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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discuss ‘A+qilai’ in the Chinese language, which 
would signify change-of-state, appearance and duration. As for a factor 
to present the ‘A+qilai’ in two different forms of the ‘appearance of a 
new state’ and the ‘gradual duration of changes’, the study considers it 
not to be ‘qilai’ but ‘Adjective A’. In the Chinese language, a form of 
the positive degree of Adjective looks identical with this form of the 
comparative degree. This study, after all, argues for this chance of how 
Adjective A which is used in the ‘A+qilai’ would be realized with two 
meanings of the positive degree A1 to indicate a ‘location of a state’ 
and the comparative degree A2 to indicate a ‘difference of a state’. 
Since the ‘A+qilai’ is used for two meanings which are ‘A1+qilai’ and 
‘A2+qilai’, the study argues that the syntax can go for these two mean-
ings of the ‘appearance of a new state’ and the ‘gradual duration of 
changes’. In addition, semantic differences are observed also in the 
‘A2+qilai’ to indicate duration of changes. At the same time, the study 
suggests that the meaning of ‘qilai’ in the current Chinese language 
textbook equals to ‘begin(s) to -’. Chinese language learners only per-
ceives this meaning of beginning that ‘qilai’ would carry which would 
combine with adjectives, while they have a hard time correctly acquir-
ing these patterns of how ‘A+qilai’ expresses. In this study, after mean-
ings of the ‘A+qilai’ are defined, the comparison with change-of-state 
expressions in the Korean language system will be investigated. This 
study will be academically significant not only to linguistics studies but 
also to Chinese language education targeting Korean Chinese language 
learners.

Keywords: ‘A+qilai ’, change-of-state, adjective, aspect, corresponding 
expression, ‘A+-e c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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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고에서는 중국어에서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구문 ‘형용사+起來(이하 ‘A+起

來’)’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起來’ 구문에서 결합되는 형용사의 의미가 

어떻게 상태변화 구문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A+起來’의 의미를 고찰한 다음에 한국어에서 상태변화를 의미하는 구문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A+起來’1) 구문은 새로운 상태의 시작과 지속을 나타낸다. 다음 (1), (2)를 보자. 

(1) a. 這裡一到6月天就會熱起來。
[이 곳은 6월이 되면 날씨가 더워진다.]

b. 她又高興起來。
[그녀가 다시 기뻐진다.]

c. 每當他看著她,她的臉就會紅起來。
[그가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빨개진다.]

(2) a. 轉學以後,她的成績才開始慢慢好起來。 
[전학을 가고 나서야 그녀의 성적이 천천히 좋아지기 시작한다.]

b. 改革開放以後,老百姓錢包裡的錢漸漸多起來。
[개혁개방 이후, 서민들 지갑에 돈이 점점 많아진다.]

c. 公司的規模一天天大起來。
[회사의 규모가 나날이 커진다.]

(1)의 문장은 대상의 새로운 상태의 출현을 나타낸다. 즉, (1)은 각각 대상의 상태가 

[-熱]→[+熱], [-高興]→[+高興], 그리고 [-紅]→[+紅]로의 변화를 나타내며, 지금

은 [+熱], [+高興], [+紅]의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2)의 문장은 

상태의 지속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2)의 문장들은 

[-A]에서 [+A]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2)의 경우는 지금 

대상의 상태가 [+A]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2a)에서 ‘成績慢慢好起來。’라고 

할 때 ‘성적이 좋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안 좋은 편이다.’라고 할 수도 있다. 성적이 

예전에 비해 올랐을 뿐이다. (2b)의 ‘錢包裡的錢漸漸多起來。’도 ‘돈이 예전에 비해 

1) ‘A+起來’구문에서 형용사 A와 결합하는 ‘起來’의 문법적 지위에 대해 학자에 따라 ‘방향 보어’, 
‘준상표지’, ‘상표지’ 등 여러 의견이 있다. 그러나 ‘起來’가 형용사와 결합한 ‘A+起來’구문이 상태
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것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 본고에서는 ‘A+起來’구문 전체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살펴볼 것이며, ‘起來’의 문법적 지위에 대해 따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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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금 서민들이 돈이 많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없다. (2c)도 마찬가지다. ‘公司的規模一天天大起來。’라고 할 때 회사의 규모가 

지금은 큰 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해 (2)에서의 ‘A+起來’ 구문은 

(1)의 ‘A+起來’와 서로 다른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영어로 해석할 

때, (1)의 ‘熱起來/高興起來/紅起來’는 ‘get hot/get happy/turn red’로 해석해

야 하는 반면에 (2)의 ‘好起來/多起來/大起來/’는 ‘go up(improve)/be more(in-

crease)/get bigger(grow)’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A+起來’ 구문이 나타내는 변화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형용사의 의미에서 출발해서 이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또한, 한국어 상태변화 구문과의 의미 대조를 통해 형용사의 의미가 상태변화 구문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확인하도록 할 것이다. 

2. ‘A+起來’의 상태 변화 양상

이 장에서는 ‘A+起來’ 구문의 상태 변화 의미를 형용사 A의 의미와 관련 지어 

살펴보고자 한다. 

