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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현대중국어에는 일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대칭 언어 현상들이 일부 존재

한다. ‘难免不 + VP’, ‘不一会兒 + VP’, ‘好不 + X’, ‘差点兒没 + VP’ 등을 예

로 들 수 있는데, ‘不’ 혹은 ‘沒’ 등의 부정부사가 그 의미 기능을 하지 않고 잉여 

성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형식들은 대부분 통시적으로 각각 서

로 다른 화용 과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 중 ‘好不’는 정도

부사 ‘好’와 부정부사 ‘不’를 결합한 형태로 대부분 이음절 형용사를 수식하며 ‘好’,

‘多麽’, ‘很’과 같은 의미로 형용사의 정도가 심함을 나타낸다. 《現代漢語八百詞》에 

제시되고 있는 바에 따르면 ‘好不’는 그 의미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정부사가 포함되어있음에도 긍정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이다.(이하 ‘긍정

식’으로 칭함)

1) 人来人往, 好不热闹｡ (=好热闹)(사람들이 왔다 갔다 매우 북적거린다.)

* 성신여대 중어중문학과 시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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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她们俩一见面好不亲热｡ (=好亲热)(그들 두 사람은 한 번 보고 매우 친밀

해졌다.)

두 번째는 부정부사 ‘不’의 존재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두 부정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로 대부분 형용사 ‘容易’를 사용한다. (이하 ‘부정식’으로 칭함)

3) 好不容易才把他说通｡ (=好容易才把他说通)(가까스로 그를 설득시켰다.)

4) 办成这件事好不容易啊｡ (*好容易)(이 일을 처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好不容易’는 예3)처럼 대부분 부사어로 ‘才’와 함께 사용되어 ‘매우 쉽지 않다’라

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며, 부정 부사가 없는 ‘好容易’ 역시 부정의 의미로 사용되어 

‘好不容易’와 동의어가 된다. 그러나 예4)처럼 술어의 위치에서 사용될 때는 ‘好不

容易’는 부정의 의미로, ‘好容易’는 긍정의 의미로 사용된다.

세 번째로는 그 의미가 문장의 앞뒤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이다.

5) 她吃得饱饱的, 喝得足足的, 好不自在｡ (很自在)(그는 배불리 먹고 충분히 

마셔서 매우 편안하다)

6) 听到大家对我的批评, 心中好不自在｡ (很不自在)(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비평하는 것을 듣고 마음이 매우 불편했다.)

7) 他一口氣说完自己的想法, 心中好不痛快｡ (很痛快)(그는 한 번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나니 매우 통쾌했다.)

8) 他得知自己落选的消息, 心中好不痛快｡ (很不痛快)(그는 자신이 낙선되었

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1)

예5)와 예6)에서 ‘好不’는 ‘自在’라는 동일한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지만 앞뒤 문

맥에 따라 예5)는 긍정식으로, 예6)은 부정식으로 사용되었다. 예7)과 8) 역시 ‘好

不’가 모두 ‘痛快’라는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지만 예7)은 긍정식, 예8)은 부정식으

로 사용되었다.

긍정식과 부정식은 표면적으로 모두 ‘好不 + X’라는 동일한 형식을 사용하고 있

지만 그 내부의 어법 구조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부정식의 경우는 ‘好 + (不

1) 呂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商务印书馆, 1999年, 256-25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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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의 구조로 정도부사 ‘好’가 ‘不+ X’의 구조를 수식하는 句이며, 긍정식은 ‘好

不 + X’ 구조로 부사 ‘好不’가 형용사 등 X 성분을 수식하는 경우이다.

