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現代 中國語에 있어서의 起點表示의 介詢 빠究* 

성 도 

1. 문제 의 제기 

지금까지의 연구는 중국어의 介詞 ‘從， 由 ， 打， 自， 自從’이 시간， 처소， 

범위， 변화의 기점을 표시하는 介詞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문의 해석이나 발화의 이 해를 가능하게 할 뿐이 며， 이들 介詞를사용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지는 못한다. 

이들이 시간의 기점을 표시한다고 하는 경우에 劉月華(1983)냐 呂꼈뼈 

(1977)은 단순한 시간사의 경우룹 예로 들고 이들이 ‘從， 由， 打， 自， 自從’

과 결합하여 시간의 기점올 표시한다고 기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울 

로는 각종의 시간사나 시간을 의미하는 템語， 흑은 방위사가 부가되는 경우 

의 홈語를 이들 介詞가 취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알 수 없다. 이들이 처소의 

기점을 표시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상황은 동일하다. 다음을 보자. 

(1) 그는 북경에서 왔다. 

(2) 그의 행통은 진심에서 나왔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1)을 표현하기 위한 介詞의 선택기준을 제시하고 있 

지만 이들 介詞 가운데의 어느 것이 (2)를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지 옷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연구가 처소를 일차적인 가시척 처 

소로만 파악하고 있을 뿐이며， 그 가운데에는 심리상태와 같은 추상적 처소 

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는 결국 처소의 법 

주에 대한 분식의 운제가 될 것이다. 법위의 기점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다 

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3) 그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을 했다. 

(4) 그는 만화부터 소설까지 읽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3)을 표현하고자 하는 介詞의 선돼에 해답을 준다. 

* 본 논문은 1987년 운교부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 
었음. 

381 



382 語學와究 第24卷 第 3 號

그러냐 (4)를 표현하기 위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변화기점의 

경우에도 같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개념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 

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냐의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그러냐 처 

음으로 시도되는 분석이기 때문에 필자 스스로도 느끼는 소루함이 있음을 인 

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에 대한 보정은 이후의 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2. 시감의 기점 

이 장에서는 ‘從， 由， 딩， 自從， 打’와 시간사 및 시간을 나타내는 상황 

과의 결합을 알아 보기로 한다. 趙元任(1968:533)은 시간사의 종류를 역사 

성 을 표시 하는 時間詞， ~홉環時間詞， 關係時間詞 그리 고 명 사와 방위 사가 합 

하여 이루어지는 複合時間詞로 구분하였다. 역사성올 표시하는 시간사는 역 

사적으로 한번 냐타낮던 시각 흑은 기 간을 나타낸다. 예컨대 ‘周代， 石器

時代’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홉環時間詞는 주기적 ξL로 진행되는 시각 

혹은 기간을 뭇하는데 ‘正月， 聖짧節， 五分鍾， 春天’이 아에 해당한다. 關

係時間詞는 그 자신이 일정한 시각 혹은 기간을 지청할 수 없으며， 전후의 

관제 속에서만이 정확한 시각 혹은 시기 를 나타낼 수있는시간사를 말한다. 

예컨대 ‘前年， 後天， 上月’가 이에 해당한다. 複合時間응펴는 ‘早上， 雨前’ 과 

갇이 합성된 시간사를 말한다. 그러냐 여기에는 시간사가 아니면서도 시간의 

기점을 표시할 수 있는 경우， 즉 ‘從此以後’ 같은 경우와 疑問時間詞의 경 

우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경우를 논의에 포함하기로 한다. 

2. 1. ‘從， 由， 自， Êl從， 打’ 와 簡훌時間詞 

다음은 ‘從， 由， 自， 自從， 打’와 일부의 備環時間詞와의 결합양상을 알 

아 본 것이다. 

(1) a. 從六點一刻三十妙起， 호짧又開始J. 

b. 從六點一刻起， 호훌훌又開始了. 

c. 從六點鏡起， 호製又開始了. 

d. 從早훌起， 我們的旅行就開始1.
e. 從二號起， 那個會議就開始了.

f. 從禮拜六起， 那年的暑假就開始了.

g. 從淸明節起， 행們的友情開始發展J. 

h. 從正月起， 我學山水뿔了. 

i. 從春天起， 我開始上學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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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은 모두 성립한다. 그러냐 이와 같은기능을 갖는다고 알려진 ‘由， 自，

自從， 打’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2) a. 自六點一刻三十秋起， 호웰又開始J. 

b. 自六點一刻起， 호뚫又開始了. 

C. 自六點鐘起， 호웰又開始了. 

d. 自早農起， 됐們的旅行就開始了. 

e. 自二號起， 那個會議就開始了.

f. 自禮拜六起， 那年的暑假就開始了.

g. 自 淸明節起， 我們的友情開始發展了

h. 自正月起， 我學山水畵了.

). 自春天起， 我開始上學了.

(2)는 모두 성 렴 한다. 그러 나 표준어 를 사용하는 중국어 사용자는 발화시 에 

(2)보다는 (1)을 선태하며， (2)는 주로 서연어에 사용한다. (周選明 1958 :233) 

(3) D. ? 打六點一刻三十짝、起， 호짧又開始了. 

b. ? 打六點一刻起， 호製又開始了. 

c. ? 打六點鐘起， 호題又開始了. 

d. ? 打早農起， 됐們的旅行就開始了. 

e. ? 打二號起， 那個會議就開始J.

f. ? 打禮拜六起， 那年的暑假就開始了.

g. ? 打淸明節起， 됐們的友情開始發展了. 

h. ? 打正月起， 我學山水畵了.

i. ? 打春天起， 我開始上學了.

(3) 도 바 문은 아니 며 , 주로 북경 방언 사용자들이 사용한다. 표준어 를 사용 

하는 사람은 (3)보다는 (1)을 선택 한다. 

(4) a. ?? 自從六點一刻三十沙起， 호聽又開始了. 

b. ?? 自從六點一刻起，~훌훌又開始了. 
c. ?? 自從六點鍵起， 호醫又開始了. 

d. ?? 自從早끓起， ￥~1門的旅行就開始J .

e. ?? 自從二號起， 那個會議就開始了.

f. ?? 自 從禮拜六起， 렀ß年的휩·假就開始J. 

g. ??自從情明節/낼， 됐們的友情開始發展了. 

h. ??自從正月起， 我學山水畵J.

i. ?? 自 從春天起， 我開始上學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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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從’은 과거시제와 결합하는 기점표시의 介詞이다. 그러나 과거를 표시 

하는 것으로 보이는 (4)는 모두 성립이 의심스렵 다. 그러나 다음을 보자. 

(4') a. 自從那天六點一刻三十웹)起， 호훨又開始J. 

b. 自從那天六點一刻起， 호웰又開始J . 

c. 自從那天六點鏡起， 호題又開始了. 

d. 티從那天的早흩l필， 我們的旅行就開始J.

e. 自從那月와]二號起， 那個會議就開始了.

f. 自從那週的禮拜六起， 那年的월假就開始了. 

g. 自從那年的淸明節起， 我們的友情開始發展了.

h. 自從那年的正月起， 我學山水畵J.

i . 自從那年的春天起， 我開始上學了.