2.1. 속성의 변화와 정도의 변화

‘A+起來’ 구문은 ‘상태의 변화, 새로운 상태의 시작과 지속, 정도의 심화’의 

상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吕叔湘 1980; 張國憲 1999; 최규발 

2008 등).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A+起來’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표로 보이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선행 연구에서 ‘A+起來’에 대한 해석

표 1에서 제시하는 변화 ①은 바로 ‘새로운 상태의 출현’의 변화 양상이며, 변화 

②는 새로운 상태가 시작된 다음에 지속되는 과정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각각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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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와 같다.

(3) a. 看到信,不禁難過起來。 
[편지를 보고 마음이 슬퍼졌다.]

b. 听了他的话,我又不安起來。
[그의 말을 듣고 난 또 다시 불안해졌다.]

(4) a. 下了一场雨以后,天慢慢凉起來。
[비 온 뒤에 날씨가 점점 쌀쌀해진다.]

b. 此时,天已渐渐亮起來。
[이때 날이 이미 점점 밝아지고 있다.]

우리는 (3)과 같이 발화할 때에는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새로운 상태의 출현이다. 

즉 표 1에서 제시하는 [-A]에서 [+A]로의 변화 ①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4)와 

같이 발화할 때에는 지속적인 변화 과정을 나타내며 표 1에서 제시하는 변화 ②의 

과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4a)에서 ‘天慢慢凉起來’는 ‘날씨가 [-凉]에서 [+

凉]의 상태로 변한 후 지속적으로 추워지는 과정, 날씨가 추운 정도의 점진적인 

심화’로 해석할 수 있다. (4b)에서 ‘天已渐渐亮起來’라고 할 때 ‘날이 밝은 다음에 

밝은 정도가 점진적으로 강해진다.’는 ②의 변화 과정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변화 ①과 ②는 두 가지 다른 변화 양상이다. [-A]에서 [+A]로의 

변화 ①은 [有界]의 속성을 가지는 변화이며 새로운 상태의 시작을 강조한다. 또한 

변화 후 ‘새로운 상태의 지속’이 수반된다. 이에 비해 변화 ②는 ‘새로운 상태의 

지속’이 아니라 ‘변화 과정의 지속’이며, 이 변화 과정은 [無界]의 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A+起來’구문이 나타내는 이 두 가지 상적인 변화 양상의 사건 구조를 제시하면 

다음 (5), (6)과 같다. 

(5) 每当他看着她,她的臉就会紅起來。
⟹ 사건(e): [臉紅起來]

= e1: [-紅]→[+紅]의 순간적인 변화, 즉 [+紅]의 상태의 시작

+e2: 변화 후 [+紅]의 상태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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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转学以后,她的成绩才开始慢慢好起來。
⟹ 사건(e): [成绩好起來]

= e: 成绩이 [好]가 형성하는 척도상에서 [+好]의 방향을 향한 이동 과정

즉, [-A]→[+A]의 변화 ①은 [+有界] [+순간성]을 가지는 달성(achievement) 

동사구(get red)와 같은 상적인 양상을 보이며, 지속적인 변화 과정 ②는 [+無界][+

지속성]을 가지는 행위(activity) 동사구(go up)와 비슷한 상적 양상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吕叔湘(1980), 張國憲(1999), 최규발(2008), 김현철⋅진화진(2012) 등에서는 

‘A+起來’ 구문이 이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이유를 형용사와 

결합하는 ‘起來’가 시작 및 지속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2) 

반면에 ‘A+起來’가 상태변화의 시작 및 지속 과정을 모두 나타낸다는 것은 ‘起來’

와 결합되는 형용사 A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左思民(2003), 張亞明, 趙艷(2007) 

등의 견해도 있다. 左思民(2003)에서는 ‘A+起來’ 구문이 상태 변화의 시작 및 

지속의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모두 나타내는 이유는 ‘起來’에서 왔다고 판단하기가 

힘들다고 하며, ‘起來’에 선행하는 형용사 A의 의미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A+起來’ 구문이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모두 

나타내는 원인이 형용사가 상태의 속성(property/質)과 정도성(gradability/程度

量)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특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張亞明, 趙艷(2007)에서

는 역시 左思民(2003)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A+起來’ 구문이 나타내는 

상태 변화의 시작과 지속을 각각 ‘突變’와 ‘漸變’으로 부르면서 ‘A+起來’ 구문의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3) 그러나 형용사 A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A+起來’의 두 가지 변화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표 1에서 제시하는 [-A]→[+A]의 변화 ①을 ‘속성의 변화’로 부르고, 

지속적인 변화 ②를 ‘정도의 변화’로 부르고자 한다. ‘A+起來’ 구문이 ‘속성의 변화’ 

및 ‘정도의 변화’의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기본적인 원인은 

2) 최규발(2008: 14)에 의하면, ‘A+起来’ 구문에서의 ‘起来’가 시작이라는 상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원인은 동사 ‘起’의 동사적 특징, 다시 말해 동사 ‘起’가 가지고 있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등의 의미 특징에서 이어져 온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지속’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원인은 ‘起来’는 
‘시작’을 나타내는 ‘起’와 시작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来’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
고 한 바가 있다. 

