP’에서도 XP는 장소

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구문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해당 구문은 구어에서 자주 사용된다. ‘배치동사+在+XP’는 행위자가 

피위자를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두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자주성을 띤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문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주적인 특성을 지닌다는 것과 피위자의 

이동을 내재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구문은 동작이 배치하는 이동과정과 배치 

후의 존재 장소로 이루어지므로 동작과 XP는 시간적으로 선후관계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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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장절에서 필자는 XP가 장소의미를 가질 때, 동사에 따라 다시 두 가지 경

우로 나눌 수 있다고 언급한바 있다. 먼저 구문이 사람이나 사물의 이동(Va)을 나

타내는 경우를 보자.

(291) 我把礼物放在桌上了。(배치동사)

(292) 头发掉在地上。
머리카락이 땅에 떨어졌다.

(293) 他把礼物扔在了地上。
그가 선물을 땅에 던졌다.

‘Va+在+XP’는 동사 위치에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가 오고 XP로의 이동

을 나타낸다. 예문을 보면 선물이 행위자의 손에서 탁자 위로 이동하고, 머리카락

이 떨어져서 땅에 도달하며, 또 (293)에서는 사람이 땅을 향해 선물을 던져서 선물

이 땅으로 내던져진다. 세 예문은 비록 동사의 자주성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이들

이 사람/사물의 이동과 도달을 포함한다는 것, 더불어 사건의 시간적 발생 순서를 

나타낸다는 데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이어서 XP가 대상을 의미하는 경우를 보자. ‘V+在+XP대상’은 행위자가 자발적

으로 도구의 위치를 피위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서 피위자에게 직접 힘을 전달

함을 나타낸다. 여기서의 주안점은 도구의 사용은 반드시 행위자의 의지가 동반되

어야 하기 때문에 구문이 자주성을 띤다는 것과 도구가 행위자에 의해 피위자에게

로 이동한다는 것, 때문에 이 역시도 시간순서를 따른다는 것이다. 즉 ‘배치동사+

在+XP장소’, ‘Va+在+XP장소’와 ‘V+在+XP대상’ 세 구문은 모두 이동의 의미를 가

지고 모두 시간순서를 준수한다. 이 외에도 많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V의 이동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이다. 즉 동작이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묘사해서 이동과정

이 존재하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XP는 운동 주체의 도착지를 나타내

므로 해당 위치에 실질적인 장소가 온다. 둘째, V가 이동의 의미를 가짐으로써 

‘V+到+XP’로의 전환이 수월하고, 자주성을 지녀서 ‘在+XP+V’로도 자연스럽게 바

꿀 수 있다. 셋째, 세 구문 모두 이미 완료된 상황에 대해 묘사하며 [+종결] 자질을 

가진다. 넷째, ‘배치동사+在+XP장소’, ‘Va+在+XP장소’에서는 ‘在’의 생략이 자주 

발생한다.

물론 차이점도 존재한다. 먼저 앞서 말했듯이 ‘배치동사+在+XP장소’는 자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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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상황만 나타내는 것에 비해 Va 중에는 비자주동사가 섞여 있어 구문이 외부요

소로 인한 이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Va+在+XP장소’의 동사위치에 ‘花’와 

‘包’처럼 추상적인 동사도 올 수 있다. 그리고 이동의미에 있어서도 차등이 있다.

‘배치동사+在+XP장소’와 ‘Va+在+XP장소’는 이동하는 대상의 운동과정과 도달, 그

리고 도달 후의 존재 장소를 모두 나타내지만, XP대상은 도구와 대상이 맞닿는 부

분15)을 의미하고 동작이 끝난 후 도구는 계속해서 XP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행

위자가 도구를 사용한 후에 일반적으로 다시 도구를 회수해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구문에서의 ‘在’ 생략이 나머지 두 구문보다 제한적으로 이루

어진다. 일반적으로 ‘동사+전치사+목적어’ 구조에서 목적어가 목표를 나타낼 경우 

중간에 있는 전치사는 쉽게 생략된다. 하지만 ‘V+在+XP대상’은 완전한 이동을 나

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치사를 쉽게 생략할 수 없다.