긍정식 ‘好不’는 明代 中期 탄생하여 현재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는 역사가 비교

적 짧은 단어에 속한다. ‘好不’는 탄생 초기인 明代 中期 《西遊記》 같은 문헌에서 

대부분 현대중국어와 같이 주로 ‘정도의 심함’을 나타내는 정도부사로서 이음절 형

용사 등을 수식하는 단순한 용법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시기가 조금 늦은 

明代 後期 문헌인 《金甁梅詞話》(이하 《金》으로 약칭)2)를 살펴보면 ‘好不’의 출현 

빈도수가 갑자기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 출현 양상 또한 매우 다양하여 현대중국

어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선현들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金》에 나타나는 ‘好不’의 의미와 출현양상 등을 분석하여 그 당시 ‘好不’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어떻게 현대중국어로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겠다. 동시에 동 

시기 《水滸傳》, 《西遊記》, 《警世通言》, 《初刻拍案惊奇》, 《醒世姻缘传》 등의 다른 

문헌과의 비교를 통해 어떠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는지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기존 연구 성과와 ‘好不’ 발전 과정

1. 기존 연구 성과

‘好不’는 부정사가 존재하는데도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독특한 

용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많은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들의 연구를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보면 ‘好不’의 탄생 시기에 관한 연구, ‘好不’의 탄생과 발전 과정에 

대한 고찰, 그리고 현대중국어에서 ‘好不’의 사용 현황에 대한 고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好不’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는 袁賓(1984)이 가장 먼저 근대 문헌 25종을 전면

2) 《金甁梅詞話》는 명대 장편 소설로 1617년 明萬曆45년(1617)에 처음 만들어졌으나 

전해지지 않는다. 현존하는 것 중 가장 시기가 빠른 판본은 《新刻金甁梅詞話》100회본

으로 초판본의 영인본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年 人民文学出版社에서 출판한 것으로 

주요 문헌으로 삼겠다. (총 글자 수는 약 938,641字)



136 《中國文學硏究》⋅제52집

적으로 고찰하여 15세기 明代 《西遊記》에서 긍정식 ‘好不’가 처음 사용되었음을 밝

히고, 긍정식 ‘好不’의 탄생이 明代보다 빠르지 않다고 했다.3) 즉 ‘好 + 不 + X’

형식은 唐五代 문헌에서 이미 사용되기 시작했으나, 그 수량이 매우 적고 모두 부

정식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 何金松과 孟慶章 등은 긍정식 ‘好不’는 늦

어도 14세기 원대 입말 중 혹은 남송 13세기에 이미 나타났다고 주장했다.4) 그러

나 그들이 발견한 예문은 모두 후대 사람들의 첨삭이 의심되는 문헌인 《元曲選》 

《五燈會元》 등으로, 曹澂明 등 대부분의 학자들은 명대 《西遊記》에서 처음 발견되

었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긍정식 ‘好不’가 탄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袁賓(1984)은 처음으

로 긍정식 ‘好不’는 반어법의 영향으로 탄생했다고 개괄적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그 탄생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5) 沈家煊(1999)6)은 袁宾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好不’의 탄생과 발전에 대해 연구했는데, 그는 ‘好不 + X’ 구조에서 ‘X’ 성분을 A

와 B 두 종류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好’와 ‘好不’의 비대칭 현상은 ‘좋은 의미의 단

어(褒义词)’와 ‘폄의어(贬义词)’의 비대칭에서 형성된 것이라 설명했다.

1) A류: ‘사회적 통념상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진 ‘道義詞’(deontic

words). 부정 의미가 살아있는 부정식에 주로 사용되는 형용사로서 ‘安分, 争氣,

讲理, 公平, 知足, 道德’ 등이 있다. (好不安分 = 不安分)

3) 袁賓 <近代汉语“好不”考>; 《中国语文》 1984년 제3기

<“好不”续考>; 《中国语文》 1987년 제2기 참조.

4) 何金松 <肯定式“好不”产生的时代>; 《中国语文》 1990년 第5期, 曹澂明 <“肯定式‘好不’

产生的时代”质疑>; 《中国语文》 1992년 第1期, 孟庆章 <“好不”肯定式出现时间新证>; 

《中国语文》 1996년 第2期.