3) 張亞明, 趙艷(2007: 34)의 원문을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性质形容词是一个质和量的统一体。性质形容词自身质和量的统一性是铸成‘A+起來’结构可表突变义和渐变义的根本原因。因此
‘起来’与性质形容词结合时存在两种可能：或着眼于某属性的量,突出量上的动态实现,于是表现出渐变性特征。或着眼于某属性的质,突出质上的实现,于是表现出质的突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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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 A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형용사 A의 의미가 어떻게 ‘A+起來’ 구문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2.2. 두 가지 변화 양상과 형용사 A

이 절에서는 ‘A+起來’ 구문의 두 가지 변화와 형용사 A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Leech (1981: 113), 김창섭(1985: 159) 등의 논의에 의하면, 형용사는 사용되는 

문장에 따라 몇 가지 의미를 가진다. 가령 A반이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로 구성된다고 가정하자. ‘A班美國學生多。[A반에는 

미국학생이 많다.]/ A班美國學生比日本學生多。 [A반에는 미국학생이 일본학생

보다 많다.]’라고 할 때, 원구문 ‘A班美國學生多。’에서의 원급 ‘多’는 형용사 ‘多’가 

형성하는 척도상에서 대상 상태의 ‘위치’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비교 구문 ‘A班美國

學生比日本學生多。’에서 사용되는 비교급 ‘多’는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의 ‘차이’를 

의미한다. 기술의 편의를 위해 여기에서는 김창섭(1985: 160), Cruse (1986: 210) 

등의 표시 방법에 따라 ‘상태의 위치’를 의미하는 원급 ‘多’를 ‘多1’로 표시하고, 

‘상태의 차이’를 나타내는 비교급 ‘多’를 ‘多2’로 표시하기로 한다. ‘多1’과 ‘多2’의 

관계는 다음 (7)과 같다.

(7) A班美國學生比日本學生多2。
[A반에는 미국학생이 일본학생보다 많다2.]

⇸ a. A班美國學生多1。
[A반에는 미국학생이 많다1.]

⇸ b. A班美國學生不多1。
[A반에는 미국학생이 많1지 않다.]

⇸ c. A班日本學生多1。
[A반에는 일본학생이 많다1.]

⇸ d. A班日本學生不多1。
[A반에는 일본학생이 많1지 않다.]

(7)에서 볼 수 있듯이, 비교급 ‘多2’는 대상 상태의 차이만 나타낸다. (7)은 (7a, 

7b, 7c, 7d)를 모두 함의하지 않으며 비교 대상 각각의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중국어와 한국어의 경우에는 형용사의 원급과 비교급의 형태가 동일하지만, 

영어의 경우는 원급과 비교급의 형태가 다르다. 다지 말해 ‘多1’과 ‘多2’는 형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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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을 뿐,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중국어 형용사의 이러한 특징이 ‘A+起來’ 구문이 속성의 변화와 

정도의 변화의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모두 나타낼 수 있는 원인이라고 보고자 한다. 

여기서 ‘상태의 위치’를 의미하는 형용사 원급을 A1로 표시하고 ‘상태의 차이’를 

의미하는 형용사 비교급을 A2로 표시하겠다. [-A]→[+A]로의 속성의 변화를 나타

내는 ‘A+起來’ 구문은 형용사의 원급 A1과 ‘起來’의 결합이며, 상태 정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A+起來’ 구문은 형용사의 비교급 A2와 ‘起來’의 결합으로 보고자 한다. 

이를 각각 ‘A1+起來’과 ‘A2+起來’로 표시한다.

다시 말해 ‘A+起來’ 구문은 ‘A1+起來’과 ‘A2+起來’의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되

고 있는 것이다. ‘A1+起來’과 ‘A2+起來’의 형태는 동일하지만 결합되는 형용사 

A가 A1로 실현되느냐 A2로 실현되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변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제시했던 예문을 다시 표시하면 다음 (8), (9), (10)과 같다. 

(8) a. 這裡一到6月天就會熱1起來。
[이 곳은 6월이 되면 날씨가 더워진다1.]

b. 她又高興1起來。
[그녀가 다시 기뻐진다1.]

c. 每當他看著她,她的臉就會紅1起來。
[그가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빨개진다1.]

(9) a. 天一天比一天熱2起來。
[날씨가 갈수록 더워진다2.]

b. 她更加高興2起來。
[그녀가 더욱 기뻐진다2.]

c. 她被催急了,臉越发紅2起來。
[그녀는 조급해질수록 얼굴이 더욱 빨개진다2.]

(10) a. 轉學以後,她的成績才開始慢慢好2起來。 
[전학 가고 나서야 그녀의 성적이 서서히 좋아지2기 시작한다.]

b. 改革開放以後,老百姓錢包裡的錢漸漸多2起來。
[개혁개방 이후, 서민들 지갑에 돈이 점점 많아진다2.]

c. 公司的規模一天天大2起來。
[회사의 규모가 나날이 커진다2.]



