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추향보어와 ‘了’의 위치에 따른 의미자질
— ‘起來’와 ‘過來’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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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정보의 전달은 어순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중국어는 형태적인 변화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순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 담화에서 화자
는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똑같은 방법과 어순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는 것과 의미를 기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우
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상황이 발생한 것을 직접 목격했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다. 또한 동일한 의미의 단위가 서로 상이한 어순으
로 구성되어 서로 다른 의미적 변별자질을 보인다는 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일이다.
본 논문은 현대중국어 ‘V+趨向補語+了’와 ‘V+了+趨向補語’ 구조에서 한국어

* 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304 《中國文學硏究》⋅제49집

로 번역할 때 의미상 구별에 대한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현대중국어에서 추향보어와 ‘了’가 포함된 문장을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了’의 위치
에 따른 의미적 차이를 쉽게 찾을 수 없다. 예를 들면 ‘醒過來了’와 ‘醒了過來’를
한국어로 변역할 경우 둘 다 ‘잠에서 깨었다’로 번역할 수 있지만 각각의 의미적 변
별자질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또 ‘走過來了’와 ‘走了過來’ 역시 ‘걸어오다’의
의미를 나타내지만 중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두 문장의 뚜렷한 의미적 차이를
알기는 쉽지 않으며1) 실제로 중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이 둘의 의미 차
이를 모르고 혼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복합추향보어에 대한 연구는 추향보어 자체에 대한 기본의미와 확장의미
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어순에 관해서는 추향보어와 목적어의 위치에 치
중하여 연구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어순의 차이, 추향보어를 포함한 문장에
서 ‘了’의 위치에 따라 의미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변별자질을 확보하고자 한다.

Ⅱ. ‘起來’와 ‘了’의 위치에 따른 의미자질
1. 복합추향보어 ‘起來’의 의미자질
《漢語大辭典》에서 복합추향보어 ‘起來’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① 用在動詞或形容詞後, 表示動作或情况開始幷且递進｡
② 用在動詞後, 表示向上, 動作完成或達到目的｡

1) 필자가 2012년 1월 中國 福建城 福州에서 중국어 모국어 화자를 상대로 직접 인터뷰
한 결과 모국어 화자조차도 ‘醒過來了’와 ‘醒了過來’, 그리고 ‘走過來了’와 ‘走了過來’의
의미적 변별자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마치 한국어 모국어 화자
가 ‘잠에서 깼다’와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걸어왔다’와 ‘걸어서 왔다’의 의미적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본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了’의 위치가
분명 다르게 나타나며 두뇌에서 처리하는 의미적 차이 또한 분명히 다를 것이라는 전제
하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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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漢語八百詞》에는,

①
②
③
④

表示人或事物随動作由下向上｡
表示動作完成, 兼有聚攏或達到一定的目的, 結果的意思｡
表示動作開始, 并有繼續下去的意思｡
形+起來｡ 表示一種狀態在開姞發展, 程度在繼續加深｡

동사와 결합하여 사물이나 사람의 동작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변화하거나 동작의
시작, 완성, 지속과 결과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으며 적극적인 의미의 형용사와
결합하여 상태의 발전, 정도의 계속적인 심화를 나타낸다고 하였다.2)
劉月華(1998)에 따르면 추향보어 ‘起來’는 네 가지의 의미적 특성이 있다고 하
였다. 첫째, ‘추향의미’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의 이동’을 나타내며, 둘째, ‘결과
의미’는 ‘모이다’ 혹은 ‘갑자기 생겨나다’의 의미를 나타내며, 셋째, 상태의미는 ‘새로
운 상태로의 진입’ 이나 ‘새로운 동작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특
수의미는 ‘어떤 방면에 대하여 평가하는 의미’를 언급하였다.3)
반면에 胡裕樹⋅范曉(1993)은 동사 뒤에 따라오는 ‘起來’의 용법을 방향적 용법
과 비방향적 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비방향적 용법을 ‘동작의 시작과 지속’, ‘동
작 행위의 완성’, ‘견해나 조건’, ‘상태의 시작이나 발전 변화’ 등으로 다시 세분화
하여 설명하였다.4)
崔圭鉢(2006)은 <방향보어의 문법적 의미>에서 ‘起來’를 ‘起來₁’, ‘起來₂’, ‘起來₃’의
세 가지로 나누어 ‘起來₁’은 공간적 의미를 갖지 않으며 ‘來’로 인하여 상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起來₂’는 은유를 통한 의미 확장을 거쳐 시간 속에서 사건의
어떠한 전개 과정에 대한 相적인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하였으며,‘起來₃’은 한층 더
문법화되어 높은 주관성의 의미를 지니며 시간성이 없다고 하였다.5)
2) 呂叔湘 主編, 《現代漢語八百詞》, 商务印书馆, 1980. 441-442쪽.
3) 劉月華, 《趨向補語通釋》, (｢‘趨向意義’(表示通過動作使人或物体由低處向高處移動),
‘結果意義’(表示結合以至固定, 表示突出､ 隆起), ‘狀態意義’(表示進入新的狀態), ‘特殊
用法’(從某方面說明､ 評論人或事物, 引進說話人的一種看法)｣, 北京語言大學出版社,
1998), 341-380쪽.
4) 胡裕樹⋅范曉, 《動詞硏究》, 上海敎育出版社, 1993, 110-117쪽.
5) 崔圭鉢, <방향보어의 문법적 의미>, 《中國語論叢》,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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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복합추향보어 ‘起來’의 의미적 특성을 위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추향적 의미6)에 초점을 맞추되 실제 이동의 의미를 지닌 경우 구체적 추향의미로,
관념상의 이동이 있는 경우를 추상적인 추향 의미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추상
적 추향 의미를 다시 相적인 특성에 맞추어 ‘동작의 시작과 지속’, ‘상태의 지속과
발전’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되 연구의 초점이 ‘起來’에 있는 것이 아
니라 ‘了’의 위치에 따른 의미적 변별자질을 찾아내는 데 있으므로 ‘了₁’과 ‘了₂’의
특성과 연결하여 분석할 것이며 다음의 두 가지 관점을 도입하여 ‘了’가 위치를 달
리하는 기제를 찾을 것이다.
첫째,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가 인간의 사유체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도상성7)의 개념을 분석의 토대로 삼아 ‘了’의 위치에 따른 의미적 변별자질을 찾아
보고자 한다. 도상성이 객관 세계에 대한 인간의 개념화를 반영하는 인지적 기제라
고 본다면 언어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석 원리가 될 수 있다. 중국어에서
도상성과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시간순서원칙(The principles of temporal
sequence, 이하 ‘PTS’로 약칭함)에서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도상성 가운데 ‘순서적
도상성(temporal iconicity)’과 관련 있다. ‘순서적 도상성’의 각도에서 통사 단위의
배열 순서를 분석한 것은 Tai(1985)가 대표적이며 이는 시간의 선후관계나 우선성
의 정도가 중국어의 어순을 반영한다는 논리로서 戴浩一(1988)에서도 자세히 연구
된 바 있으며 두 어법 단위의 상대적인 순서는 그 어법 단위가 나타내는 개념 영역
안의 상대적 시간 순서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8)
둘째, 현대중국어에서 ‘了’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지만 현재까지 학