5) 이 밖에 ‘好不’의 탄생 원인을 언급한 학자로는 王鍈, 兪光中 등이 있다. 王鍈은 ‘好’의 

‘어찌하여(豈)’의 뜻으로부터 반문 형식의 ‘好不’가 생기게 되었다고 했고, 兪光中 등은 

부정부사 ‘不’가 ‘發聲’ 혹은 ‘助語’의 작용을 하는 경우 부정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했다. 예를 들어 ‘好 + 不尴尬’에서 ‘不’는 의미 없이 ‘助語’의 작용만 하고, 중국어 어

휘는 짝수 음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好不 +尴尬’로 읽게 되고 점차 ‘好不’라

는 한 단어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王鍈《詩詞曲語辭例釋》(北京, 中華書局,

1986), 98쪽; 兪光中⋅植田均(日) 《近代漢語語法硏究》(上海, 學林出版社, 1999),

320쪽 참조.

6) 沈家煊 《不对称和标记论》, 江西教育出版社, 122-13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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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1류: ‘蛮横, 糊涂, 狼狈’ 등 ‘폄의어’(贬义词)는 긍정식에 주로 사용된다.

(好不糊涂 = 很糊涂).

3) B-2류: ‘高兴, 自在, 痛快’ 등 마음의 유쾌함을 뜻하는 일부 단어와 ‘热闹,

繁华, 兴旺’ 등 번화함과 번성함을 뜻하는 것, 또는 ‘聪明, 伶俐, 漂亮’ 등 지식과 

신체상의 우수함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문장의 문맥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듯 A류와 B류는 서로 대립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대립 현상은 화

용론에서 제기하는 ‘예의 원칙’(礼貌原则)과 수사기법 중의 ‘반어법’ 등과 밀접한 관

계가 있다고 밝혔다.7) 또한 긍정식 부사 ‘好不’는 문법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

로 그 형성 원인은 정도부사 ‘好’의 용법이라 했다. 즉 풍자를 뜻하는 반어적 용법

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면서 점차 ‘好 + 不X’ 구조에서 재인식을 통해 ‘好不

+ X’로 구조 계층이 이동하는 문법화 과정을 거쳐 탄생한 것이라는 것이다. 邹立

志(2006) 역시 긍정식은 특정한 언어 환경이 필요한 반어법에서 나왔지만, 부정식

은 부정식을 통해 말의 어감을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

했다.8)

2. ‘好不’ 발전 과정

그렇다면 ‘好不’가 문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好’의 의미와 용법은 무엇이었

을까? 武振玉(2004)와 温振兴(2009)에 의하면 정도부사 ‘好’는 형용사 ‘好’에서 

파생하여 晚唐 시기에 처음 그 용례가 보이며 宋代를 거치면서 元明 시기 그 사용

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그 영향으로 ‘好生’, ‘好不’ 등 ‘好’와 함께 결합한 이음절 부

사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9)

‘好’는 명대 초기 문헌인 《水滸傳》에서 78번 출현했으며, 그 중 ‘好不’ 형태로 나

7) 예의원칙: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행위를 언어로 평가할 때 나쁜 것에 대해서는 좀 

완곡하게 표현하고, 좋은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충분하게 강조하여 말하는 것.

반어법: 대부분 좋은 의미의 형용사 술어를 과장하여 사용하여 반대의 의미를 나타낸다.

8) 邹立志 <“好不A”诸现象的语义语用考察>; 《世界漢語敎學》 2006년, 제3기.

9) 温振兴 <程度副词“好”及其相关句式的历史考察>; 《山西大学学报》 2009年, 第5期.

武振玉 <程度副词“好”的产生與发展>; 《吉林大学社会科学学报》, 2004年 第2期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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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난 문장도 19번이나 된다. 그러나 19번 모두 아래 예9) 처럼 ‘好 + (不+X)’의 

구조로 부정부사 ‘不’의 의미가 살아있는 부정식으로 사용되었다.

9) “你这厮好不晓道理！这青花瓮酒和鸡肉之类, 如何不卖與我？”(水滸傳32-

414)10)(네 놈이 아주 도리를 모르는 군! 이 청화옹주와 닭고기는 왜 나에

게 팔지 않는 거지?)