498 유  연

(8)의 문장들은 [-A]→[+A]의 속성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는 ‘A1+起來’의 용법이

다. 반면에 (9)의 문장들은 똑같은 형태의 ‘熱起來’,‘高興起來’,‘紅起來’가 사용되고 

있으나 [-A]→[+A]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으며, 표 2에서 제시하는 정도의 변화 

과정 ②를 의미한다. 이는 ‘A2+起來’가 사용되는 경우로 봐야 한다. (10)의 경우도 

[-A]→[+A]로의 속성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9)와 같이 정도의 

변화 과정, 즉 대상이 형용사가 형성하는 척도상에서 [+A]의 방향을 향해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A2+起來’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A2+起來’가 사용되고 있는 (9), (10)에서도 의미 차이가 

발견된다. 이는 다음 절에서 논의할 것이다. 

2.3. 무표적 변화와 유표적 변화 

앞서 ‘A+起來’ 구문이 ‘A1+起來’과 ‘A2+起來’의 두 가지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A2+起來’가 의미하는 정도의 변화 양상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정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A2+起來’ 구문에서 의미 차이가 

발견된다. 예문 (9), (10)을 다시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9) a. 天一天比一天熱2起來。
[날씨가 갈수록 더워진다2.]

b. 她更加高興2起來。
[그녀가 더욱 기뻐진다2.]

c. 她被催急了,臉越发紅2起來。
[그녀는 조급해질수록 얼굴이 더욱 빨개진다2.]

(10) a. 轉學以後,她的成績才開始慢慢好2起來。 
[전학 가고 나서야 그녀의 성적이 서서히 좋아지2기 시작한다.]

b. 改革開放以後,老百姓錢包裡的錢漸漸多2起來。
[개혁개방 이후, 서민들 지갑에 돈이 점점 많아진다2.]

c. 公司的規模一天天大2起來。
[회사의 규모가 나날이 커진다2.]

(9)와 (10)의 문장들은 모두 지속적인 정도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다. (10a)를 예로 들면, ‘她的成绩慢慢好起來。’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성적이 

[-好]에서 [+好]의 상태로 변한 다음에 계속 좋아지는 과정’을 나타내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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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가령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의 성적이 좋은 성적이라고 가정하자. 그녀가 

원래 성적이 20점이었는데 ‘慢慢好起來’라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지금 60점으로 

올랐을 수도 있다. 60점은 [+好]의 성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점에서 60점으로 

오르는 과정이 ‘慢慢好起來’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성적이 예전에 

비해 올랐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며, [-好]에서 [+好]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好]의 구간에서의 변화 과정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 변화 

과정은 표 1에서 제시하는 ②의 과정은 아니다. (10b), (10c)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老百姓錢包裡的錢漸漸多起來’와 ‘公司的規模一天天大起來。’라고 할 때, 각각 

‘예전에 비해 돈이 많아지고 있다.’와 ‘규모가 예전 상태에 비해 커진다.’라는 과정을 

의미할 뿐, [-A]→[+A]의 변화가 일어난 후의 변화 과정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 (10)의 변화 과정을 다음 표 2에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표 2. 본고에서 ‘A+起來’에 대한 해석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10)의 문장들은 ②의 변화 외에 ③의 변화 과정도 나타낼 

수 있다. 즉 ‘A2+起來’ 구문이 [-A]과 [+A]의 전(全)구간에서 나타내는 정도의 

변화 과정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다음 (11)과 같은 문장도 성립한다. 

(11) a. 轉學以後,她的成績才開始慢慢好起來。但現在還不好。
[전학을 가고 나서야 그녀의 성적이 천천히 좋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아직은 좋지 않다.]

b. 改革開放以後,老百姓錢包裡的錢漸漸多起來。但現在還不多。
[개혁개방 이후, 서민들 지갑에 돈이 점점 많아진다. 그러나 아직은 많

지 않다.]

c. 公司的規模一天天大起來。但現在還不大。
[회사의 규모가 나날이 커진다. 그러나 아직은 크지 않다.]

(11)에서는 ‘好起來’, ‘多起來’, ‘大起來’라고 할 때, 지금은 반드시 [+好],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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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의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9)의 ‘A2+起來’는 [+A]의 구간에서 일어나는 ②의 변화 과정만을 나타

내며, ③의 변화 과정을 의미할 수 없다. 다음 (12)를 보자. 

(12) a. * 天一天比一天熱起來。但現在還不熱。
[* 날씨가 갈수록 더워진다. 그러나 아직은 덥지 않다.]

b. * 她更加高興起來。但現在還不高興。
[* 그녀가 더욱 기뻐진다. 그러나 아직은 기쁘지 않다.]

c. * 她被催急了,臉越发紅起來。但現在還不紅。
[* 그녀는 조급해질수록 얼굴이 더욱 빨개진다. 그러나 아직은 빨갛지 

않다.]