6) ‘方向的 의미’는 ‘어떤 뜻이나 현상이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쪽’을 의미하지만
이동의 개념은 포함되지 않으며 ‘趨向的 의미’는 여기에 이동의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본고에서는 용어의 사용을 ‘趨向的 의미’로 하고자 한다.
7) Peirce(1932)는 ｢Principles of Philosophy｣에서 언어에서 도상성이란 언어 구조 속에
개념 구조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첫째, 도상성은 언어의 형태와 그 형태가 나타
내는 사물간의 유사성이며, 둘째, 언어의 형태와 의미 간에 나타나는 유사성이며, 셋째,
언어구조와 개념구조간의 유사성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도상성은 다시 모
방적 도상성과 구조적 도상성으로 나누고 구조적 도상성은 양적 도상성, 순서적 도상성,
거리적 도상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에
서 재인용 하였다.
8) 戴浩一, <时间顺序和汉语的语序>, 《国外语言学》, 1988년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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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문법에서 ‘了₁’은 동태조사로서 술어 뒤에서 완성을 의미하며 ‘了₂’는 어기조사로
서 문장 맨 끝에서 상황의 변화를 의미한다. 추향보어 구문에서 ‘了’가 위치를 달리
함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전제하에 ‘了’가 어떻게 술어와 보어를 관할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有界作用’의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9) 대부분의 동작동사
는 모두 [-有界]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有界]의 의미는 하나의 사건을 시간적
선상에서 볼 때 동작의 시작점과 종료점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吃’는 [-有界]이지만 ‘吃了’는 [+有界]의 의미자질을 가진다. 또 술목 구조에서도
적용되는데 ‘吃了饭’은 [+有界/-有界]이지만 ‘吃了一碗饭’은 [+有界/+有界]의 의
미자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有界/+有界]의 경우만 문장이 성립한다고 보았
다. 따라서 ‘了’가 이와 같은 ‘有界作用’을 한다는 측면에서 위치에 따른 의미자질을
알아보겠다.

2. ‘起來’가 구체적 추향의미인 경우
‘起來’가 추향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는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이동’인 경우로 방향
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站’, ‘立’, ‘坐’, ‘爬’, ‘飛’ 등과 같이 방향성과 운동
성의 의미를 포함한 동작동사와 결합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자세 변화의 원형적
의미를 지닌 ‘起來’와 동사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자.
(1) a. *他站｡
b. 他站了｡10) (그는 일어섰다)
c. 他站起来了｡ (그는 일어섰다)
d. 他站了起来｡ (그는 일어섰다)

동사 ‘站’은 지속동사이다.11) 지속동사는 시간적 선상으로 볼 때 동작의 시작점
9) ‘有界’‘無界’이론은 沈家煊(1995)가 주장한 것으로 사람들이 사물이나 사건을 인지하는
데는 공간적인 ‘有界’와 ‘無界’가 있으며 시간적인 ‘有界’와 ‘無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상
태나 양의 정도를 인지하는데도 ‘有界’와 ‘無界’가 서로 대립되어 있다는 관점이다.
10) 이 문장에서의 ‘了’는 ‘了₂’로 본다.
11) 본고에서는 아래와 같이 馬慶株(1981)의 동사분류에 근거하였다.
1. 비지속 동사 : 死類- 死, 完, 來, 去, 知道, 明白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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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종료점이 불분명하므로 [-有界]의 성질이 있다. 하나의 사건이 완성되기 위해서
는 시간 요소가 필수적이므로 시간요소가 결핍되면 비문이다. 따라서 (1.a)가 문법
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과 달리 (1.b)는 ‘了’를 동반하므로 해서 하나의 사건이 성
립하게 되고 이는 곧 시간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동작의 완성은 하나의 사건이
끝난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다시 말하면 다른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了’가 [-有界]의 성질을 [+有界]의 성질로 바
꾸는 기능에 착안하여 위의 예문과 연관 지어 보면 (1.c)는 전체 사건에 [+有界]
을 부여하며 (1.d)는 앞 동사 ‘站’에 한정하여 [+有界]의 개념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1.d)는 ‘了’로 인하여 ‘站’의 동작에 [+有界]이 부여된 후 뒤이어
‘起來’한 또 다른 상황이 부가된 것이다.
(2) a. 大家都已经站起来了｡12) (모두들 이미 일어났다.)
b. ５年后老人终于又站起来了｡ (5년 후에 노인은 마침내 다시 일어났다.)