② ‘V비이동+在+XP’의 확장

이어서 ‘자세동사+在+XP장소’와 ‘Vb+在+XP장소’의 경우를 보자. 전자는 행위자

가 고정된 곳에서 특정 자세로 있는 것을 뜻하고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주성을 띤다.

(294) 躺在床上。
침대에 누워있다.

XP는 행위자가 존재하는 장소를 의미하여 진정한 의미의 장소이고, 누워있는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장소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Vb+在+XP장소’도 이와 

비슷하다.

(295) 陪在身边。 
옆에 있다.

‘陪’는 행위자가 자신의 의지로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을 뜻하고 함께하는 행위

15) 맞닿는 부분은 환유의 기제를 통해 단순히 부위가 아닌, 대상 자체를 가리키게 됨.
예: 头上=头 身上=人 脸上=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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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작의 이동이 요구되지 않아서 행위자의 위치는 ‘身边’에 고정되어 있다. 따라

서 두 구문은 자주성과 비이동성에 있어 공통점을 보인다.

‘자세동사+在+XP장소’와 ‘Vb+在+XP장소’는 대부분의 경우 화자의 발화하는 시

점에 V라는 동작이 지속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의할 것은 ‘躺在床上’, ‘陪在身边’

은 행위자가 발화시점을 시작으로 침대에 눕거나 누군가와 함께한 것이 아니라 해

당 동작의 시작점이 발화시점에 선행한다. 즉 화자가 목격한 상황은 이미 동작이 

발생한 후라는 것이다. 따라서 두 구문 모두 [-종결]의 특성을 지닌다. 하지만 모든 

동사가 공통점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296) 爱在心里。 
마음속에서(마음속으로) 사랑한다.

(297) 卡在喉咙。
목구멍에 걸렸다.

‘Vb+在+XP장소’는 동사에 있어서 다채로운 모습을 보인다. 예문은 각각 ‘爱’,

‘卡’를 사용하였는데 모두 비자주동사이다. ‘爱在心里’는 상적으로 ‘陪在身边’과 유

사하지만 동작과 장소가 추상적이고, ‘卡在喉咙’은 장소가 구체적이지만 [+종결]의 

자질을 갖는다. 따라서 동작과 장소가 모두 구체적이고 지속성이 강한 ‘자세동사+

在+XP장소’에 반해 ‘Vb+在+XP장소’는 자주동사와 비자주동사의 사용이 가능하고 

때로는 [+종결]의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이제부터 더욱 추상적인 구문을 살펴보자.

구문의 특성을 파악하기 전에 먼저 XP장소가 어떻게 해서 시간적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다.

(298) She’s at Yale.

그녀는 예일대학에 다닌다.

(299) We woke at dawn.

우리는 새벽에 일어났다.

‘at’은 처소논항을 이끄는 영어 전치사이다. ( )를 보면 XP는 실질정인 장소인 예

일대학교를 지칭하고 ‘She’가 지칭하는 대상이 예일대학교에 있음을 말한다. ‘at

dawn’은 ‘dawn’이라는 장소에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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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깨어난 시간이 새벽임을 뜻하므로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낸다. 이처럼 공간에서 

시간으로의 의미 기능 확장은 자주 발생하며 중국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300) 别在学校跟我说话。
학교에서 나한테 말 걸지마.

(301) 别在我专注的时候跟我说话。
내가 집중할 때 나한테 말 걸지마.

‘在’는 처소표지이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 (300), (301)은 각각 ‘在’

뒤에 처소와 시간표현을 사용한 것인데 (300)에서 학교는‘跟我说话’가 발생하는 장

소를 일컫고 (301)에서 ‘在’ 뒤의 성분은 ‘跟我说话’가 발생하는 시간대를 의미한다.

(302) 小明醒在凌晨。
샤오밍이 새벽에 깨어났다.