(12)의 ‘熱起來’, ‘高興起來’, ‘紅起來’도 ‘A2+起來’의 용법으로 지금은 반드시 

[+熱], [+高興], [+紅]의 상태여야 한다. 즉 ‘熱起來’, ‘高興起來’, ‘紅起來’는 [+A]

의 구간에서 일어나는 정도의 변화만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起來’에 선행하는 형용사 ‘好, 多, 大’와 

형용사 ‘熱, 高興, 紅’의 의미 속성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Cruse (1976: 281)에 의하면, 형용사는 비교구문을 이룰 때 비교구문이 아무런 

전제도 내포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구문이 전제를 가지게 되는 경우로 나뉠 수 있다. 

다음 (13)을 보자. 

(13) a. This one is longer than that one.

b. It’s hotter today than yesterday.

(13a)에서는 대상 길이의 정보에는 아무런 전제도 내포되어 있지 않다. 이때 ‘this 

one’의 길이는 길 수도 길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에 (13b)에서는 ‘It is hot today.’라

는 전제가 내포 되어 있다. 

이와 같은 ‘long’류 형용사와 ‘hot’류 형용사의 의미 차이에 대해 Rusieki (1986)

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다. Rusieki (1986: 8)의 논의에 따르면, 정도 형용사는 

비교구문과 원구문 사이의 함의 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두 가지 관계를 가지는 형용사 

유형으로 나뉠 수 있다. 하나는 비교구문이 원구문을 함의하지 않는 유형이며, 다른 

하나는 비교구문이 원구문을 함의하는 유형이다. 다음 (14), (15)를 보자. 



형용사와 상태 변화 구문 의미 연구 501

(14) A的手比B的手大。
[A의 손이 B의 손보다 크다.]

⇸ a. A的手大。
[A의 손이 크다.]

⇸ b. A的手不大。
[A의 손이 크지 않다.]

⇸ c. B的手大。
[B의 손이 크다.]

⇸ d. B的手不大。
[B의 손이 크지 않다.]

(15) 这朵花比那朵花紅。
[이 꽃이 저 꽃보다 붉다.]

→ a. 这朵花紅。
[이 꽃이 붉다.]

⇸ b. 这朵花不紅。
[이 꽃이 붉지 않다.]

→ c. 那朵花紅。
[저 꽃이 붉다.]

⇸ d. 那朵花不紅。
[저 꽃이 붉지 않다.]

(14)는 비교구문이 원구문을 함의하지 않은 유형이다. ‘A的手比B的手大。’라고 

할 때 ‘A的手大/B的手大’라고 할 수는 없다. 반면에 (15)는 비교구문이 원구문을 

함의하는 유형이다. ‘这朵花比那朵花紅。’라고 할 때 ‘这朵花紅/那朵花紅’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这朵花’와 ‘那朵花’의 상태가 모두 [+紅]의 범위에 

있어야 ‘这朵花比那朵花紅。’라는 비교가 의미가 있다. 만약 ‘这朵花’는 붉은 색이

고 ‘那朵花’는 노란 색이면, ‘这朵花比那朵花紅’, ‘那朵花比这朵花黃’와 같은 비교

문으로 표현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多, 大, 好’와 같은 형용사는 ‘long’류 형용사에 속하며, ‘紅, 高興, 熱’ 

등 형용사는 ‘hot’류 형용사에 분류될 수 있다. ‘long’류 형용사와 ‘hot’류 형용사의 

의미 차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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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long’류 형용사와 ‘hot’류 형용사의 의미 차이

표 3에서 보듯이, ‘long’류 형용사의 비교급이 ‘hot’류 형용사의 비교급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long’류 형용사들은 ‘起來’와 결합할 때에는 대체로 정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A2+起來’의 의미가 무표적(unmarked/無標記)으로 실현되며, 
‘hot’류 형용사들이 ‘起來’와 결합할 때에는 속성의 변화를 나타내는 ‘A1+起來’의 

의미의 경우 무표적으로 실현되고, 정도의 변화 의미는 유표적(marked/有標記)으
로 실현된다는 점이다.4) 다음 (16), (17)을 보자. 

(16) a. 臉紅起來了。
[얼굴이 빨개졌다.]

b. 天熱起來了。
[날씨가 더워졌다.]

c. 她不安起來了。
[그녀가 불안해졌다.]

d. 媽媽高興起來了。
[엄마가 기뻐졌다.]

(17) a. 人多起來了。
[사람이 많아졌다.]

b. 成績好起來了。
[성적이 좋아졌다.]

c. 房裡的溫度高起來了。
[방 안의 온도가 높아졌다.]

d. 公司的規模大起來了。
[회사 규모가 커졌다.]