(4')는 (4)에 ‘那天’을 부가하여 이 문이 과거의 사실임을 보다 더 정확하 

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는 ‘自從’이 과거의 시제와 결합한다는 사실 

과 동시에 과거시제를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만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검증자에 따과서는 (4' a , b, c)의 성랩 에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 

었는데 이들은 ‘덤 從’이 ‘초， 분， 시간’ 보다는 큰 단위의 시간에 주로 사 

용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5) a. ? 由六點一刻三十양‘起， 호題又開始了. 

b. ? 由六點一刻셀， 호觀又開始了. 

c. ? 由六點웰起， 호題又開始J. 

d. ? 由早훌起， 행們的旅行就開始了. 

e. ? 由二號起， 재5個會議就開始J . 

f. ? 由禮拜六起， 那年的뭘假就開始7. 

g. ? 由淸明節起， 됐們的友情開始發展J. 

h. ? 由正月起， 我學山水盡J.

i. ?由春天起， 我開始上學了.

(5)는 ‘由’와 備環時間詞와의 결합관계를 알아본 것이다. (5)에 대한 검 

증자들의 견해 는 다양하다. 훌灣을 중심 으로 하는 냥부인들은 거 의 모두 (5) 

의 성랩을 부정한다. 그러나 북경 인들은 (5)의 성렵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 

만 이 들은 (5)가 주로 장년총에 의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2. ‘從， 由， 自， 自從， 打’와 歷史性 時間詞

다음은 歷및샘i 時間詞와 ‘從， 由， 自， 틴從， 打’와의 결합상황을 알아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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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 從周朝起， 中國文學史就開始了.

b. 從뽑代起， 中國詩就極盛起來T.

C. 從乾|隆起， 淸朝就緊榮起來T.

(7) a. 由周朝起， 中國文學史就開始了.

b. 由庸代起， 中國詩就極盛起來了.

C. 由乾隆起， 淸朝就緊榮起來了，

(8) a. 自周朝起， 中國文學史就開始T.

b. 自庸代起， 中國詩就極盛起來T.

C. 自乾隆起， 淸朝就緊榮起來了.

(9) a. 自從周朝起， 中國文學史就開始T.

b. 自 從庸代起， 中國詩就찮盛起來了. 

C. 自從乾隆起， 淸朝就緊榮起來T.

(10) a. ??打周朝起， 中國文學史就開始了.

b. ??打庸代起， 中國詩就極盛起來了.

c. ??打乾隆起， 淸朝就緊榮起來T.

(6---9)에서와 같이 歷史性 時間詞외- ‘從， 由， 自， 自從’의 결합은 자연스 

럼 다. 그러나 (1 0)에서와 같이 ‘打’와 歷史住 時間詞와의 결합은 자연스럽 

지 않다. 

2.3. ‘從， 由， 自， 自從， 打’ 와 關係時間詞

다음은 關係時間詞와 ‘從， 由， 自， 自從， 打’와의 결합상황을 알아 본 것 

이다. 

(1l) a. 從!I'i"天開始， 젤學了網球. 

b. 從今天起， 我又開始運動了.

C. 從今天起， 我應該開始運動.

d. 從明天起， ￥t흉@學中文. 

(1l)은 ‘從’과 關係時間詞와의 결합을 표시한 것이다. 이 가운데 O la)는 

과거시제 를 나타낸 경우이고， (l1 b)는 현재기점의 과거를， (l1 c)는 현재기 

정의 마래 를， 그라고 (lld)는 미래시제를 나타낸 경우이다. (ll)의 성립은 

‘從’이 어떠한 시지l 와도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이 는 ‘自，

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음이 이 를 증명한다. 

(12) a. 自 I댄天開始， 됐學了網球. 

b. 딛今天起， 我又開始週행JJ. 

C. 自今天셀， 條應該開始運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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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自明天起， 我훌學中文. 

(1 3) a. 由昨天開始， ￥k學了網球.

b. 由今天起， 我又開始運動了.

C. 由今天起， 我魔該開始遭動.

d. 由明天起， 我홍용學中文. 

(12-13)은 모두 성 렵 한다 그러 나 ‘打， 自從’ 과 關係時間調와의 결 합양 

상은 단순하지 않다. 다음을 보자. 

(14) a. ?打昨天開始， 我學了網球.

b. ? 打今天起， 됐又開始運動了 

c. ? 打今天起， 짧應該開始運動. 

d. ? 打明天起， 됐훨學中文. 

(14)는 ‘打’와 關係時間詞와의 결합인데 이는 자연스럽지 않다. 이 를 사 

용하는 중국인은 북경지방의 일부에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自從’ 과 關係時間詞와의 결 합관계 이 다. 

(15) a. 自從昨天開始， 我學了網球.

b. 自從今天起， 我又開始遭動了.

C. 용自從今天起，:fX;應該開始連動}. 

d. *自從明天起， ￥k要學中文.

‘自從’은 과거시제와만 결합한다고 알려져 있는 介詞이다. 따라서 미래시 

제와 결합한Cl5c ，...，d)가 성렴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문제는(15b)의 

경우이다. 이는 현재의 시제를 홉語로 하지만 동작은 이미 얼어난 경우인데 

‘自 從’은 이 러한 경우를 모두 이끌 수 있는 介詞인 것으로생 각된다. 다음은 

이와 같은 경우를 다시 검증한 결과이 다. 

(1 5') a . 自從這回셉， 됐學7網球. 

b. 흩自從這며起，:fX;흉§學網球. 

c. 뎌從這次起， ￥k們討論了那個問題.

d. 용 自 從這次起， ￥Jdr1j應該討論那個問때. 

l ‘自’는 대부분 펌而語에 사용펀다. 이 글에서는 펌lìfî쁨에 사용 가능한 ‘自’를 오 

두 성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그"'1 냐 文言과 白話의 차이 플 강안한다면 이러한 견헤 
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올 인갱한다. ‘自’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는 쩔IJ 月華(1 983 

168-170) , 現代漢語虛룹짧l釋(1982:563) ， 呂淑해10981 :620)을 창조할 것. 

2 ‘打’는 북방구어이다. 그러나 북경 출신의 짚은충으로서 고등교육을 밍은 사람틀 
은 ‘打’의 사용올 피하여， 이들은 대화충에 ‘打’ 를 사용하는 사란들을 저끔한 사랑으 
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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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自從這禮拜開始， 됐們上了補習班. 

f. * 멈從這禮拜開始， 我{門훌上補習班. 
g. 自從這個月開始， 我付了利息、.

h. 용自從這個月開始， 我흉흉付利息、. 

i. 담從今年開始， 我又開始7運動.

j. 용 自 從今年開始， 我-定훌開始運動. 