다시 ‘V+在+XP시간’ 예문을 보면, ‘V+在+XP시간’은 동작 V가 발생하는 시간이 

XP임을 알려준다. 구문에서 샤오밍이 깨어난 시간대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분할하

였을 때 그 중 일부에 속하는 ‘새벽’이라는 지점이고, ‘시간 축에서의 한 지점에서 

깨어났다’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공간역이 시간역으로 은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V+在+XP시간’에서 동사는 대부분 비자주적인 특성을 지니고 간혹 ‘买’나 ‘卖’

와 같은 자주동사가 쓰이지만 구문 전체는 비자주적인 상황을 반영한다. 또한 이

동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구문으로의 전환이 어렵고 ‘在’를 생략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문이 특이한 어순을 따른다는 것이다. 이동성을 내재한 구문

들은 어순을 통해 사건의 발생 순서를 나타내지만, ‘V+在+XP시간’은 사건을 인지

하는 순서를 나타낸다. 즉 동작이 먼저 발생하고 시간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획득한다.

‘V+在+XP원인’은 의미가 가장 추상화된 구문인데 XP가 원인의 의미까지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은유의 기제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현대 중국어 전치사에는 본래 

장소의 의미를 지녔었는데 문법화과정을 통해 다른 추상적인 의미까지 확장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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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많이 있다. 박정구 외(2017)는 수십 개 중국 방언에서의 기점 표지 사용현황을 

분석하여 기점표지가 기점의 의미뿐 아니라 다른 기능으로도 확장 사용되고 있다

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기점 의미는 은유를 통해 근거, 원인, 행위자로 확장할 수 

있고, 환유를 통해 경유와 종점으로도 확장할 수 있으며 경유와 종점은 다시 각각 

도구와 대상으로 의미 확장할 수 있다고 표명하였다. 한 마디로 기점표지의 문법

화는 처소 관련 표지가 훨씬 추상적인 영역까지도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

은 예이다. 전형적인 처소표지도 다양한 기능을 가질 수 있다.

(303) がっこうで授業をうける。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

(304) あつさでくるしむ。
더위로 고생하다.

일본어에서 ‘で’는 많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처소표지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다. (303)에서 ‘で’는 수업을 하는 장소가 학교임을 명시한다. 그러나 그 다음 예문

을 보면 같은 표지를 사용하였지만 ‘で’는 ‘에서’의 의미가 아니라 ‘때문에’의 의미

로 사용되었고 고생하는 원인이 다름이 아닌 더위에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예는 

영어에서도 보인다.

(305) Your book is on the table.

네 책은 책상 위에 있어.

(306) On their advice I applied for the job.

나는 그들의 충고를 듣고 그 직장에 지원했다.

영어에서의 전치사들 다양한 기능으로 문법화하였다. 예를 들어 (305)에서 ‘on’

은 ‘~위에 있다’와 같이 방위를 나타내는 표지이고 사람이나 사물의 위치를 알려

준다. 하지만 (30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서 ‘on’은 ‘で’와 마찬가지로 원인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문에서 ‘their advice’는 화자가 직장

에 지원하게 된 계기, 즉 직접적 원인이 된다. Seiler(1985:71)는 오세아니아의 한 지

역에서 사용되는 Imonda어에 처소표지가 원인을 나타내는 현상이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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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nda 16)

307(a)

ièf- iɑ
house- LOC

‘at the house’

307(b)

Bob- nɑ- iɑ ɑde së e- fe- i- me.

Bob- POSS- because work NEG Du- do- PAST-NEG

‘We did not do any work because of Bob.’

영어의 ‘at’에 해당하는 ‘iɑ’는 처소표지인데 예문에서 ‘Bob’에 후행하여 

‘because’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예를 보겠다. 아래 상황은 오

디션 프로그램에서 최후의 2인이 남아 사회자가 결과를 발표하는 장면을 설정한 

것이다.

(308) 사회자: B씨, 축하드립니다. 우승하셨습니다! A씨가 심사위원 투표에서 

앞서는 상황이었지만, 시청자 투표에서 B씨에게 졌네요!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시합에서 승자는 B이고, A가 B에게 패배한 이유

는 시청자 투표에서 B보다 적은 투표수를 얻었기 때문이다.

(309) 얼굴은 자신 있었는데, 얼굴에서 밀릴 줄이야!