4) ‘long’류 형용사와 ‘hot’류 형용사의 의미 속성의 차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표 3으로 제시하는 것에 
그쳤다. 그러나 이와 같이 두 가지 형용사로 나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밝힐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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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은 아무런 유표적인 표지도 사용하지 않은 문장들이다. 이런 경우에는 

(16)의 문장들은 [-A]→[+A]의 속성의 변화를 무표적으로 나타내고, 반면에 (17)의 

문장들은 정도의 변화의 의미를 무표적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영어로 해석할 

때 (16)의 ‘A+起來’는 ‘get/become+형용사 원급’으로 해석하고, (17)의 ‘A+起

來’ ‘get/become+형용사 비교급’이나 그에 상당하는 표현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

스럽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A+起來’ 구문의 의미는 형용사 A의 의미 속성으로 

인해 결정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한국어 상태 변화 구문와의 대조

‘A+起來’ 구문과 한국어 상태변화 구문과의 대조는 김현철, 진화진(2012)에서 

연구한 바가 있다. 김현철, 진화진(2012: 307)의 논의에 의하면, 한국어에서 형용사

와 결합해 상태의 시작 또는 변화를 나타내는 것은 ‘-어지다’이다. 그러므로 ‘-어지다’

는 중국어 형용사와 ‘起來’가 결합해 시간의 변화에 따라 ‘[-A]→[A]’로 변화를 

나타내는 ‘A+起來’와 대응될 수 있다. 현행 중국어 교재에서 제시된 ‘-하기 시작하다’

는 ‘A+起來’의 대응 형식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중국어 ‘A+起來’의 상태 변화 

의미와 대응되는 한국어 형식은 ‘A+-어지다’가 더욱 적절하다는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A+起來’ 구문이 ‘A+-어지다’ 구문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김현철, 진화진(2012)의 논의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A+起來’구문은 형용사 A의 의미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 장에서

는 ‘A+-어지다’와 ‘A+起來’가 나타내는 의미 실현 양상을 비교한 다음에 이 두 

가지 표현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두 가지 구문의 의미 대조를 통해 

형용사가 상태 변화 구문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다.

3.1. ‘A+起來’와 ‘A+-어지다’의 공통점

한국어에서 상태 변화 구성을 만들어내는 가장 생산적인 형태는 ‘-아/어지다’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더워지다’, ‘많아지다’ 등과 같이 ‘-어지다’ 구성은 형용사와 

거의 제약 없이 결합하여 ‘A+-어지다’ 구문이 되어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손세모돌 

1996 등). ‘A+-어지다’ 구문은 ‘A+起來’ 구문과 모두 대상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구성으로서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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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어지다’ 구문은 대상 속성의 변화와 정도의 변화의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A+起來’ 구문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다음 (18), 

(19)를 보자. 

(18) a. 그와 마주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진다. 

b. 여기는 6월이 되면 날씨가 더워진다. 

c. 운전대에 앉으면 불안해진다. 

(19) a. 사용자가 점점 많아진다. 

b. 전학하고 나서 조카의 성적이 계속 좋아지는 것 같다. 

c. 회사의 규모가 계속 커진다. 

(18)의 문장들은 [-A]→[+A]의 속성의 변화를 의미하며, (19)의 문장들은 정도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는 ‘A+起來’ 구문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A+-어지다’ 

구문이 의미하는 두 가지 사건 구조는 다음 (20), (21)과 같다. 

(20) 그와 마주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진다. 

⟹ 사건(e): [얼굴이 빨개지다]

= e1: [-빨갛다]→[+빨갛다]의 순간적인 변화, 즉 [+빨갛다]상태의 시작 

+e2: 변화 후 [+빨갛다]의 상태의 지속

(21) 사용자가 점점 많아진다. 

⟹ 사건(e): [사용자가 많아지다]

= e: 사용자가 [많다]가 형성하는 척도상에서 [+많다]의 방향을 향한 이

동 과정

(20), (21)을 통해 ‘A+-어지다’ 구문이 나타내는 변화 양상이 ‘A+起來’ 구문과 

같은 사건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A+-어지다’가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 것도 형용사 A에 원인이 

있다. 한국어는 중국어와 같이 형용사의 원급과 비교급의 형태가 동일한 언어이다. 

한국어 형용사의 이러한 특징도 ‘A+-어지다’ 구문이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특징은 ‘진행’을 의미하는 관점상 표지와의 공기 양상을 

통해 더욱 잘 나타난다. 다음 (22), (23)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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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 她的臉紅起來了。 
a’. 她的臉正在紅起來。
b. 天熱起來了。
b’. 天正在熱起來。
c. 她不安起來了 。
c’. ?她正在不安起來。

(23) a. 얼굴이 빨개졌다.

a’. 얼굴이 계속 빨개지고 있다.
b. 날씨가 더워졌다.
b’.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다.

c. 그녀가 불안해졌다. 
c’. 그녀가 계속 불안해지고 있다. 