05' a , C, e, g, i)는 ‘自從’ 과 현재표시의 關係時間음려가 결함하고 있으냐 동 

작 자체는 이미 발화상황 이전에 일어난 경우이며， Cl5'b, d, f , h , j)는 (15' a, 

C, e, g , i )와 동일한 현재표시의 關係時間띔가 ‘自從’과 결합하고 있으나 동작 

이 아칙 얼어나지 않은 경우이다. 05')는 결국 ‘ 自從’은 關係時間템의 시 제 
짜 상관 없이 동작의 발생 이 과거이연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2. 4. ‘從， 由 ， 自 ， 自從， 打’ 와 複合時間詞

다음은 複合時間詞와 ‘從， 由， 自， 自從， 打’와의 결합상황을 알아 관 것 
이 r~. 

(16) a . 從飯前， 他的險色-直不好.

b. 從早上， 他-直連一句話也沒有說.

C. 從今夜꽃， 他連-句話也沒有說.

d. 從二月짧， 他開始念了這本小說.

e. 從下個月初， 他펼開始念這本小說. 

(1 7) a. 由飯前， 他的險色-直不好.

b. 由早上， 他一直連-句話也沒有說.

C. 由今夜폈， 他述-句話也沒有說.

d. 由二月댈， 他開始念了這本小說.

e. 由下個月初， 他맺開始;융:這本小說. 

(18) a. 自 飯前， 1따的險色-直不好. 

b. 自早上， 他-直迎一句話也평有說‘ 
C. 自今~U짧， 他述_.句닮也沒有說 

d. 自二月뚫， 1마開始念了這本小說. 

e. 自下個月初， 他펼開始念這기ζ Ij、說-

(1 9) a . 自從飯前， 他的n.왔色一直不好. 

b. 自從早上， 他一直連一句話也沒有說.

C. 自從今夜짧， 他連一句話也沒有說.

d. 自二月製， 他開始念了這本小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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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톨自從下個月初， 他훨開始念這本小說. 

(16"""19)에서 ‘自從’ 이 미래시제와 결합하여 바문이 된 (1ge)를 제외한 나 

머지는 모두 성립한다. 이는 ‘從， 由， 自， 自從’이 複合時間詞와 결합할 수 

있음을 설명해 준다 그러나 ‘打’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20) a. ?打飯前， 他的驗色一直不好.

b. ?打早上， 他一直連一句話也沒有說.

C. ?打今夜훌， 他連一句話也沒有說.

d. ?打二月훌， 他開始念r這本小說.
e. ?打下個月初， 他훨開始;念這本小說. 

(20)은 ‘打’ 와 複合時間응려의 결합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닝을 알려 준다. 표 

준어를 사용하는 중국어사용자들은 이 경우에 (16)이나 (19)를 선돼한다. 

2.5. ‘從， 由， 自， 自從， 打’ 와 時間詞가 아닌 詞뚫 

‘從， 由， 自， 打， 自從’은 경우에 따라 단독의 지시대영사， 형용-사， 영 사 

흑은 부사와 결합하여 시간의 기점을 표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지시대명사， 형용사， 명사 혹은 부사가 ‘從， 由， 自， 自從， 打’와 결합하는 

양상을 알아 보기로 한다. 

(21) a. 從小就僅得各種農훌勳的種植. 

b. 從此以後， 他一直沒有遭到早退.

C. 從早到願， 他一直念書.

d. 從古到今， 륨理沒有根本的變化. 

e. 從今以後， 他打算開始빠究野生動物. 

f. 從剛才起， 就開始下雨了.

g. 從以前， 됐就知道他是什慶人. 

h. 戰士們從白天到黑夜， 不歐氣地急行軍.

(22) a. 自從小就↑꿇得各種題옳物的種植. 

b. 自從此以後， 他一直沒有週到早退.

C. 自從早到i1S&， 他一直念홉. 

d. 自從古到今， 質理짧有根本的變化. 

e. 目 從今以後， 他打算開始뽑究野生動物. 

f. 自從剛才起， 就開始下雨了.

g. 自從以前， 됐값知道他是什慘A. 

3 (16'" 19) 가운데에서 표준어릎 사용하는 사람플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自 從’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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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戰士們自從白天到黑夜， 不歐氣地急行軍.

(21-22)는 모두 성립한다. 이는 ‘從， 自從’과 時間詞가 아닌 詞語와의 결 

합이 자연스럽 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23) a. 自小就僅得各種農훌物的種植. 

b. 自此以後， 他一直沒有適到早退.

C. 自早到뼈， 他一直念書.

d. 自古到今， 륨理짧有根本的變化. 

e. 自今以後， 他打算開始댐究野生動찢. 

f. 自剛才起， 就開始r雨7.

g. 自以前， 꿨就知道他是什慶人. 

h. 戰士們自白天倒黑夜， 不歐氣地急行軍.

(23)도 모두 성립한다. 그러나 이는 발화시 보다는 서면어에 주로 나타나 

는 표현이다. 

(24) a. ?打小就僅得各種農塵物的種植.

b. ?打此以後， 他一直沒有週꽃IJ早退. 

c. ?打早꽃IJ뼈， 他-直念書.

d. ?打古到今， 륨理청有根本的變化. 

e. ?打今以後， 他打算開始짧究野生動物. 

f. ?打剛才起， 就開始下雨了.

g. ?打以前， 됐就知道他是什慶Á. 

h. ?戰士們打白天쫓Ij黑夜， 不歐氣地急行軍.

(25) a. *由小就↑童得各種農훌物的種植. 

b. *由此以後， 他一直沒有選到早退.

C. ￥由早到뼈， 他一直念書.

d. 융由古到今， 륨理행有根本的變化. 
e. 을由今以後， 他打算開始맑究野生動物. 

f . *由閒IJ才起， 就開始下雨了.

g. 웃由以前， ￥&就m道他是什慶Á.

h. 을戰士們由 白天到黑夜， 不歐氣地急行軍.

(24)는 성 립 이 자연스럽 지 않으며 (25)는 모두 비 문이 다. 이 는 時間詞가 

아닌 詞語가 ‘打，由’와 결합하여 시간의 기점을 표시할수없음을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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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從， 由， 自 ， 自從， 打’와 훌問時間詞 

여기에서는 ‘從， 由， 自 ， 自從， 打’ 가 疑問時間詞와 결합하는 상황을 보 

기로한다. 

(26) a. 1:센쟁용從 I빼天셀學習中文n尼 ? 
b. 作、훨 自뼈天起學習中文ng ? 

c. ??作몇由 l뼈天起學習中文n尼 ? 

d. *ft훨 自從爛天起學習中文~尼 ? 
e. ?ft홈打뼈天起學習中文Ufè ? 

(26a)는 성립 하며 (26b)는 서면어에 사용된다. (26c)는 바 문에 가깡다. 이 

러 한 의미를 말하고자 할 때에는 (26a)의 형식을 사용해 야 한다. (26e)는 성 

립 이 의 심 스렵 다. (26)은 모두가 ‘ l빼天’ 을 미래시제로 파악하고 있다. (26d) 
가 비 문인 이 유는 ‘ 自從’ 이 본래 미래의 시점을 나타낼 수 없다는 점에 서 당 

연하다. 그러나 ‘由 ’ 나 ‘打’도 시제의 영향을 받는기는 궁금한 일이다. 다 

음을보자. 