10) “主人家！你来！你这厮好欺负客人！岂我不还你钱？”(水滸傳32-414)

(주인장, 이리 와보쇼. 당신 아주 손님을 우습게 아는군! 내가 돈을 안 갚

을 것 같소?)

11) 即开口叫道: “孩兒们, 我来了也！”......若大若小之猴, 跳出千千万万, 把

个美猴王围在當中, 叩头叫道: “大王, 你好宽心!怎么一去许久?(西遊記2

-23)(‘얘들아, 내가 왔다.’ 라고 외치자 크고 작은 원숭이들이 모두 뛰어나

와 손오공을 둘러싸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대왕님, 참으로 태평하십

니다. 어떻게 이리 늦게 돌아오셨나요?’)

12) 这银子, 小人怎好又受得？从前累的老爹好少哩！”(金38-497)(이 은화를 

소인이 어찌 또 받겠습니까? 이전에 주신 것도 아주 많습니다.)

13) 三藏道: “悟空, 我这一日, 肚中饥了, 你去那里化些斋吃｡”行者陪笑道:

“师父好不聪明｡ 这等半山之中, 前不巴村, 后不着店, 有钱也没买处, 教

往那里寻斋？”(西遊記27-323)(삼장이 ‘오공아, 내가 오늘 배가 고프구나.

어디든 가서 시주 좀 해 오거라.’ 라고 말하자 손오공이 헛웃음을 지며 말

했다. ‘사부님, 정말 총명하십니다. 주위에 인가나 상점이 없는 이런 산골

에서는 돈이 있어도 살 곳이 없습니다. 나더러 어디에 가서 시주를 해오라

는 말입니까?)

14) 却将镜子里看处, 那魔王生得好不凶恶｡ (西遊記39-479) (거울로 보니 

그 마왕은 아주 흉악하게 생겼다.)

《水滸傳》보다 시대가 조금 늦은 《西遊記》에서는 ‘好’가 모두 66번 출현했고, 그 

중 3번이 긍정식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반어적인 표현으로 부정의 뜻을 강조하는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예10)에서 ‘好’는 긍정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예11)과 

예12)에서는 반어법으로서 실제로 ‘마음이 넓지 않다’, ‘매우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

되었다. 예13)의 ‘好不’는 부정식 ‘好 + 不聰明’의 구조로 ‘총명하지 않다’라는 것을 

10) 文獻名 뒤의 숫자는 인용된 回와 페이지수를 가리킨다. (水滸傳32-414)는 《水滸傳》

第32回 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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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하고 있는데, 생동감 넘치는 입말에서 반어적 표현으로서 긍정식 ‘好不 + 聰

明’의 구조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반어법을 사용한 문장들은 袁賓과 沈家煊

이 말한 것과 같이 긍정식 ‘好不’의 발전 상황을 잘 설명해 준다고 하겠다. 예14)에

서 ‘好不’는 긍정식으로서 형용사 ‘凶惡’을 수식하는 부사로 사용되고 있다.

‘好不’가 부정식 ‘好 + 不X’에서 긍정식 ‘好不 + X’로 재인식을 통해 문법화한 

것이라면, 다른 정도부사는 왜 긍정식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특히 《西遊記》에서

는 ‘好’ 뿐만 아니라 정도부사 ‘甚’도 ‘甚 +不 +X’의 형식으로 다량 출현하고 있지

만, 긍정식 ‘甚不 + X’구조로 문법화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마도 ‘好不’ 문법화

의 필요조건인 부사 ‘好’의 성격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15) 三藏道: “酒乃僧家第一戒｡”国王甚不过意道: “法师戒饮, 却以何物为敬？”

(西遊記69-836)(삼장이 ‘술은 승려가 지켜야할 제1계율입니다.’ 라고 하자 

국왕은 매우 미안해하면서 ‘법사가 술을 안 마신다면 어떤 것으로 올릴까

요? 라고 말했다.)

16) 老魔道: “你怎么不出？”行者道: “你这妖精, 甚不通变｡” (西遊記75-916)

(요괴가 말하길 ‘너는 어째서 안 나오는 거냐?’ 손오공이 말하길: ‘너는 아

주 융통성이 없구나.’)