劉月華(1998)에 따르면 ‘了’가 추향보어 앞에 놓일 때와 뒤에 놓일 때 의미적
차이는 크지 않지만 앞뒤에 주어지는 ‘語境’에 따라 ‘了’의 위치가 자유롭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了’가 추향보어 앞에 놓일 때는 묘사적 성분의 狀語가 술어
앞에 놓이며 ‘了’가 추향보어 뒤에 놓일 때는 술어 앞에 ‘已經’, ‘早就’, ‘終于’, ‘自
然’, ‘是’등과 같이 이미 발생한 긍정의 어기가 온다고 하였다. 위의 예문
(2.a)(2.b)는 술어 앞에 ‘已經’, ‘終于’등이 동반되어 이미 완성된 어기를 나타낸다
는 劉月華의 주장에 부합되며 ‘了’가 문장 끝에 위치하여 변화의 어기를 나타낸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도 존재한다.
(3) a. 可惜那黑袍老人已经站了起来, 头也不回地走了｡ (아쉽게도 그 검은색
두루마기 차림의 노인은 이미 일서서서,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떠났다.)

2. 강지속 동사 : 等類- 等, 坐, 站, 想, 躺, 找 等
3. 약지속 동사 (1) 看類- 看, 聽, 說, 吃, 買, 喝 等
(2) 掛類- 掛, 開, 拿, 穿 等
12) 2012년 5월 현재 北京大學中國語言學硏究中心(Center for Chinese Linguistics,
PKU, 이하 CCL이라 약칭함)에서 추출한 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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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她终于站了起来, 离开了那死者｡ (그녀는 마침내 일어서서 그 죽은 사
람 곁을 떠났다.)

위의 (3.a)(3.b)의 예는 劉月華의 주장에 위배된다. 종결의 어기를 가진 ‘已经’
이나 ‘终于’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站了起来’의 형식으로 나타난다.13) 그렇다면 이
두 형식간의 변별자질은 무엇일까? ‘站’은 ‘서다’의 의미로 ‘발이 땅에 닿아 있다’는
의미 이외에 동작의 방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여기에 추향의 의미를 지닌 ‘起來’와
함께 쓰여 ‘수직 상승’의 방향성을 지니게 된다. 그렇다면 ‘了’의 위치에 따라 어떤
의미상의 차이를 보이게 될까? 위의 예문은 ‘了’의 위치가 추향보어 ‘起來’의 ‘전’과
‘후’에 위치를 달리하지만 의미상 공통적으로 ‘일어섰다’를 의미하므로 이는 통사적
인 면에서 변별자질을 확보할 수는 있으나 의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확실
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이를 ‘PTS’에 근거하여 시간적으로 나열하면 (3.a)와 (3.b)는 ‘站’ 동작의 먼저
발생하고 ‘了’가 동작의 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연이어 ‘起来’ 동작이 이루어진 것
이다.14)
다음의 예를 보자.
(4) a. 她已经愤怒地站起来了｡ (그녀는 이미 짜증을 내며 일어섰다.)

13) 본고에서는 예문 추출을 北京大學中國語言學硏究中心(Center for Chinese
Linguistics)에 근거하였다.(이하 CCL이라 약칭한다). CCL 검색결과에 따르면 ‘站起
来了’는 총 360개, ‘站了起来’는 총 2530개의 예문이 등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已經
+站起来了’는 19개, ‘‘已經+站了起来’는 20개가 출현한다. 전체적인 비율로 보자면
‘已經+站起来了’ 형식이 우위를 차지하지만 이외에 ‘終于+站了起來’의 형식도 다수
출현하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숫자상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14) 이 부분에 관해서 ‘PTS’에 따라 설명이 어렵다고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자님께 감사
의 말씀을 전한다. 본고에서 언급한 시간 개념은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의 개념으로
본다. 즉 고대에는 시간 개념이 ‘子時’, ‘丑時’의 개념이었지만 지금은 ‘분’, ‘초’의 단위
로 세분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노(nano)’의 개념으로 까지 정교하게 세분되었다. 따라
서 이러한 인간의 두뇌 발전이 언어의 의미구조와 통사구조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이
것에 관한 자세한 언급은 “張晧得, <중국어 ‘VP+PP’와 ’PP+VP‘에 보이는 통사적 변
천의 규율과 방향>, 中國語文論叢學會, 第12輯, 2004”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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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他终于满脸通红地站了起来｡ (그는 마침내 얼굴을 붉히며 일어섰다.)15)

(4.a)(4.b)는 공통적으로 종결형 부사 ‘已經’과 ‘終于’와 각각 묘사성 성분의 狀
語인 ‘愤怒地’와 ‘满脸通红地’가 동반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劉月華(1998)의 “‘了’
가 추향보어 앞에 놓일 때는 묘사적 성분의 狀語가 동사 앞에 놓인다”는 주장에 예
외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4.a)는 狀語 ‘愤怒地’를 동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了’가 문장 맨 끝에 왔으며 (4.b)는 종결형 부사인 終于가 왔음에도 ‘V+了+起
来’의 구조를 보인다.
‘PTS’에 근거하여 설명하면 (4.b)의 경우 먼저 ‘站了’의 동작이 완성되고 난 후
뒤이어 ‘起来’의 구체적인 동작이 다시 이어지는 것이다. 동사 뒤에 따르는 ‘了₁’의
경우 동작의 完成을 의미하지만 이 完成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
서 (4.b)의 경우 ‘站’ 바로 뒤에 ‘了’가 뒤따라오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을 암시하며
뒤이어 ‘起來’의 상황이 연이어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나 ‘了’의 ‘有界作用’이 ‘站’에
만 영향을 주므로 아직 상황이 종결되었는지 종결되지 않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5) a. 只用一个手指扶着她, 她就从椅子上站起来了｡ (단지 한 손으로 그녀를
부축하니 그녀는 바로 의자에서 일어섰다.)
b. 想到这儿, 他又坐不住了, 从椅子上站了起来｡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그는 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의자에서 일어섰다.)