(309)에서는 이미 모종의 겨루기가 이뤄졌고, 화자가 패배한 상황이다. 그리고 

화자가 말한 얼굴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으로 측면을 일컫는다.

16) Heine(2002:20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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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여러 언어에서 처소표지가 원인표지로 사용되는 예를 살펴보았고 처소 

의미가 은유를 통해 원인 의미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관

점에서 다시 ‘V+在+XP원인’예문을 보자.

(310) 我们赢在没有放弃。 
우린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겼다.

해당 구문에서 가장 흥미롭고 주목해야하는 것은 XP에서 필수로 출현했던 방위

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V+在+XP원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구문에서는 

방위사를 생략하면 모두 비문이 되었다. 이처럼 ‘V+在+XP원인’은 구문이 본래 지

녔던 구조에서 탈피함으로써 구문이 부여했던 처소의 의미를 상실한다. 그리고 이 

때문에 XP는 더 이상 장소의 의미가 아닌 원인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 구

문의 의미적 특성을 보면, 구문에서 ‘在’는 승리한 원인이 ‘~에 있음’을 뜻한다. V

는 모두 비자주동사로 실질적인 동작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이때 

구문은 V라는 결과/변화가 발생한 이유가 XP 때문임을 말하고 V가 실체가 없는 

동작이므로 존재의 의미나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또한 예상외의 상황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인식하기 전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V+在+XP원인’

의 어순 역시 XP가 시간을 나타낼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건을 인지하는 순서

를 반영한다.

‘자세동사+在+XP장소’, ‘Vb+在+XP장소’, ‘V+在+XP시간’과 ‘V+在+XP원인’ 중 

첫 번째 구문은 자주성이 강하지만 뒤로 갈수록 자주성이 약해지고, ‘V+在+XP시

간’과 ‘V+在+XP원인’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상실한다. 게다가 구체적이었던 동작

은 점점 정태적이고 추상적이게 변한다. 구조적으로는 ‘Vb+在+XP장소’부터 ‘在’의 

생략과 구문전환이 어려워지고, ‘V+在+XP시간’, ‘V+在+XP원인’ 단계에서는 완전

히 불가능하다.

‘V+在+XP’의 모든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필자는 구문 간에 확장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동성 유무에 따라 구문의 확장 노선을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었다. 이동을 나타내는 구문 중 ‘배치동사+在+XP장소’가 가장 원형적

인 구문이고 이동성을 유지하면서 구문은 ‘Va+在+XP장소’로, 나아가 ‘V+在+XP대

상’으로 확장하였다. 이때 XP는 모두 종점을 나타내고 V와 XP는 이동과 도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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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생 순서대로 배열된다. 비이동의 특성을 가진 구문은 ‘자세동사+在+XP

장소’를 기점으로 비이동적 의미를 유지한 채 ‘Vb+在+XP장소’로, 그리고 은유를 

통해 ‘V+在+XP시간’과 ‘V+在+XP원인’까지 순차적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마지

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在’가 명사성 성분뿐만 아니라 구나 절 형식의 XP를 이끌 

수 있고 나아가 방위사마저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비이동구문에서 V와 XP는 사건

의 발생과 화자의 평가, 즉 사건의 인지 순서로 나열된다. 한 마디로 ‘V+在+XP’는 

이동의미를 기준으로 두 갈레로 나뉘어 확장하였고, 본래의 특성을 조금씩 상실하

면서 점차 추상화한다. 이상의 논리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1 구문의 확장 과정



제8장 결론

본고에서는 ‘V+在+XP’에서 비처소동사가 출현할 때의 현상들을 의미적, 통사적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그 결과, ‘비처소동사+在+XP’에서 XP는 크게 네 가지 의미

를 나타낼 수 있는데 각각 장소, 대상, 시간과 원인임을 밝혔다.