예15)와 16)에서 보듯이 ‘甚’은 《西遊記》에서 출현 횟수가 매우 높은 단어이지

만, 고대 중국어에서부터 계속 사용되어 온 역사가 매우 오래된 성분으로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는 ‘반어적’ 표현의 문장에는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好’는 비교적 

신흥 부사에 속하고 또 감탄문에서 반어를 표시하는 용법으로 자주 사용하다보니 

‘甚’ 과는 달리 쉽게 긍정식으로 문법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好不’가 문법

화하는 조건에는 ‘好+不+X’라는 형식뿐만 아니라 ‘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성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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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金甁梅詞話》中 ‘好不 + X’ 사용 현황

1. X와의 공기 관계

1) 否定式

《金》에서 ‘好不’는 모두 123번 출현한다. 대부분 긍정식으로 사용했고, 부정식으

로 사용한 예는 10번뿐이다. 시대가 조금 앞선 《西遊記》와 비교하면 ‘好不’의 사용

이 5배 이상 많아졌을 뿐 아니라 긍정식이 부정식에 비해 훨씬 많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1>

문헌 ‘好不’ 출현횟수
否定式

肯定式

水滸傳 19
19

0

西遊記 23
16

7

金甁梅詞話 123
10

113

醒世姻緣傳 52
2

50

警世通言 16
1

15

初刻拍案驚奇 27
4

23

《金》에서 부정식에서 사용되는 ‘好不’, 즉 정도부사 ‘好’가 ‘不+X’를 수식하고 있

는 형식에서 사용된 X 성분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① ‘알다’ 류 동사: 知道, 理会, 识

② 道义词: 近人情, 近理, 尊贵

이 성분들은 《水滸傳》에서의 상황과 일치하고 있고 현대중국어에서도 주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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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沈家煊에 의하면 이러한 단어들은 ‘好’의 수식을 받으면 쉽

게 풍자와 조롱의 의미가 살아나는데,11) 화용론의 예의원칙에 따라 ‘폄의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褒义词’를 부정하여 어기를 부드럽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

작했다는 것이다.

17) 好不识人敬重!奴好意递酒與你吃, 到戏弄我起来｡ (金92-1387)(아주 사

람을 존중할 줄 모르는군! 나는 좋은 뜻으로 술을 건넸는데, 도리어 나를 

가지고 놀리다니.)

18) 那来昭喝道: “你这婆子好不近理!我家老爹没了一年有余, 止有两位奶奶

守寡, 并不嫁人｡ (金91-1370)(来昭가 소리 지르며 말하길, ‘이 노파가 

아주 도리를 모르는구먼! 우리 집 주인님은 돌아가신지 1년이 넘었지만 두 

마님이 재혼하지 않고 수절하고 계시다고!)

상술한 X성분 외에 현대중국어에서 부정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好不容

易’이다. 袁宾(1984)에 의하면 다른 부정식이 근대중국어의 부정식으로부터 발전

되어 온 것이라면 ‘好不容易’는 근대중국어에서부터 이어져 온 용법이 아니라 근대

중국어에서 사용한 ‘好容易’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것이라고 했다. 이는 부정의 의

미를 가진 ‘好容易’가 먼저 출현하고 그 후에 ‘好不容易’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12) 실제로 《金》에서 ‘好容易’가 활발히 사용된 것과는 달리, ‘好

不容易’는 《金》을 비롯한 明代 다른 문헌에서 모두 사용예가 보이지 않는다.13)

19) 大姑娘, 你休怪他, 他原知道咱家深浅?他还不知把你當谁人看成, 好容

11) 沈家煊이 분류한 A류의 道義詞에 해당하는 단어는 ‘好’의 수식을 받은 후 풍자와 조롱

의 의미가 살아나는데 비해서 B류에 해당하는 단어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A류에 

해당하는 ‘安分’은 好安分 ≠ 很安分.(好安分 = 不安分) B류에 해당하는 ‘热闹’는 好

热闹 = 很热闹

12) 袁賓 <近代汉语“好不”考> 《中国语文》 1984, 第3期.