(5.a)(5.b) 또한 두 문장 모두 술어 앞부분에 ‘从椅子上’의 개사구가 위치하
여16) ‘아래에서부터 위로의 방향’이 명백히 드러나지만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의자에
15) 이 예문의 경우 ‘站起来了’와 ‘站了起来’를 똑같이 ‘일어섰다’로 번역한 것은 두 문장 간
에 의미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어와 한국어 사이에 일대일로 호응되는 어휘
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네(긍정의 대답)’에
일대일로 해당하는 어휘가 중국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好不好?’로 질문했을 경우
‘好’가 ‘네’에 해당하는 대답이 될 것이며 ‘對不對?’의 경우는 ‘對’, ‘是不是?’의 경우는
‘是’가 ‘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두뇌에서 처리되는 의미는 공통적
으로 ‘긍정의 대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는 이후 다른 예문
에서도 나타나지만 본고는 의미적 변별자질을 찾는 것이 목적이므로 적절한 어휘를 찾
지 못한 경우 똑같이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16) 張皓得, <중국어 어순에 대한 고찰>: ｢현대중국어 ‘Prep+NP’ 구조는 상(aspect)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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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어섰다’의 의미 이외에 다른 변별자질을 찾기가 어렵다. 즉 한국어로 번역한
경우 동작의 결과를 강조한 것인지 시작과 과정이 강조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그렇다면 왜 구조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胡裕樹⋅范曉(1993)에 따르면 ‘V+起來+了’는 행위가 이미 완성된 것을 강조
하며 비록 동작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어도 이미 결과는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V+了+起來’는 시작이 더욱 강조되고 동작의 과정이 드러나며 동작이나 상태가
아직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17) 그렇다면 (5.a)은 이미 일어선 동작
의 결과를 강조한 것이며 (5.b)는 일어선 동작의 시작과 과정이 강조된 것이다.
또 (5.a)의 문장 끝의 ‘了₂’는 변화의 어기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문장 전체에
‘有界作用’을 하므로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서있는 상태로의 변화가 강조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5.b)의 ‘了₁’은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는 동태조사의 관점에서 보
면 ‘站’의 동작이 이미 완성되고 뒤이어 ‘起來’ 상황이 연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劉月華⋅潘文娛⋅故韡(2001)에 따르면 ‘了’가 동사 뒤, 보어 앞에 오는 경우
‘了’의 관할 범위는 앞 동사에 있으며 의미는 동작의 갑자기 발생한 것을 의미하고
‘了’가 보어 뒤에 오면 ‘了’의 관할 범위가 앞 동사-보어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고 하였으며18) 다음을 예로 들었다.
(6) a. 我走进教室后, 全体学生立刻站了起来｡ (내가 교실로 들어간 후 전체
학생들이 바로 일어섰다.)
b. 我走进教室时, 看见学生已经站起来了｡ (내가 교실로 들어갔을 때 학
생들이 이미 일어서는 것을 보았다.)

지와 보어구조가 출현할 때 위치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술어 앞에 위치한다.｣.
동양학연구소, 2004.
17) 胡裕樹⋅范曉, 앞의 책: ｢動詞加了“起來了”多强調行爲已經實現｡ 盡管行爲尚未終止,
但已有結果｡ 動語加“了”再加“起來”多强調開始, 顯示出動詞動作的進程, 動作或狀態
仍在延續｣, 116쪽.
18) 劉月華⋅潘文娛⋅故韡, 《實用現代漢語語法》 ｢“当“了”出现动词后补语前时, “了”的管辖
范围是前面的动词, 作用在于表示动作的发生, “了”有突出动作发生的作用｡ 当“了”出
现有动补结构后时, “了”管辖的范围至少是前面的动补短语, 作用在于表示动作结果的
实现｡｣, (商務印書館, 2001), 575-5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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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a)는 주어인 ‘我’가 본 것은 학생들이 일어서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서는 동작
을 하는 과정을 본 것이며 (6.b)는 학생들이 이미 일어서 있는 동작의 결과를 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6.a)(6.b)를 순서적 도상성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다.

<그림1> ‘站了起来’의 개념화 모형19)

站
A

了 起來

T
B'

B A'

<그림2> ‘站起来了’의 개념화 모형

站

起來

了
T

A

B

하나의 동작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또 다른 동작이 시작된 것은 동작의 시작과 과
정이 강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현장감과 연결되며 ‘일어나다’ 동작이
눈앞에서 그려지는 듯 생동감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9) ‘T’는 시간의 흐름이며 ‘A’는 ‘站’동작의 시작점이며 ‘B’는 ‘了’의 유계현상에 따른 동작의
종료점을 의미한다. ‘A'’는 또 다른 동작의 시작점을 뜻하고 B'는 전체사건의 종료를
나타낸다. 실선의 작은 원은 하나의 사건이 종료됨을 나타내며 점선의 큰 원은 전체사
건의 종료를 의미한다. 이하의 그림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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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起來’가 추상적 추향의미인 경우
胡裕樹⋅范曉(1993)에 따르면 ‘起來’는 대부분 실제적인 방향의 의미를 나타내
기 보다는 引伸義로 많이 쓰였으며 이는 전체의 90%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 경
우 ‘起來’의 의미 분류는 앞에 나오는 동사의 성질에 근거하는데 그 중 ‘동작의 시
작’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40%를 차지한다고 하였다.20)
(7) a. 中国结束了屈辱的历史, 中华民族站起来了｡ (중국은 굴욕적인 역사를
마감하고 중화민족은 일어섰다.)
b. 新中国终于站起来了｡ (신중국은 마침내 일어섰다.)