각 장에서 필자는 몇 가지 의미적, 구조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문에 대해 다

방면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XP가 장소를 나타낼 때를 보면 이는 다시 두 가지 하

위분류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XP가 동작 후 도달하는 장소인 경우와 또 하나

는 XP가 동작이 실행되는 장소인 경우이다. 도달을 나타내는 경우 동사는 모두 이

동의 의미를 내재하고 XP는 동작 후의 도달 장소를 의미하므로 동작과 XP는 시간

적 선후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구문은 항상 완료된 동작에 대해 묘사한다. 구조적

인 측면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경우 구어에서 ‘在’를 생략할 수 있고 또 XP에 명

사성 성분 밖에 오지 못하여 XP에 장소의 의미가 많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XP

가 동작 발생의 장소를 나타낼 경우 동사는 대부분 지속성이 강한 동사로 구문은 

행위자나 피위자의 한 장소에서의 존재와 지속상태를 의미한다. 구문에서 ‘在’의 

생략은 ‘Va+在+XP’보다 제한적이지만 XP는 여전히 구체적인 장소로 명사성을 띤

다. Vb에는 다양한 동사가 섞여 있어 여러 상황유형을 나타낼 수 있으며, 예상외의 

사건을 나타내는 소수의 동사(卡, 噎, 炸, 烫 등)를 제외한 동사들이 출현할 경우 

구문은 동작상황과 상태상황을 나타낼 수 있다. 이때 동사는 화자가 목격한 동작

을 가리키고 XP는 화자가 V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한 핵심정보이다. 따라서 동작

과 XP는 화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간적 순서를 나타낸다.

XP가 대상을 나타낼 때 동사는 대부분 신체부위를 도구로 삼는 동사로 배치동

사와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시간순서원칙을 따르며 도구가 이동을 통해 대상에게 

도달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구문은 행위자가 피위자에게 이미 동작을 가한 

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다. 이때 XP는 동작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을 의미한다.

구문은 간단한 구어에서 사용되었을 때 ‘在’를 제한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데 이는 

XP에 아직 이동의 의미가 잔존하나 장소의 경우보다 약화되었음을 암시한다. 구문

에서 출현하는 동사 중 세 개의 동사가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데 ‘怪’의 경우 구문

에서 시간순서원칙을 준수하지만 도구와 무관한 의미를 가지며 책임의 이동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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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看’, ‘念’은 도구와 이동의 의미를 모두 가지지 않으며 ‘V+在+XP’의 형태

로 독립적으로 문장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상을 갖지 못한다. XP는 구나 절 형식

으로 출현할 수 있고 이때에 한해 ‘在’의 생략이 이뤄질 수 있다.

XP가 장소와 대상을 의미할 때는 행위자가 제어할 수 있는, 자주적인 상황이 주

로 출현하고, ‘在+XP+V’ 구조로 전환시키기가 수월하다. 그러나 XP가 더욱 추상

화하여 시간과 원인을 나타낼 때 구문은 모두 비자주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在

+XP+V’로 전환하기 어려워진다. 비자주적인 동작은 항상 불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V+在+XP시간/원인’은 사람이 사건을 인지하는 데 있어 상황을 먼저 인지하고 그 

후에 화자가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인지적 순서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

며, 필자는 이러한 순서가 본래의 시간순서원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두 구문은 성취상황만 나타낼 수 있다. 두 구문은 모두 이동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장소의미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在’를 생략할 수 없다. 그

리고 의미가 한 층 더 추상화된 XP원인은 명사구뿐만 아니라 술어구와 절의 형식

으로 구조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으며 방위사마저 생략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본고에서 분석한 다섯 개의 구문은 ‘한 장소에 무언가를 놓

다’를 의미하는 ‘배치동사+在+XP장소’와 ‘일정한 자세를 유지하며 어디에 있다’를 

의미하는 ‘자세동사+在+XP장소’ 구문, 두 원형 구문에서 파생되었다. ‘배치동사+

在+XP장소’는 이동의 의미를 유지하며 ‘Va+在+XP’로, 나아가 ‘V+在+XP대상’으로 

확장하였고, ‘Vb+在+XP장소’는 ‘자세동사+在+XP장소’로부터 비이동의 정태적 특

성을 계승하였고, 점차 자주성을 상실하며 은유의 기제를 통해 ‘V+在+XP시간’, 그

리고 ‘V+在+XP원인’까지 확장한다. 전자는 ‘이동→목표’의 시간적 관계를 나타내

고, 후자는 ‘인지→평가/추가정보’ 순서를 반영한다.