(22)에서는 ‘A+起來’가 완료를 의미하는 ‘了’ 및 진행을 의미하는 ‘正在’와의 공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23)에서는 ‘A+-어지다’가 완료를 의미하는 ‘-었-’과 진행

을 나타내는 상 보조용언 ‘-고 있다’와의 결합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22)에서 ‘了’와 결합하는 ‘紅’, ‘熱’, ‘不安’는 각각 [-A]→[+A]의 변화를 의미하

는 A1로 실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正在’와 결합하는 문장에서는 그 의미가 

다르다. (22a’)의 ‘她的臉正在紅起來’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얼굴이 지속적으로 

빨개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즉, 이는 앞서 표 2에서 제시했던 변화 과정 ②의 지속을 

나타내는 것이며 ‘了’와 결합할 때와 달리 A2의 의미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23)의 ‘A+-어지다’의 경우도 ‘A+起來’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23)에서 ‘-었-’

과 결합하는 ‘빨갛다’, ‘덥다’, ‘불안하다’는 모두 A1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진행을 의미하는 ‘-고 있다’와 결합할 때에는 모두 A2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23b)를 예로 들자면, ‘날씨가 더워졌다.’라고 할 때에는 날씨가 [-덥다]에서 [+덥다]

의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날씨가 더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더워지는 과정’을 나타낸다. 
또한 형용사의 의미 속성에 따라 무표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도 ‘A+起來’ 구문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다음 (24), (25)를 보자. 

(24) a. 날씨가 추워졌다.

b. 손발이 차가워졌다.
c. 그녀가 불안해졌다.
d. 하늘이 컴컴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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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 사람이 많아졌다.

b. 주기가 짧아졌다.

c. 피부가 좋아졌다.

d. 온도가 높아졌다.

(24), (25)에서는 아무런 표지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화자가 (24)와 

같이 발화할 때에는 는 [-A]→[+A]의 속성의 변화를 무표적으로 의미하고, 반면에 

(25)와 같이 발화할 때에는 상대적인 정도의 변화를 무표적으로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형용사 ‘춥다, 차갑다, 불안하다, 컴컴하다’는 위에서 제시했던 비교구문이 원구문

을 함의하는 ‘hot’류 형용사에 속하며, ‘많다, 짧다, 좋다, 높다’는 비교구문이 원구문

을 함의하지 않는 ‘long’류 형용사에 분류된다. ‘많다, 짧다, 좋다, 높다’류 형용사들의 

경우는 척도상으로 볼 때 비교급 A2가 더 넓은 범위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A+-어지

다’ 구문이 ‘A2+-어지다’의 의미로 무표적으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3] ‘A+起來’ 구문은 동사 ‘開始’와 공기할 수 있고, ‘A+-어지다’ 구문은 ‘-하기 

시작하다’ 구성과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 형용사와 결합되는 ‘起來’는 ‘시작을 나타내는 기동상(inceptive 

aspect) 표지’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Xiao & McEnery 2004 등). 현행 중국어 

교재에서도 ‘起來’의 의미를 ‘-하기 시작하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어

의 경우도 ‘A+-어지다’ 구문에서의 ‘-어지다’를 ‘시작’을 나타내는 기동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우인혜 1997 등). 그러나 이 두 가지 표현은 각각 ‘시작’을 의미하는 

‘開始’ 및 ‘-하기 시작하다’와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 다음 (26), (27)을 보자. 

(26) a. 天開始熱起來了。
b. 人開始多起來了。
c. 成績開始好起來了。

(27) a.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했다.

b.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c.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26)과 같이 ‘상태 변화의 시작’을 강조할 때에는 ‘A+起來’ 구문이 ‘開始’와 공기하

는 구조를 사용한다. 따라서 현행 중국어 교과서에서 형용사와 결합되는 ‘起來’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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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하기 시작하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또한 (27)에서 볼 수 

있듯이 상태 변화의 시작을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A+-어지다’와 ‘-하기 시작하다’ 

구성이 공기하는 구조를 사용한다. 

[-A]에서 [+A]로의 변화, 즉 새로운 상태의 출현은 반드시 새로운 상태의 시작을 

수반한다. 이는 ‘시작’을 유표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公司的規模一天天

大起來’와 ‘회사의 규모가 계속 커진다.’와 같이 정도의 변화를 의미할 때에는 ‘시작’

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A+起來’ 구문과 ‘A+-어지다’ 구문이 모두 기동상보다는 대상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구조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며, ‘A+-어지다’는 ‘A+起來’와 

같은 상적인 변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3.2. ‘A+起來’와 ‘A+-어지다’의 차이점

이상을 통해 ‘A+-어지다’ 구성이 ‘A+起來’와 동일한 상적인 변화 양상을 나타낸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구성은 결합되는 형용사 A의 분포나 

구성의 양태적 의미가 서로 다르다는 차이점도 존재한다. 

[1] ‘A+-어지다’는 ‘A+起來’보다 결합되는 형용사 A의 범위가 더욱 넓다. 

劉月華(1987), 許麗(2004) 등에 의하면, ‘起來’는 대부분의 형용사와 폭넓게 

결합할 수 있다. ‘起來’와 결합할 수 없는 형용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狀態形容詞’라는 부류이다.5) 

‘狀態形容詞’는 특수한 구성 형식을 가지는 형용사 부류이다. 이 형용사들은 ‘很
(매우)’ 등의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으며 비교 구문에서도 사용될 수 없다. 