(7.a)(7.b)의 경우 주어인 ‘中华民族’과 ‘新中国’의 술어인 ‘站’은 의미상 구체적
동작을 의미하지 않으며 이때의 ‘站起来了’의 의미는 추상적인 의미이다. 그러나 站
了起来의 경우 CCL에서 추상적인 의미로 쓰인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V+了
+起來’ 구조가 눈에 보이는 듯 생동감 있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더 적절한 표현이
라는 방증이다.
(8) a. 他笑了｡ (그는 웃었다.)
b. 他笑起来了｡ (그는 웃기 시작했다.)
c. 他笑了起来｡ (그는 웃기 시작했다.)

朱德熙(1982)의 《語法講義》에 따르면 (8.a)의 경우는 ‘웃지 않다’의 상태에서
‘웃다’라는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할 뿐21) 동작의 시작점과 종결점이 분명하지 않다.
반면에 (8.b)와 (8.c)는 ‘起來’가 동사 뒤에 옴으로서 동작의 시작점을 나타내지만
두 문장의 의미적 차이는 분명하지 않다. (8.b)는 복합추향보어 ‘起来’ 뒤에 ‘了’가
20) 胡裕樹⋅范曉, 앞의 책, 111쪽.
21) 朱德熙, 《語法講義》, 商务印书馆, 1982, 209-210쪽: 원문에서는 ‘他笑了’의 경우 동
태조사 ‘了’와 어기조사 ‘了’가 융합된 형태로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첫째, ‘웃지 않다’의 상태에서 ‘웃다’의 상태로 변화, 둘째, 방금 전에 ‘웃다’의 동작이 완
성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정확한 문장형태는 ‘他笑了了’라고 하였으나 본
고에서는 전자의 입장인 ‘상태의 변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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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으로 해서 ‘웃기 시작하다’ 동작의 종결점을 나타내므로 동작의 결과에 초점이 있
으며 ‘了’가 문장 전체에 ‘有界作用’을 하며 반면에 (8.c)는 ‘笑’가 ‘起来’ 대신 ‘了’를
먼저 관할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起来’ 앞에 동작의 완성 표지를
나타내는 ‘了₁’가 위치함으로서 ‘了’ 뒤에 동작의 시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起
来’가 활성화 되어 청자로 하여금 보다 생동감 있는 장면을 연상할 수 있게 한다.
楊德峰에 따르면 ‘V+起來+了’는 의미의 중심이 ‘起來’에 있으며 ‘V+了+起來’
는 의미의 중심이 ‘V’에 있는데 이 경우 동작에 갑작스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22)그의 주장대로라면 (8.b)는 의미의 중심이 ‘起來’에 있고 (8.c)는 ‘笑’에
있으며 이때의 ‘笑’은 갑작스런 동작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8.b)은 이미 일
어난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8.c)은 일어나고 있는 동작의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의미적 변별자질이 확실
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모국어 화자가 발화시 두 문장 간에 두뇌에서 그려
지는 현장감의 정도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9) a. 他开始笑了｡ (그는 웃기 시작했다.)
b. 他开始笑起来了｡ (그는 웃기 시작했다.)