본고에서는 ‘비처소동사+在+XP’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비처소동사+在+XP장

소’에서 ‘비처소동사+在+XP원인’까지의 확장 경로를 밝혔고 인지언어학적 관점에

서 구문을 분석하였으며 기존의 시간순서원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구문의 어

순에 대해 답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본고의 연구결과가 앞으로 처소구문 관련 연

구 또는 전치사 후치 연구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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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现代汉语 ‘非处所动词+在+XP’ 构式研究

首尔大学 中文系

金娟美

在现代汉语里能够表示处所的构式非常多样，其中‘V+在+XP’与‘在+XP+V’两种

构式的使用率最高。‘V+在+XP’作为一个处所构式，它最初的功能是用来表示施事将

受事放置于某处，或者是施事停留于某处，两种构式义都具有‘移动’与‘存在’义。但

是在很多情况下，如‘打在头上’，‘死在两年前’，‘赢在气势上’等构式经常被用在看似

与处所无关的场合，动词也不再与‘放置’或‘存在’有关。不仅如此，戴浩一曾说过现

代汉语中大部分的语言现象都遵守时间顺序原则，处所构式亦是如此。但经过对构式

的研究发现XP除了能够表示处所，它还能表示对象，时间和原因。当XP不表示处所

的时候，构式往往不遵守时间顺序原则。针对此类现象，本文将通过对构式的每个组

成成分的深入研究，尤其是对动词语义、句法特征的分析揭示动词与构式的结合机

制，并探讨动词对构式义产生的影响和每个构式之间的关系。此外，笔者还将对时间

顺序原则的定义加以补充。通过分析，笔者获得以下结论。
首先，本文收集了相关构式的所有例句，通过对例句的详细分析得知构式能够

根据构式义分成四个小类，分别是场所，对象，时间和原因。而且本文对能够组成构

式的所有动词与其使用频率进行了归纳、整理，发现使用于每个小类里面的动词都各

自具有共同特征，能组成一个类。
其次，笔者通过对动词语义特征的深层分析，发现动词的移动义、自主义和体

貌在绝大多数情况下决定XP的类型和构式的结构。
第三，当动词具有移动义时构式表示施事或受事通过移动到达某处，并且遵循

时间顺序原则。当动词不具有移动义，XP表示时间或原因的时候，动词一般都表示

不可预测的事件。不可预测的事件都是先行于人们对事件的认知发生的，所以当处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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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分不表示具体场所的时候，动词和处所成分之间仍然可以理解为存在先后顺序，而

这个顺序表示的是突发事件与认知的先后关系。所以本文认为，以上情况与戴浩一的

时间顺序原则的主旨大同小异，也是它的一种表现。
第四，本文根据变换构式的句法结构，梳理出动词的移动义与存在义对构式的

处所义具有很大的影响。当动词具有移动义或存在义，XP表示具体的场所，并且在

一定条件下介词‘在’可以省略。但是如果动词不具有其两种语义，构式义则将趋于抽

象，而且在任何情况下都不能省略‘在’。至于XP, 它一般都是名词性成分，但是构式

义越抽象XP的结构就越复杂，且当处所成分呈小句结构的时候方位词也可省略。
最后，本文使用构式语法理论诠释‘V+在+XP场所’，‘V+在+XP对象’，‘V+在

+XP时间’和‘V+在+XP原因’之间存在着扩展承继的关系，并得知构式根据是否具有移

动义分成两个路线进行抽象化。具有移动义的‘V+在+XP场所’随着移动义的弱化发展

成‘V+在+XP对象’。不具有移动义的‘V+在+XP场所’则在发展过程中逐渐丧失自主

义，并通过隐喻映射到时间、原因等更抽象的概念域。

关键词：介词，在，V在构式，构式语法，扩展承继，处所构式，时间顺序原则，隐

喻，介词后置，V+在+XP，在+XP+V，介词隐现 

学号：2016-26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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