(27) a. 他是從뼈天開始學셀中文來的 ? 
b. 他是自뼈天開始學起中文來的 ? 
c. ??他是由빼天開始學起中文來的 ? 
d. 흩他是自從|뼈天開始學起中文來的 ? 
e. ?他是打l뼈天開始學起中文來的 ? 

(27)은 ‘從， 自， 由， 自從， 打’와 疑問時間詞 ‘뼈天’ 을 과거시제로 결합 

시킨 것인데 (27a)가 성립하며， (26b)는 서연어 에 사용된다. (27c)는 비문 

에 가깡고 (27d)는 비문이다. 이는 ‘自從’이 미래형 뿐만이 아니라과거형의 

疑問時間詞와도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7e)는 여전히 성렵이 

자연스럽지 않다. 

(28) a. ft從什慶時候起要學習中文I펌 ? 
b. 까自什像時候起要學習中文I尼? 

c. ??{~J\由什慘時候起홈學習中文~尼 ? 
d. *佈 自從什}향時候起훨學習中文l尼 ? 
e. ?ft打H歷>>풍候起훨學習 中文|믿 ? 

(29) a. 他是從什歷時候開始學살中文來的 ? 

b. 他是自 1+廢時많開始學起中文來的 ? 
c. ??他是由什歷時候開始學起中文來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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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他是담從什歷時候開始學起中文來的 ? 
e. ?他是打什땅l뿔候開始學셀中文來的 ? 

(28~29)은 疑問時間詞 ‘|뼈天’ 을 ‘tl'廢時候’ 로 바꾸어 (26.--27)의 상황을 

채현시킨 것이다. 이는 ‘從， 自， 由， 自從， 打’가 疑問時間詞를 선돼적으로 

사용하는가의 여부를 시험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인데 결과는 (26'--27)과 같 

았다. 이는 시간거점표시의 개사 가운데에서 ‘從， 自’만이 疑問時間詞 ‘뼈 

天， 什慶時候’와 결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시제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이상의 논의는 ‘從， 由， 打， 自， 自從’과 시간표시의 詞語가 결합하여 시 

간기점을 표시히는 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려 준다. 

‘從， 由， 打， 自， 自從’이 備環時間詞를 質語로 취하여 시간 기점을 표시 

할 수 있으나， ‘自’는 주로 서연어에 사용되며 ‘打’는 북경망언사용자들이 

사용하고 ‘自從’은 명백한 과거시제와만 결합할 수 있다. ‘由’와 領環時間

詞의 결합관계에는 북부인과 남부인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납부인 

들은 ‘由’와 擔環時間詞의 결합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북부인들은 이의 성 

립을 주장한다. 

歷史性 時間詞와 ‘從， 由， 自， 自從’의 결합은 자연스럽다. 

關係時間詞와 ‘從， 由， 自， 自從’과의 결합은 자연스럽다. 단 ‘ 自從’은 현 

재를 나타내는 關係時間詞와도 결합하여 시간의 기점을 표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주절은 과거형이어야 한다. 

複合時間詞는 ‘從， 自從’ 과 결 합하여 시 간기 점 을 표시 한다. 

時間詞가 아닌 詞語가 시간기점을 표시할 때에는 ‘從， 自， 自從’과 결합 

한다. 

疑問時間詞는 ‘從， 自’과 결합하여 시간기점을 표시할 수 있다. 

3. 사건의 기점 

사건기점은 동작 혹은 상태가 어떠한 사건을 기점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지 

칭한다. 이 경우의 사건은 보기에 따라서 시간기점으로도 파악할 수 있으나 

시간기점은 일정한 時間詞가 출현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나타내는 詞語가 출 

현함에 비하여， 사건기점은 主述構造 혹은 動홈構造가 介詞의 빈어로 출현 

하여 그 자체가 하나의 사건을 표시할 뿐 전혀 시간개념과는 상관이 없는경 

우이기 때문에 시간기점과는 구분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하나의 사건이 ‘從， 由， 自， 打， 自從’의 홉語가 되어 그 사건을 

기점으로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살펴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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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a. 從女兒們出T國， 地的!화房又冷淸起來. 

b. 從機器問1止， 1.짧룹雜起. 

C. 從他放셔:: 셔:便一天天的빨下來. 

d. 從我參加了體育數鍵， 身體健康多了.

e. 從有T私有財훌制度， 圖野服想發財便成了A類的通性.

(30)은 모두 성렴한다. 이는 ‘從’이 사건의 기점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음 

을 성명해준다. 이러한 기능은 ‘自從’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a로 보 

인다. 

(31) a. 自從女兒們버了國， 娘的閒房又冷淸起來.

b. 自從機器問世뿔즙雜起. 

C. 自從他放牛， 牛便-天天的擾下來.

d. 自從我參加7體育數練， 身體健康多了.

e. 自從有7私有財훌制度， 圖웹服想發財便成了A類的通性. 

(30-31)은 모두 성랩한다. 이러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에 표준 

어를 사용하는 중국인은 일반적으로 (31)을 선호한다. 이것이 ‘自從’ 의 대 

표적 인 기능이기 때문이다. 

(32) a. 용由女兒們出了國， 地的1함房又冷淸起來. 

b. *由機器問世) ~훨륨雜起. 

C. ￥由他放牛牛， 牛便一天天的첼下來. 

d. 싸El:r행參加了體育數練， 身體健康多了.

e. 싸由有7私有財훌制度， 圖휩服핸、發財便成T人類的通性. 

(32)는 모두 비문이다. 이는 ‘由’가 사건기점을 표시하는 기능이 없음을 

알려 준다. 

(33) a.?? 自女兒們出了國， W2的周房又冷淸起來.

b. ?? 自機짧問世風즙藉起. 

c. ?? 自他放牛， 牛健-天天的셋下來. 

d. ?? 自我參JJ07體育敏練， 身體健康多了.

e. ?? 自有了私有財盧制度， 圖혐服想發財便成了A類的週性. 

(34) a.? ?打女兒們出7國， þ也的1함房又冷淸起來. 

b. ??打機器問世) I떻흡-雜젤. 

c. ??打他放牛， 牛fifi-‘天天的첼下來. 

d. ??打됐參加了體育없練， 身體健康多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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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打有了私有財훌制度， 圖혐服想發財便成了A類的通性. 

(33~34)는 모두 비문에 가깝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중국언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는 사건기정 표시의 기능을 갖는 介詞는 ‘從’과 ‘自從’이며， 이 

외의 ‘由， 打， 自’는 이러한 기능을 갖지 뭇한다는사실을 알려 준다. 그러나 

사건의 기점이 寶語가 되고 그 홉語에 ‘後， 之後， 以後， 以來’가 부가되는 

경 우에 는 양상이 다르다. ‘後， 之後， 以後， 以來’ 는 실제로 방향이 나 시 간을 

표시하지만 이들이 사건올 표시하는 말의 뒤에 부가되띤 완전히 시간만을 표 

시하게 된다. 이제 사건기정표시의 홉語 뒤에 이들이 부가되는 경우를 살펴 

보기로 하자. 