술어 ‘笑’를 중심으로 앞, 뒤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술어 앞의 ‘开始’는 ‘시작하
다’의 의미로 일종의 상적 속성을 지닌 부사로서 시작이 이미 전제되어 있음을 나타
낸다. 즉 (9.b)는 ‘시작하다’의 상황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술어 뒤에 ‘起
来’가 위치함으로서 시작의 의미가 더욱 활성화되고 동작의 시작과 종결점이 부각
되고 있다. 시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은 의미상 종결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태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전제를 나타내는 술어 앞의 ‘开始’와
현재 상황을 말해주는, 생동감이 내포되어 있는 ‘V+了+起來’ 구조와 의미상 모순
이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중국어에서 ‘相’의 개념은 ‘duration’과 관련된 시간 개념으로23) 이는 표현에 있
22) 楊德峰, <‘動+趨+了’ 和 ‘動+了+趨’ 補議>, 《中國語文》, 2001.
23) 房玉淸, 《實用漢語語法(修訂本)》, 北京大學印刷社, 2001, 256쪽: 원문에서는 動態
範疇에 관하여 ‘動態(aspects)는 時間과 관련된 어법범주이며 時(tenses)의 범주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주로 동작의 진행,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며 이는 동작과 상태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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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생동감을 주기 위해 시간을 정지시킬 필요가 생겼으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하
나의 동작을 완성하고 또 다른 시작을 내포하는 ‘了₁’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다
시 말해서 ‘笑’의 동작이 완성된 상태에서 다시 ‘起來’의 개념이 이어지는 것은 시간
의 개념이 보다 더 세분화되어 더욱 생동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 되며 ‘笑’ 동작의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동작의 과정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CCL에서 ‘笑
起來了’가 포함된 예문은 161개, ‘笑了起來’의 경우는 총1181개가 출현하는데 이
러한 숫자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도 동사 ‘笑’가 보유하고 있는 고유의 의미자질로
볼 때 ‘결과’ 보다는 사실적인 ‘현장감’의 표현에 더 적절한 어휘에 해당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劉月華⋅潘文娛⋅故韡(2001)에 따르면 ‘起來’가 동사 뒤에 위치하면 동작의 시
작과 진행을 나타내는데 즉 정태에서 동태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형용사 뒤에 위치
하면 새로운 상태가 시작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어법범주를 갖고 있지만 ‘起來’와 만나서 동사의 기능
을 갖게 된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의 ‘起来’의 파생의미는 劉月華가 분
류한 네 가지 의미 중 ‘狀態意義’에 해당한다. 이때 ‘起来’의 의미는 ‘새로운 상태로
의 진입’과 ‘새로운 동작의 시작’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靜態에서 動態로의 변화’
를 뜻한다.24) 또한 ‘起来’는 형용사와 결합하여 모종의 상태가 출현한 것을 의미.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형태가 막 변화하기 시작한 것을 나타낸다.
‘起来’와 결합하는 형용사는 주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으며 변화의
의미를 나타내며 형용사의 성질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정적인 상태
에서 동적인 상태로 변화함을 나타낸다.25) 또한 부정적인 의미의 형용사와 결합하
였을 경우 反而, 倒, 忽然, 一下子 등과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 다음에서 대표
적인 형용사 ‘好’와 ‘起來’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자.
時段(duration)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상황을 설명하고 아래와 같이 도식화 하였다.
開始 → 進行 → 完成
-z ----------------z 時點 → 時段 → 時點
24) 胡裕樹⋅范曉, 앞의 책: ｢起來用在動詞或形容詞后表示進入一個新的狀態｡ 用在動詞
后, 表示新的動作開始進行, 一般是由靜態轉變爲動態｡｣, 364쪽.
25) 劉月華, 앞의 책, 3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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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 生意很快好起来了｡ (사업이 빠르게 좋아지기 시작했다.)
b. 生意慢慢就好起来了｡ (사업이 천천히 좋아지기 시작했다.)
c. 生意渐渐好了起来｡ (사업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위의 예문은 형용사 ‘好’와 ‘起來’가 만나 ‘좋아지기 시작하다’의 의미로 상태의 변
화를 나타낸다. ‘起來’의 ‘시작하다’의 의미적 특성상 새로운 상태로의 진입을 의미
하지만 (10.a)(10.b)와 (10.c)가 의미하는 바는 다르다. (10.a)(10.b)는 ‘好起來’
라는 하나의 사실을 말해주는 것으로 ‘好起來’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好起來’한 상
태로 변화된 결과가 더욱 부각된 표현이다.(10.c)는 ‘好’의 상태가 강조된 문장으로
‘好’의 상태로 이미 진입하였으나 곧 또 다른 ‘起來’의 상황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
에 ‘好’의 상황이 더욱 세분화되어 마치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과 같은 생동감을 전해주고 있다. 따라서 좋아지기 시작한 경로가 부각된 표현이라
고 할 수 있다.
楊德峰(2001)은 <‘動+趨+了’ 和 ‘動+了+趨’補議>에서 추향보어 앞에 ‘了’가
위치하는 경우 단독으로 명령문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단독으로 묻고 답할 수 없
다고 하였다. 이것은 ‘V+了+起來’ 형식이 현장감과 직결된다는 또 다른 방증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의문문 형식은 존재 의미보다는 결과 의미가 강한 ‘V+起來+了’와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11) a. 天氣暖和｡ (날씨가 따뜻하다.)
b. 天氣暖和了｡ (날씨가 따뜻해졌다.)
c. 天氣暖和起来了｡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d. 天氣暖和了起来｡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다.)

형용사는 변화 중심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暖和’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므
로 (11.a)는 날씨가 ‘暖和’ 하다는 현상만 나타낼 뿐 상적인 의미는 부여되지 않았
으며 (11.b)는 ‘暖和’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暖和 ’상태로 변화한 결과만을 의미한
다. (11.c)와 (11.d)는 추향보어 ‘起來’와 결합하여 동사의 기능이 생겨났으며 변화
의 개념과 상의 개념을 동시에 부여 받았다.
먼저 (11.c)는 ‘暖和’ 상태에서 기동상의 ‘起來’가 동작의 시작점과 같은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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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러한 상황을 문장 끝의 ‘了’가 ‘有界化’하여 결과가 강조되었다. (11.c)는 ‘暖
和’ 상태로 변화된 후 연이어 다시 시작의 의미인 ‘起來’가 활성화된 경우이다. 즉
하나의 사건이 종료됨과 동시에 또 다른 사건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는 곧 인간의
두되에서는 현장감과 생동감으로 처리된다.26)

Ⅲ. ‘過來’와 ‘了’의 위치에 따른 의미자질
1. 복합추향보어 ‘過來’의 의미자질
《漢語大辭典》에서 복합추향보어 ‘過來’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① 用在動詞後, 表示來到自己所在的地方｡
② 用在動詞後, 表示回到原來的､ 正常的狀態｡
《現代漢語八百詞》는

① 表示動作者朝着說話人所在地｡
② 表示人或事物随動作從一處到另一處｡
③ 表示品到原來的､ 正常的或較好的狀態｡

‘過來’는 사람이나 사물이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며 특
히 화자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는 동작이 변화하는 방향을 나
타낸다고 하였는데 이때의 방향도 화자에게 가까워지는 것을 뜻한다. ‘過來’도 역시
다른 복합추향보어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추향의미에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의미
로 확대되는데 이때의 의미는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로의 변화’, ‘전부
를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나 조건을 보유하다’의 개념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
26) 이때의 ‘起來’는 구체적인 동작을 의미하지 않고 관념상의 추상적인 방향의 이동을 나
타내기 때문에 시간순서원칙에 따른 분석을 도입하기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본고
에서는 유추된 것으로 간주하여 관념상의 이동이 생긴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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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過去’와 구별 된다.27)
趨向補語 ‘過來’는 본래의 의미가 공간상에서 이동하는 과정을 나타내는데 동사
와 결합하여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발전하는, 점진적인 변화의 성질을 내포하
고 있다. 공간이나 시간 범주에서 이동을 표현할 때는 ‘A’에서 ‘B’로의 이동에 장소
나 시점이 모두 적용되며 상태를 나타내는 범주의 이동 표현 역시 심리나 의식의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옮겨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공간상의 실제적인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過來’의 경우 ‘恢復’, ‘明白’ 등과 같
은 긍정적 의미의 동사와 결합하는 경향이 강하며 ‘醒’과 같이 동사의 의미 자체로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대립된 상태와 비교하여 정상적이고 긍정
적인 경우 ‘過來’와 결합한다.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은 의미적으로 변화의 전후의 과정이 순간적이므로 변화
의 과정이 길지 않지만 ‘過來’와 결합하여 경로의 의미를 부여 받는다.