예를 들어 ‘紅通通(새빨갛다), 黝黑(시커멓다), 碧綠(새파랗다), 水汪汪(초롱초롱하

다), 雪白(새하얗다), 皺巴巴(쭈글쭈글하다)’ 등이 있다. 본고의 논의에 의하면 중국

어의 ‘狀態形容詞’는 원급 A1로만 실현되고, 비교급 A2의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형용사 부류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부류의 형용사는 ‘起來’와 결합하지 

못한다. 즉 ‘*紅通通起來, *黝黑起來, *碧綠起來, *水汪汪起來, *雪白起來, *皺巴

巴起來’와 같은 표현들은 사용될 수 없다.

이에 비해 한국어에서 비슷한 의미 구조를 가지는 형용사들은 ‘-어지다’ 구성과의 

결합이 더욱 자연스럽다. ‘새빨갛다, 새파랗다, 싯누렇다, 시커멓다, 초롱초롱하다, 

쭈글쭈글하다’와 같은 특수한 구조를 가지는 형용사들도 ‘-어지다’ 구성과 자연스럽게 

5) 許麗(2004: 13)의 조사에 의하면, 500개의 형용사 중에서 ‘起來’와 결합하지 못하는 형용사는 80
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서 65개는 ‘狀態形容詞’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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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할 수 있다. ‘새빨개지다, 새파래지다, 싯누레지다, 시커메지다, 초롱초롱해지다, 

쭈글쭈글해지다’ 등 표현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들이다. 

[2] ‘A+起來’는 문법적으로는 긍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正向形容詞)와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용사(負向形容詞)와 모두 결합할 수 있으나, 正向形容詞

와 더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 (劉月華1987, 張國憲 1999 등)

劉月華(1987: 15)에 의하면, 일부 負向形容詞는 ‘起來’와 결합할 때 문맥의 

제약을 받는다. 일부 ‘負向形容詞+起來’ 구문은 ‘예상 밖의 변화’가 발생할 때에만 

사용된다. 다음 (28)을 보자. 

(28) a. 掌聲停了,人們都{ *安靜起來 / 安靜下來。}

[박수 소리가 멈췄다. 사람들이 모두 조용해졌다.]

b. 讓大家大声說的時候,大家反而{ 安靜起來/??安靜下來。}

[크게 말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모두가 조용해졌다. ]

(28)에서 볼 수 있듯이, ‘安靜起來’라는 표현은 (28b)처럼 예상 밖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만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 예상대로 진행되는 (28a)와 같은 변화는 ‘安静下

来’로 표현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이는 일부 ‘A+起來’ 구문의 사용은 문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A+어지다’ 구문의 사용은 이러한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28)에서 

제시하는 한국어 해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조용해지다’가 

모두 자연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A+-어지다’ 구문은 ‘A+起來’와 같은 

상적인 변화 양상을 나타내면서도 ‘A+起來’보다 적은 제약을 받으며 더욱 폭넓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어지다’ 구성이 이미 동사 ‘지다’에서 

완전한 상표지로 변화된 반면에, 형용사와 결합되는 ‘起來’에는 동사 ‘起來’의 의미가 

아직 남아 있으며, 전형적인 상표지로의 변화가 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다. 

4. 결  론

본고에서는 중국어에서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A+起來’ 구문의 의미에 대해 

형용사 A와 관련 지어 살펴보았다. ‘A+起來’ 구문의 의미를 밝힌 다음에 한국어에서 

상태변화 구문과의 대조 분석도 진행하였다. 중-한 상태 변화 구문의 의미 대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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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형용사가 상태변화 구문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확인하였다.

‘A+起來’ 구문은 ‘새로운 상태의 출현’ 즉 속성의 변화 및 ‘변화 과정의 지속’ 

즉 정도의 변화의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모두 나타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A+起來’가 두 가지 변화 양상을 나타낼 수 있는 원인을 ‘起來’가 아닌 형용사 

A에 있다고 보았다. 중국어에서 형용사 A의 원급 A1과 비교급 A2의 형태가 동일하

다. ‘A+起來’ 구문에서 사용되는 형용사 A는 ‘상태의 위치’를 나타내는 원급 A1과 

‘상태의 차이’를 의미하는 비교급 A2의 두 가지 의미로 실현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즉 ‘A+起來’는 ‘A1+起來’와 ‘A2+起來’의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A+起來’가 각각 속성의 변화 및 정도의 변화의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A2+起來’ 구문에서도 의미 차이가 

발견되었다. 

한편, 현행 중국어 교과서에서는 ‘起來’의 의미를 ‘-하기 시작하다’라고 제시하고 

있다. 중국어 학습자들은 형용사와 결합하는 ‘起來’가 가지는 ‘시작’의 의미만을 

인지할 뿐, ‘A+起來’의 변화 양상을 정확하게 습득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본고의 결론에 따르면 ‘A+-起來’의 의미는 한국어의 ‘A+-어지다’로 대응시켜서 

제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대조언어

학적 연구에서는 물론 중국어와 한국어 교육에서도 잘 활용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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