(35) a. 從我們退出T聯合國之後， 仍然過得好好的.

b. 從講究曲線美以來， 這口짧便又變成了緊身甲. 

C. 從那天看了電影以後， 他便一直問밟不樂. 

d. 從祖母去i!t後， 父親和伯웠們便分了家. 

(35)는 모두 성 립한다. 그러나 (35)와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에 표준어를 사용하는 중국인은 일반적으로 (35)에서 ‘從’을 제거한 (35')를 

선호한다. 

(35') a. ￥!d門退出了聯合國之後， 仍然過得好好的.

b. 講究曲線美以來， 這口짧便又燮成了緊身甲. 

C. 那天看了電影以後， 他便一直댐問不樂. 

d. 祖母去世後， 父親和伯됐們便分T家. 

(36)은 ‘自從’의 쩔語가 ‘後， 之後， 以後， 以來’와 결합한 경우이다. 

(36) a. 自從我們退出7聯合國之後， 仍然過得好好的.

b. 自從講究曲線美以來， 這口짧便又變成了緊身甲. 

C. 自從那天휩了電影以後， 他便-直맴問不樂. 

d. 自從祖母去世後， 父親和伯꼈們便分了家. 

(36)은 모두 성렵한다. (36)은 사건표시의 寶語가 ‘後， 之後， 以後， 以來’

와 결합하는 경우의 가장 표준적인 화법이 된다. 

(37) a. 自我們出7聯合國之後， 仍然過得好好的.

b. 自講究曲線美以來， 這口뚫便又燮成7緊身甲. 

C. 自那天看7電影以後， 他便一直댐맴不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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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自祖母去世後， 父親和伯웠們便分7家. 

(37)도 모두 성립한다. 중국인들은 (37)이 普通話의 경우라고 말하고 있 

다. 그러나 ‘由’와 ‘打’ 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38) a.??由我們退버7聯合國Z後， 仍然、過得好好的.

b. ??由講究曲線美以來， 這口짧便又變成7緊身甲. 

c. ??由那天看了電影以後， 他便一直댐댐不樂. 

d. ??由祖母去世後， 父親和伯꼈們便分了家. 

(39) a.??打햄們退出了聯合國之後， 仍然過得好好的.

b. ??打講究曲線美以來， 這口짧便又優成7緊身甲. 

c. ??打那天看了電影以後， 他便一直댐댐不樂. 

d. ??打祖母去t!t後， 父親和伯꼈們便分了家. 

(38~39)는 성랩이 의심스러운 경우이다. 이는 ‘由’와 ‘打’가 ‘後， 之後，

以後， 以來’와 결합하는 寶語를 취하여서도 사건의 기점을 표시하는 기능이 

없음을 알려 준다. 

이 상의 논의는 사건기정을 표시할 수 있는 介詞는 ‘從’ 와 ‘ 自從’ 이라는사 

실을 알려 준다. 

4. 처소의 기접 

‘從， 由 ， 打， 自’는 처소의 기점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떠한 성격의 처소를 좁語로 선택하여 어떠한 동착의 기점을 나타내는가에 

대하여는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처소는 그 성격에 따라 구체적인 처소와 

관념적인 처소의 구분이 가능할 것이며， 고유명사로서의 처소와 일반명사로 

서의 처소의 구분도 가능할 것이고， 한정적 처소와 비한정적 처소의 구분， 

처소사를 동반하는 처소와 단독의 명사로 표시되는 처소， 지시대명사로서의 

처소 동과 같은 여러가지의 외형척 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의미상으로 

는 동작이 일어냐는 환경으로서의 처소와 동작이 일어나면서 그 처소를 이 탈 

하게 되는 경제지점으로서의 처소도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여 기에서는 이 러 

한 처소의 구분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는 이러한 구분이 ‘從， Fb, 打， 딩 ’ 

의 각각의 특정을 설명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띠l 문이었다. 결국 본 

고는 ‘從， 由 ， 打， 自’가 가지는 처소기점 표시 기능상의 특성을 찾아내지 

뭇한 셈이 되었다. 다만 이 부분에서는 ‘從， 由， 打， 自’가 말화상에서 가 

지는 차이접만을 찾아 기존의 어법서가 기솔하고 있는 오류만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존의 어볍서는 거의 모두 ‘從， 며 ， 打， 딩 ’기- 처소의 기점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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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검증은 ‘打， 自’가 일반적인 처소의 기 

정으로 사용펄 수 없음을 보여 줄 것이다. 

(40) a. 他從這兒搬到那兒.

b. 他由這兒搬到那兒.

c. ??他打這兒搬到없兒. 

d. ??他自這兒搬쫓IJ$兒. 

(41) a. 他從北京出發了.

b. 他由北京出發了.

c. ??他打北京버發了. 

d. ??他自北京버發了. 

(40~41)은 ‘從， 由， 打， 自’가 지시대명사 및 고유명사와 결합하여 처소 

기 점 을 냐타내고 있는 경 우이 다. 표준어 를 사용하는 중국인들은 (40~41)의 

(c, d)가 자연스럽지 않음을 지적한다. 

(42) a. 寫字훨從左邊寫起. 

b. 寫字훌由左邊寫起. 

c. ??寫字훨打左邊寫起. 

d. ??寫字要自左邊협起-
(43) a. 太陽從東邊出來7.

b. 太陽由東邊出來了.

c. ??太陽打東邊出來了.

d. ??太陽自東邊出來了.

(42~43)은 ‘從， 由， 打， 自’가 처소사와 결합하여 처소기점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이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중국인들은 (42~43)의 (c, d)가 자연스럽 

지 않음을 지적한다. 

(44) a. 他從口짧짧拿出7網錢. 

b. 他由 口짧惠‘拿出了鋼錢. 

c. ??他打口옳짧拿出了鋼錢. 

d. ??他 自 口짧훌훌出了鋼錢. 
(45) a. 他從書架上拿出了-本書.

b. 他由書架上拿出7-本書.

c. ??他打書架上拿出了-本書.

d. ??他自홈架上흉出了-本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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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a. 這本홉是從圖뽑館借來的. 

b. 쉰本書是æ l폐휩館f렐-來的. 

c. ??굉‘껴X훔쏘:fJw꾀많 lllií f품來1tJ. 

d. ??這本書是 퇴 {윈l뽑節借-來的. 

(47) a. 됐們從洞口控來7石頭. 

b. 됐們由洞 口控來了E頭.

C. ??헬們打洞口控來了石頭. 

d. ??됐們自洞口控來了石頭. 

(44-47)은 ‘從， 由， 打， 自’가 동작의 출처를 표시하는 명사와 결합하여 

처소기점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이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중국인들은 (44-

47)의 (c, d)가 자연스먼지 않음을 지적한다. 