13) 청대 《紅樓夢》에서 ‘好不容易’의 예문이 100회에서 1번 발견된다. 그러나 曹雪芹이 

쓴 《홍루몽》은 前80回이고 后40回는 高鹗 혹은 無名氏가 첨가한 내용이라고 알려져 

있으므로 100회에서 추출된 ‘好不容易’는 청대 전반기에 해당하는 예문이라고 볼 수 없

을 것이다. (李十兒在外也打聽不出甚麽事来, 便想到报上的饥荒, 实在也着急｡ 好不
容易聽见贾政出来了, 便迎上来跟着, 等不得回去, 在無人处便问: “老爷进去这半天,

有甚麽要紧的事？”)(紅樓夢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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易！ (金75-1117) (큰아가씨, 그를 나무라지 마세요. 그가 우리 일을 알

았겠나요? 아직 당신을 누구로 봐야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쉽냐고요.)

20) 猫狗都不敢到他根前, ……孩兒们好容易养活大｡ (金39-515) (개든 고양

이든 모두 그 아이 근처에 못 가게 한다고. 아이를 키우는 건 참 어렵네.)

21) 好容易来见你一面, 又被门神把住嗔喝, 不敢进来｡ (金88-1335) (어렵게 

당신을 보러왔다가, 또 門神이 막고 호통을 쳐서 감히 들어가지 못했습니

다.)

‘好’는 《金》에 이르러 《西遊記》에 비해 거의 3배에 가까이 출현했는데(208번),

그 중 16개 문장이 부정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16개 중 13개가 형용사 ‘容易’를 

사용하였다. 상술한 예11)과 12)에서 보듯이 ‘好’의 수식을 받아 부정의 의미로 사

용된 단어는 문맥에 따라 정해졌으나 ‘容易’는 ‘好’의 수식을 받고 모두 부정의 의미

로만 사용되었다. 《金》 이전의 문헌에서 형용사 ‘容易’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元代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新校元刊杂剧三十种》에서 정도

부사 ‘忒’와 결합한 예가 보이고 그 외는 보이지 않는다.14) 《金》에서 부사 ‘好’와 

결합한 ‘好容易’가 13번이나 출현하는 것은 정도부사 ‘好’가 화자의 감정을 나타내

는데 쉽기 때문이며, 《金》에서 ‘好’의 사용이 활발해진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金》에서 보이는 ‘好容易’의 13 例는 현대중국어의 모습과 

다소 다르다는 것이다.

吴娴(2009)에 의하면 현대중국어에서 ‘好容易’와 ‘好不容易’는 다음과 같은 조건

에서 동의어가 된다고 하였다.15)

① ‘好容易’와 ‘好不容易’는 모두 부사어로 사용하였을 경우 대부분 부사 ‘才’와 

함께 사용하여 부정의 의미를 가진다. ‘好容易’가 술어로 쓰인 경우 긍정의 의미로

서 부정의 의미인 ‘好不容易’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부사어로 사용했을 경우 반드시 동사의 결과를 표시하는 성분이 같이 동반

해야한다. 예를 들어 ‘动+了’ 혹은 ‘動 + 结果补语’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16)

14) 【耍孩兒】 我便做花街柳陌风尘妓, 也無那则忺过[一九]三朝五日｡ 你那浪心肠看得我
忒容易, 欺负我是半良不贱身躯｡ 诈妮子调风月(《新校元刊杂剧三十种》 第2折)

15) 吴娴<“好容易”與“好不容易”> 《说文解字》 2009年 第1期

16) 예) 找了半天, 好容易才找到了他｡ (=好不容易)

这篇文章好容易, 我一会兒就翻译好了｡ (≠好不容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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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대중국어에서 ‘好容易’는 문장에서 부사어 위치에서 사용되어야 부정의 뜻

이 된다. 그러나 《金》에서의 13例 중 부사어로 사용된 문장은 9개, 나머지 4개는 

술어로 사용되었는데, 술어로 사용된 예도 예19)처럼 모두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金》보다 시대가 조금 늦은 《醒世姻緣傳》에서도 ‘好容易’가 4번 출현하는데 

3번은 부사어로, 1번은 술어로서 사용되었지만 역시 모두 부정의 의미로 사용되었

다. 그밖에 《警世通言》, 《初刻拍案驚奇》에서는 ‘好容易’가 나타나지 않다가 청대 

《紅樓夢》에서 53개나 출현하며, 특히 그 중 2번은 부사 ‘才’와 함께 사용되었다.