2. ‘過來’가 구체적 추향의미인 경우
(12) a. 他们已经走了｡ (그들은 이미 갔다.)
b. 他们已经走过来了｡ (그들은 이미 걸어 왔다.)
c. 他们已经走了过来｡ (그들은 이미 걸어서 왔다.)

(12.a)(12.b)(12.c)는 완성, 종결 의미의 부사 ‘已经’이 술어 앞에 왔음에도 불
구하고 ‘了’의 위치에 차이를 보인다. (12.a)는 단순히 ‘走’의 동작이 완료된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동사 ‘走’의 의미 자체도 (12.b)(12.c)와는 상반된다.

<그림3> ‘走了’의 개념화 모형

走
A

27) 呂叔湘 主編, 앞의 책, 249-250쪽.

了
B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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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b)는 ‘走와 过来’가 결합하여 동작에 경로가 부여되었다. 즉 ‘走过来’ 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走过来’ 한 상태로의 변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전체의 사건이 마무
리된 것을 나타낸다. 즉 아래 그림과 같이 ‘了’가 ‘走过来’ 전체를 有界化 하였기 때
문에 ‘B’에서 하나의 사건이 종료되었다.

<그림4> ‘走過来了’의 개념화 모형

走

過來

了
T

A

B

(12.c)의 ‘了’는 이미 ‘走’의 동작이 완성되었으나 아직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過
來’ 동작이 연속된다. 따라서 아직 하나의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데 하나의 사건을 나타내는 술어와 그 동작의 추향을 나타내는 보어의 결
합은 결국 두 개의 과정이 얽혀있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과정이 끝난 후 다른 과
정이 시작되기도 하고 하나의 과정이 채 끝나기 전에 또 다른 과정이 시작될 수도
있으며 두 개의 과정이 모호하게 공존할 수도 있다.

<그림5> ‘走了過来’의 개념화 모형

走
A

了 過來
B A'

T
B'

(13) a. 突然, 两个年轻人走了过来｡ (갑자기 두 명의 젊은이가 걸어서 온다.)
b. 慢慢地走了过来｡ (천천히 걸어서 온다.)
c. 大踏步的走了过来｡ (큰 걸음으로 걸어서 온다.)
d. 哼啊咳地､ 骂骂咧咧地走了过来｡ (킁킁 기침하며, 잔소리하며 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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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

위의 예문은 모두 ‘V+了+過來’의 형태로 공통적으로 술어 앞에 부사어가 위치
하고 있다. CCL에서 ‘V+過來+了’ 형식은 162용례 나타나고 ‘V+了+過來’ 형식
은 500용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V+過來+了’ 형식은 부사어 없이 바로 주어가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에 ‘V+了+過來’은 주어가 바로 오는 경우는 없고 대다
수 부사어를 동반한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 언어에 반영되어
생동감 있는 표현, 사실을 묘사해야 하는 표현 등 언어구조가 더 정교해져야 할 필
요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14) a. 他们已经走了过来｡ (그는 이미 걸어왔다)
b. 走了过来! (걸어 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了’의 ‘有界作用’의 관점에서 볼 때 ‘吃了饭去学校’는
옳은 문장인데 반하여 ‘*吃了饭’ 은 [+有界/-有界]의 의미자질을 가지므로 문장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了₁’은 일반적으로 시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는 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吃了饭’은 동작이 완성된 것을 의미할 뿐
아직 사건이 종료되지 않아 후속되는 문장을 필요로 한다. (14.a)는 종결 표지를
나타내는 ‘已经’의 지배를 받아 상황이 이미 종결된 것이 분명하지만 (14.b)의 경
우는 아직 ‘走’의 동작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이 성립
하는 이유는 ‘來’가 ‘了’와 같은 ‘有界作用’을 한 것으로 본다. 추향보어 ‘來’의 의미
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6> ‘來’의 有界作用28)

來의 有界

28) ‘□’는 이동의 주체, ‘→’는 이동의 방향, ‘○’는 이동의 종점 혹은 목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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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了’와 ‘來’의 연속적인 ‘有界作用’으로 인하여 (14.a)보다 (14.b)의 문장
이 생동감, 현장감과 직결되며 이는 아직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명령문의 형식과
의미상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

3. ‘過來’가 추상적 추향의미인 경우
(15) a. 她已经醒了｡ (그녀는 이미 깼다.)
b. 她已经醒过来了｡ (그녀는 이미 깨었다.)
c. 她已经醒了过来｡ (그녀는 이미 깨어났다.)