(48) a. 今天훨從第三課開始學習. 

b. 今天要由第三課開始學習.

c. ??今天훨打第三課開始學習. 

d. ??今天要自第三課開始學習.

(49) 8 . 他從北京꽃IJ꿇北去J. 

b. 他由北京꽃IJ훌北去了. 

c. ??他打北京到훌北去了. 

d. ??他自 北京쫓IJ훌北去了. 

(50) a. 從{끼1那兒開始n띤 ! 
b. 由끼:開始n띤 ! 
c. ??打{까開始P띤 ! 
d. ?? 自 꺼;開始n띤 ! 

(48-50)은 ‘從， E섬 ， 打 ， 딩 ’ 가 동작의 출발점올 표시하는 명사와 결합하 

여 처소기점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이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중국인을은 (48 
-50)의 (c, d)가 자연스럽지 않음을 지적한다. 

(51) a. 他從北京飛到臺:It.

b. 他由北京飛到뿔北. 

C. ??他打北京飛쫓IJ흉~t . 

d. 他덤北京飛到훨北. 

(51)은 의미싱. (49)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d)가 성렵한다. 왜 이 경 

우의 (d)만이 성럼하는가에 대하여는 아직 준비된 대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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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a. 他的想法是從心꿇出來的. 

b. 他的想法是由心꿇-出來的. 

c. ??他的想法是打心짧-出來的. 

d. ??他的想法是自心활出來的. 
(53) a. 備敎是從孔子的思想出來的.

b. 關敎是由孔子的思想出來的.

c. ??關敎是打孔子的思想出來的.

d. ??關敎是自孔子的思想出來的.

(52~53)은 ‘從， 由， 打， 自’ 가 관념적 처소를 표시하는 영사와 결합하여 

처소기점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이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중국인들은 (52~ 

53)의 (c, d)가 자연스럽지 않음을 지적한다. 

(54) a. 從這一條路走， 能到市立運動場.

b. 由這-條路走， 能到市立連動場.

c. 打這一條路走， 能到市立運動場.

d. ?? 自這一條路走， 能到市立運動場.

(55) a. 那!뼈車子從됐身邊開過去了. 

b. 那輔車了由황身邊開過去7 . 

c. 那輔車子打我身邊開過去了.

d. ??那i網車子自꿇身邊開過去了. 

(54~55)는 ‘從， 由， 打， 自’가 동작이 진행되는 경과의 지점을 표시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이는 기점을 표시하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에 표준어를 사용하는 중국인들은 (54~55)의 (d)가 자연스럽지 않음을 지 

적한다. 이는 경과의 지점을 표시할 때는 ‘從， 由， 打’가 사용된다는사실을 

알려 준다. 

이상은 ‘從， 由， 打， 自’가 처소의 기점 및 경과의 지점을 표시할 수 있는 

가의 문제를 검토해본 것이다. 이 검토는 ‘從， 由’만이 처소기점을 자연스 

럽게 표시할 수 있으며， ‘從， 住r ， 打’가 경과의 지점을 표시할 수 있음을 말 

해 주고 있다. 

5. 범위의 기점 

법위기점은 일정한 범위가 문의 안에 반드시 주어지고 ‘從， 由， 打， 自’

에 의하여 그 범위의 한쪽 단계가 寶語로 취해지는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 

서 뱀위기점을 표시하는 ‘從， 由， 打， 自’는 반드시 ‘到’를 동반하여 지시 

하고지 하는 범위의 다른 힌쪽 단계를 표시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 介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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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從~到~， 由~到~， 自 ~到~， 打~到~’ 의 형 식 으로 나다날 것이 다. 

본고에서는 펀의상 범위의 종류를 시간엠위 ， 공간법위， 관념법위 ， 처소법위 

로 구분하기로 한다. 이는 현 시점에시의 본고의 입장이으로 이후의 연구에 

따라 더욱 상세한 분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自從’은 법위의 기점 

을 표시할 수 없으으로 이 장에서는 조사되지 않는다. 

5. 1. ‘從， 由， 自 ， 打’ 와 시간범위의 기접 

‘從， 由， 딩， 打’가 시간범위의 기점을 나타낼 수 있는가를 알아 보기 위 

하여 다음을 보기로 하자. 

(56) a. 他從早上到I뼈上， 一直在念書.

b. 他由早上到뼈上直在念書. 

C. 他自早上到뼈上， 一直tE念書.

d. ?他打早上到뼈上， 一直在念書-

(57) a. 他從星期一到星期六， 一直在念書.

b. 他由星期-到星期六， 一直在念홈. 

C. 他自星期一到星期六， 一直在念書.

d. ?他打星期一到星期六， 一直tE;웅좁-

(58) a. f따從前天到!Yfi天直tE念書. 

b. 他由前天到0’F天直在念書.

C. 他自前天쫓Ij昨天直在念、書. 

d. ?他打前天到昨天， 一直在念書.

(56~58)은 複合時間詞， t眉環時間詞， 關係時間詞가 ‘從， 由， 自， 打’ 의 

寶語가 되어 시간범위의 기점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알아 본 것이다. 위 

는 ‘打’의 방언성 문제를 제외하면 모두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59) a. 從宋初到짜末-共有三딘年. 

b. 由宋初到宋未-共有三딛年. 

C. 自宋初꽃IJ宋커ç-共有三펀年. 

d. ??打宋初꽃IJ宋커ç-共有三E年. 

(60) a. 這次會議從開始到結방只用 了-個Ij、H총. 

b. 這次會議由開始IIj結*只ffJ J-個Ij 、빠. 

C. 這次會議自開始到結束只用了一個小時.

d. ??這次會議打開始꽃IJ結束只用J-個小時. 

(59)는 歷史性 I냉間폐가 시간뱀위의 기점이 될 수 있는가를 알아 본 것이 

며， (60)은 단독의 iiiiJ語가 시간밴위의 기점이 펠 수 있는가플 알아 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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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에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從’이 가장 자연스러우며 ， ‘ 由’ 에 

대하여 는 납부인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북부인은 성립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自’ 는 서띤어에 사용되며， ‘打’는 거의 비문에 가캅다. 

5. 2. ‘從， 由 ， 自 ， 打’ 와 처소범위의 기접 

다음은 ‘從， 由， 自 ， 打’가처소범 위를표시하는 詞語를 寶語로 취하여 그 

들이 처소법위의 기점을 표시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알아 본 것이 다. 

(61) a. 從一樓到四樓全都是맑究室. 

b. 由一樓到四樓全都是없究室. 

C. 自-樓꽃IJ四樓全都是핍究室. 

d. 싸打一樓到四樓全都是맑究室. 

(62) a. 從第一排到最後一排的位子都坐滿7.

b. 由第一排到最後一排的位子都坐滿7.

C. 自第一排쫓IJ最後一排的位子都坐滿了. 

d. ?打第一排到最後一排的位子都坐滿了.

(61 """62)는 구체 적 인 처 소법 위 를 의 미 하는 調語를 寶語로 취 하여 그들이 

처소범위의 기점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이다. ‘打’ 의 경우를 제외하면 위의 

모두가 성렵한다. 그러냐 ‘從， 由 ， 自， 打’가 모든 경우에 처소범위의 기 

점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을 보자. 

(63) a. 從這홍到那훌的書都看完了. 

b. ?由這활到那聲的홉都看完了. 

c. ? 自這짧꽃IJ那횡-的書都看完了. 

d. ?打這평到那황的펄都看完了. 

(64) a. 他從北部到南部都旅行過了.

b. ?他由北部꽃IJ南部都旅行過了. 

c. ?他自北部到南部都旅行過了.

d. ?他打北部쫓IJ南部都旅行過了. 

(65) a. 從上海到北京共有一千公里.

b. 由上海到北京共有一千公里.

c. ? 自上海到北京共有一千公里.
d. ?打上海到北京共有一千公里.

(63"""64)는 ‘從， 由， 自， 打’가 처소사， 지역， 지역표시의 고유명사를 寶

語로 취하는 경우인데 ‘打’의 망언성을 제외하고도 ‘由， 퇴 ’의 사용이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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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지 않다. 

5.3. ‘從， 由 ， 自， 打’와 추상적 범위의 기접 

시간범위는 일반적으로 일직선상에 순서대로 끊임없이 놓여 있는 연결적 속 

성을 갖게 되며， 처소법위도 일반적으로 종적이든가 횡적이든가를 막론하고 

평면상에 끊임없이 놓여 있는 연결적 속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본고 

에서 말하는 추상적 범위는 이와 달리 분포의 순서 나 긴밀도와는 상관 없이 

그들이 일정한 공간에 존재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이 개념은 본고의 주장이 

므로 이후로는 더욱 적확한 범위의 분석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從， 由， 自， 打’가 추상적 법위의 기점을 표시할 수 있는가의 문 

제를 알아 본 것이다. 

(66) a. 從漫활到小說他都浪홉敵看. 

b. ?由漫輩到小說他都恨喜歡看
c. ? 自漫畵到小說他都浪홉歡看. 

d. ?打漫훌到小說他都恨喜歡看. 

(67) a. 他從훌훨到草書都寫得浪流쭈IJ. 

b. ?他由짧書到草書都寫得浪流쭈IJ . 

C. *他自 옳書到草書都寫得浪流쭈IJ. 

d. 융他打훌홉到草書都寫得浪流flJ. 

(68) a. 從一年級꽃IJ四年級的學生全部都在操場上集合了. 

b. ?由一年級到四年級的學生全部都tE操場上集合了.

C. *自一年級到四年級的學生全部都在操場上集合了.

d. ?打一年級到四年級的學生全部都在操場上集合了-
(69) a. 從野蠻A쫓Ij文明A都屬於A類. 

b. ?由野蠻A到文明人都屬於A類.
C. *自野蠻A到文.明A都屬於A類.

d. *打野蠻A꽃IJ文明A都屬於A類. 

(66~69)는 본고 나름대로의 추상적 범위의 기점이 될 만한 것을 모이- ‘從，

由， 自， 打’의 寶語로 대 압하여 본 것이다. 그 결과는 위의 검증과 같이 

‘從’만이 모든 경우를 만족시킬 푼이고 ‘由， 自， 打’가 사용된 경우는 모두 

자연스럽지 않거나 비 운이었다. 

이 상의 논의 는 複合時間詞， tI홉環時間詞， 關係時間詞는 ‘從， 由， 멈 , 打’ 의 

寶語가 되어 시간뱀위의 기점을 표시할 수 있으나 歷史性 時間詞 혹은 단독 

의 語詞는 ‘打’의 寶語가 되어 시 간법위의 기점이 될 수 없다는 사실과， 처 



짧代 中園語에 있어서의 起點表示의 介휩 뽑究 401 

소범위에 있어서 구체적 처소는 ‘從， 由， 自， 打’의 뿔語가 되어 처소법위 

의 기점을 표시할 수 있으냐 고유명사나 대단위 지역표시의 명사는 ‘從’의 

寶語만 될 수 있다는 사질， 그라고 추상적 법위의 기점올표시할 수있는 것 

은 ‘從’이며， ‘由， 自， 打’는 이에 부적합하다는 샤설을 알려 준다. 

6. 변화의 기접 

변화의 기점은 주철의 동작이냐 상황이 출현하게 되는 바탕을 말한다. 따 

라서 이 바탕은 주어의 성립 근거나 채료가 될 수도 있으며， 주철의 동작이 

나 상황의 이전 단계일 수도 있다. 

(70) a. 小說是從講P昌發展버來的. 

b. 小說是由講唱發展버來的. 

c. ??d、說是 自講唱發展버來的. 

d. ??小說是打講唱發展出來的.
(71) a. 關敎是從孔子的思想發展起來的.

b. 關敎是由孔子的思想發展起來的.
c. ??關敎是自孔子的思想、發展起來的.

d. ??짧敎是打孔子的思想發展起來的. 
(72) a. ~紅色是從紅色和白色出來的.

b. 빼紅色是由紅色和白色出來的. 

c. ??빼紅色是덤紅色和白色出來的. 

d. ??빼紅色是打紅色和白色出來的. 

(70-72)는 변화의 기점이 주어의 근거가 된 경 우인데 모두 (c, d)의 성렵 

이 의심스럽다. 

(73) a. 我們的作品從~面而進入立體.

b. 흙們的作品由~面而進入立體. 

c. 我們的作品自~面而進入立體.

d. ??행們的作品打平面而進入立體. 
(74) a. 商代的生塵是從옮救經濟而入於農業經濟的. 

b. 商代的生塵是由옮救經濟而入於훌훌業經濟的. 

c. 商代的生뚫是 自옮救經濟而入於農業經濟的. 

d. ??商代的生훌是打좁救經濟而入於農業經濟的. 
(75) a. 這可以看成是從民族制度轉變到家族制度的情形.

b. 這可以看成是由~族制度轉變到家族制度的情形.
c. 這可以看成是自~族制度轉變到家族制度的情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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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這可以看成是打8Ç族制度轉變到家族制度的情形-

(76) a. 那E經從神的1比界進入A的1止까l. 

b. 那E經由때的世界進入人的世界. 

C. 那E經自神的世界進入A的世界.

d. ??那E經打神的世界進入A的世界.

(73~76)은 변화의 기정이 주철의 이 전 단계인 경우인데 ‘打’를 제외하고 

는 모두 성렵한다. 다옴에는 변화의 기점이 취하는 풍사에 따른 결합양상을 

알아보기로 하자. 

(77) a. 他的聲륨從大漸弱. 

b. 他的聲륨由大漸弱. 

C. 他的聲륨 自大漸弱.

d. ??他的聲흡打大漸弱. 

(78) a. 他的口뼈經從遠而近. 

b. 他的口뼈聲由遠而近. 