‘醒’은 ‘깨다’의 의미로 변화의 과정이 순간적이고 ‘過來’ 자체는 잠들어 있는 상태
에서 잠에서 깨는 상태로 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추향보어로 쓰였다. 이러한 과정이
문장 끝의 ‘了’가 옴으로 해서 변화의 과정이 마무리되는 완성과 종결의 의미가 부
각된다고 할 수 있다.
胡裕樹⋅范曉(1993)는 동작 동사가 ‘了’를 수반하여 어떠한 활동의 실현을 나타
내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동사가 지속되지 않는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라고 하였다.
즉 그의 분류에 따르면 ‘醒’은 동태동사 중 순간 결과 동사에 해당되며 ‘醒了’는 어
떤 정태로 진입한 것을 의미하므로 아직도 지속되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15.a)
는 완성의 의미가 아니라 지속의 의미를 가진다. (15.b)는 순간동작인 ‘醒’이 ‘過來’
를 동반하고 전체 사건이 문장 끝의 ‘了’로 인하여 ‘有界化’되었다. (15.c)는 ‘醒了’
가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다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過來’를 통솔
함으로 해서 현재 상태 변화의 과정을 더욱 세분화하였기 때문에 경로가 부각되었
다.
(16) a. 那么, 今天都醒过来了吗？(그렇다면, 오늘 바로 깨었나요?)
b. 你醒过来了没有？(당신은 깨어났나요?)
c. *你醒了过来没有？

楊德峰은 <‘動+趨+了’和‘動+了+趨’補議>29)에서 ‘動+趨+了’형식은 결과의 의
29) 楊德峰,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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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강하고 문장 끝에 ‘嗎’, ‘沒有’형식의 의문문이 성립할 수 있으며 ‘動+了+趨’
는 추향동사의 존재의미가 강하고 명령문에 주로 쓰이는 형식이라고 하였다. 그러
나 그의 관점도 역시 구조적인 설명을 하는데 그쳤으며 그러한 통사적 특징이 나타
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劉月華⋅潘文娛⋅故韡(2001)에 따르면 의문문 가운데 문장 끝에 ‘… ‘嗎?’가 오
는 ‘是非問句’는 ‘嗎’ 앞에 어기조사 ‘的’, ‘呢’, ‘了’ 등을 동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상황이 이미 실현된 경우라고 하였으며 ‘…没有?’ 형식의 의문문도 사건
이나 상태가 이미 실현된 경우나 이미 진술된 내용에 대한 의문문에 사용된다’고 하
였다.30) 그러므로 하나의 사건이 종결된 ‘V+過來+了’의 형식과 의미상 부합되며
(16.c)는 사건의 종결이 명확하지 않고 현재 지속이나 진행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
으며 과정이 강조되어 현장감이 드러나는 표현이므로 발화시점에서 아직 동작이 이
루어지지 않은 명령문 형식과 더 잘 호응한다고 할 수 있다.

Ⅳ. 나오는 말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사건의 정보를 그대로 보존하는 성질이 강하며 객관 세계의
모습을 언어에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현상이 강하다. 본고에서는 추향보어를 포함한
술어구조 중 ‘了’가 위치를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어 학습자의 입장에서 두 문장
간의 의미적 변별자질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劉月華
를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이 ‘V+趨向補語+了’의 구문과 ‘V+了+趨向補語’의 차이
를 구분하는데 있어 형식적, 구조적인 방면에서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들이 제시한 통사적 특징, 즉 술어 앞에 종결이나 긍정의 어기의 有無, 부사어의
有無 만으로는 의미적인 미세한 차이를 설명하기에 부족하였기 때문에 CCL의 예
문을 통하여 그런 현상이 가변적이며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도상성의 개념 가운데 ‘순서적 도상성’과 관련된 PTS와 ‘了’의
‘有界作用’에 근거하여 두 문장 간의 의미자질 중 ‘V+趨向補語+了’는 이미 실현되

30) 劉月華⋅潘文娛⋅故韡, 앞의 책, 785-7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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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동작의 결과가 강조된 형식이며 ‘V+了+趨向補語’는 동작이 이미 실현된 경우
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모두 존재하며 동작의 시작과 과정이 부각된 표현이라는 것
을 밝혔다.
따라서 ‘V+趨向補語+了’와 ‘V+了+趨向補語’ 형식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일
대일로 호응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의미간의 차이가 분명 존
재한다고 보며 후자의 표현방법이 동작의 경로가 더 부각된 표현이며 생동감이 강
조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편폭의 제한으로 추향보어 ‘起來’, ‘過來’와 결합하는 몇 가지 상황에 한정
하여 연구하였으며 나머지 복합추향보어 ‘上來’, ‘上去’, ‘下來’, ‘下去’, ‘進來’, ‘進
去’, ‘出來’, ‘出去’, ‘回來’, ‘回去’, ‘過去’와 ‘了’의 위치에 따른 의미적 변별자질은
후일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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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汉语作为孤立语具有很强的把客观世界的面貌直接反映在语言的现象｡ 在
包括趋向补语的术语结构中尽管改变了‘了’的位置, 但站在学习汉语的人的立场
上却很难找到两个文章之间的意义上的差异, 因此本文着眼于此开展了深入研
究｡ 包括刘月华在内的很多学者在区分‘V+趋向补语+了’的文章结构和‘V+了
+趋向补语’的差异上, 提出了形式和结构方面的差异｡ 但是他们所提出的文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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特点, 即仅凭术语前是否有结束或肯定语气以及是否有状语是不足以说明含义
之间的细微差异,

因此通过CCL例句证明了此类现象为可变且并非绝对｡

同

时, 本文在图像性概念中根据与‘顺序图像性’相关的PTS和‘了’的‘有界作用’揭示
了两个文章之间的含义特征中‘V+趋向补语+了’属于已经实现且强调动作结果
的形式, 而‘V+了+趋向补语’中已经实现和未实现两种情况同时存在, 是突出
动作的开始和过程的表现｡
因此, ‘V+趋向补语+了’和‘V+了+趋向补语’形式翻译成韩语时在两个含
义之间存在差异, 可以看出后者表现方法是更多地突出动作路径的表现｡

【主題語】
複合趋向补语, 起來, 過來, 意味資質, 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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