C. 他的口뼈聲自遠而近. 

d. ??他的口뼈聲打遠而近. 
(79) a. 他的表情從親熱變成冷앓. 

b. 뼈的表情由親熱變成冷淡. 

C. 他的表情딩親熱變成冷淡. 

d. ??他的表情打親熱變成冷淡.

(77--79)는 변화의 기점이 형용사인 경우인데 ‘打’ 를 제외하연 모두 성립 

한다. 

(80) a . 從同居到結婚ÉI'~亦不少.

b. 由同居到結婚的亦不少.

C. 텀 同居쫓IJ結婚的亦不少. 

d. ??打同居到結婚的亦不少.
(81) a. 從淑女變成짧歸. 

b. 由淑女變成浚歸.

C. 自淑女變成鋼歸.

d. ??打淑女變成港歸.

(80~81)은 변화의 기점이 명사인 경우인데 이 경우도 역시 ‘打’ 를 제외 
하연 모두 성렴한다. 

(82) a. ↑따的畵從燮ii'규成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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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他的畵由變而成熟.

c. ?他的짧 自變而成熟.

d. ??他的畵打變而成熟.
(83) a. 那件東西從動轉向靜止.

b. 那件東西由動轉向靜止.

c. ?那件東西自動轉向靜止.

d. ??那件東西打動轉向靜止.
(84) a. 他領뽑到生命是從動而來. 

b. 他領폼到生命是由動而來. 

c. ?他領펌到生命是덤動而來. 

d. ??他領펌到生命是打動而來. 

(82 ，....， 84)는 변화의 기점이 동사인 경우인데 역시 ‘打’가 성렵하치 않으며， 

‘自’의 성렵도 의심스렵다. 

이상의 논의는 변화의 기점으로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介詞는 ‘從，

EÉI ’이며， ‘打’는 변화의 기점을 나다낼 수 없고， 변화의 기점이 주어의 근 

거가 되거나 변화의 기점이 통사인 경우에는 ‘ 自’의 성립이 의심스럽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7. 결 론 

지금까지 이 글은 중국어에서 기점을 표시한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있 

는 介詞 ‘從， 由， 打， 自， 自從’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 논의는 

거점의 종류를 시간기정， 사건기점， 쳐소키점， 범위기점으로 분류하고 그 

각각의 경우를 다시 세분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 왔다. 이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從， 由， 打， 自， 엄從’은 領環時間詞를 寶語로 취하여 시간기첨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自’는 주로 셔면어에 사용되며 ‘打’는 북경방언 사 

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自從’은 명백한 과거시제와만 결합할 수 있다. 

‘由’와 ?좁環時間詞의 결합관계에 대한 인식은 지방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있다. 납부인들은 ‘由’와 領環時間詞의 결합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북부인 

들은 이의 성립을 주장한다. 

歷史性 時間詞와 ‘從， 由， 自， 딩從’의 결합은 자연스럽다. 

關係時間詞와 ‘從， 由， 自， 自從’과의 결합은 자연스럽다. 단 ‘自從’은 

현재를 나타내는 關係時間詞와도 결합하여 시간의 기점을 표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주철은 과거형이어야 한다. 

複合時間음펴는 ‘從， 自從’과 결합하여 시간가정을 표시하며， ‘由， 打， 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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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와의 켈:합이 불가농하거 나 자연스럼 지 않다. 

時間詞가 아닌 詞語가 시간기점을 표시할 때에는 ‘從， 自， 自從’과 결합 

한다. 

疑問時間詞는 ‘從， 自’와 결합하여 시간기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른 介

詞는 이러한기농을 갖지 옷한다. 

둘째， 사첸기점을 표시할 수 있는 介詞는 ‘從’과 ‘自從’이다. 다른 介詞

는 이러한 기i능을 자연스럽게 담당하지 못한다. 

세째， 처소기점을 표시할 수 있는 介띔는 ‘從， 由’이다. 경과의 노선이나 

지점을 표시할 수 있는 介詞는 ‘從， 由， 打’이다. 

네째， 複읍時間詞， 領環時間詞， 關係時間詞는 ‘從， 由， 自，打’의 寶語가 

되어 시간뱀워의 기점을 표시할 수 있다. 

歷史性 時間詞 혹은 단독의 詞語는 ‘打’의 홉語가 되어 시간범위의 기점이 

될 수 없다. 

처소범위에 있어서 구체척 처소는 ‘從， 由， 自， 打’의 寶語가 되어 처소뱅 

위의 기점을 표시할 수 있다. 고유명사냐 대단위 지역표시의 명사는 ‘從’의 

寶語가 되어 처소범위의 기점을 표시할 수 있다. 

추상적 뱀위의 기정을 표시할 수 있는 것은 ‘從’이며， ‘由， 自， 打’는 이 

에 부적합하다. 

다젓째， 변화의 기점을 표시하는 介띔는 ‘從， 由， 自’이며， ‘打’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한다. 변화의 기점이 주어의 근거가 되거냐 변화의 기정 

이 동사인 정우에는 ‘自’의 성랩이 의심스럽다. 

이상이 지금까지의 논의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는 합법도 판단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경우에 따라 검증자 상호간의 견해가 서로 

다른 경 우도 많았으며 , 검 증자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았다. 

그러냐 언어는 항상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는 생각과 현재의 시정에서 요구 

되는 정리의 필요성에 따라 이 글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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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verbs Expressing Source in Mandarin Chinese 

Heo, Seong Do 

This paper aims (a) to take a new look at usages of Chinese Coverbs 

‘Cong, Y ou, Zi , Da , Zicong’ , (b) to point out some differances in them. 

The result is summarized as followings. 

1. ‘Cong, Y ou , Zi, Da, Zicong’ can express the Source of Time with 

taking cyclic time words, but ‘Zi’ is mainly used in Witten Chinese, and 

‘Da’ is mainly used by Beijing-dialect user. ‘Zicong’ is combined with clear 

past-tenese. 

11. Combination historical time words and ‘Cong, Y ou, Zi, Zicong’ IS 

natur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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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Combination relative time words and ‘Cong, Y ou, Zi, Zicong’ is 

natura l. ‘Zicong’ Can combine with present-relative time words in the 

case that the main-clause is in the past tense. 

W. ‘Cong, Zicong’ can be combined with N-L compound time words, 
but combination N-L compound time words and ‘You, Zi, Da' is ungra

mmartical or interesting. 

V. Only ‘Cong, Zi’ can be combined wíth interrogatíve tíme words. 

깨 Only ‘Cong. Zícong’ can be combined wíth the Source of Incident. 

Vll. Only ‘Cong, You' can be combinedi with the Source of Place. 

VllI. ‘Cong, Y ou, Zi, Da' combined with N-L compound time words, 
historical time words and cyclic time words can express the Source of 

Time-category. 

1X.. ‘Cong, Y ou, Zi, Da' combined wi t;h the Concrete-place can express 

the Source of Place.category. 

X. Only ‘Cong’ can be combined with the Source of Abstract.category. 

XI. Only ‘Cong, Y ou, Zi’ can be combined with the Source of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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