沈家煊은 부정의 의미를 가진 ‘好容易’가 먼저 탄생한 후 사람들이 그 부정의 의

미를 더 명확히 표현하고자 부정사를 첨가하여 ‘好不容易’를 사용하게 된 것이며,

‘가까스로, 아주 어렵게’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好容易’는 반어법을 사용한 문법화

의 결과라고 밝혔다.

‘好容易’는 먼저 句의 형태인 ‘好 + 容易’가 부사어 혹은 술어의 위치에서 ‘반어

법’(‘그게 쉽겠어? 어렵지’), 즉 긍정 형식으로 부정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다가 

문법화 되었다. 그러나 부사어에 사용된 ‘好容易’는 뒤에 이어지는 ‘才’ 혹은 결과 

보어 등과 함께하는 句法 환경에서 재인식을 통해 문법화가 촉진되었지만, 술어에

서 사용된 부정 의미 ‘好容易’는 임시적인 화용 용법으로만 사용되고 현대중국어로 

이어지지 않았다. ‘好容易’의 문법화 과정을 도식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好 + 容易 문법화   好容易 好不容易

반어법     부사어 위치에서 재인식                     부정 의미 강조

袁賓은 근대중국어 문헌에서 부정의 의미를 가진 ‘好容易’는 淸代에야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모두 현대중국어의 용법과 동일하게 부사어의 위치에 사용되었고 수식

을 받는 동사 역시 완성태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의 결론은 명대 

북방 방언을 기초로 한 《金》과 《醒世姻緣傳》 등을 참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부정 

의미의 ‘好容易’는 《金》에서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그 이후 《金》과 같은 북

방 官話로 이루어진 문헌에서 소수이지만 그 용례가 발견되었고 청대에 이르러 그 

사용이 급증했다. 그러나 남방 방언을 기초로 한 문헌에서는 그 사용이 적어 아마

도 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된 단어일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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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肯定式

현대중국어에서 긍정식 ‘好不’가 수식하는 단어들은 대부분 가치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사실은 어떠하다’라는 의미의 객관적 묘사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다. 《金》에

서 긍정식 ‘好不’와 함께 공기하는 단어들은 그 출현 횟수만큼이나 매우 다양하다.

그들을 상술한 沈家煊의 분류 중 B류에 근거하여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폄의어(贬义词): 辛苦(출현 횟수: 2), 利害(2), 翻乱, 反乱, 异难, 乱, 严

紧, 丑(2), 费事(5), 费手, 费难, 作难, 氣生氣死, 赌身罚咒, 嚷乱, 抱怨, 哭(7),

骂(12), 恼(3), 说(5), 咂我, 嚷闹, 大嚷, 乱成, 怪我(2), 辨, 腰酸, 心焦, 大胆,

兜胆

22) 李瓶兒背地好不说姐姐哩！说姐姐会那等虔婆势, 乔作衙｡ (金51-666)

(李瓶兒가 뒤에서 언니에 대해 욕을 심하게 했답니다. 언니가 아주 못됐다

느니, 잘난 체 한다느니 하고요.)

② 마음의 유쾌함을 뜻함: 快活(3), 欢喜, 喜欢(10), 喜狎, 喜

③ 번화함, 번성함을 뜻하는 것: 热闹, 和氣, 兴

④ 지식과 신체상의 우수함을 나타냄: 伶俐, 乔样

⑤ 객관적 사실을 묘사: 大(3), 齐整, 空, 寒冷, 忙, 生分, 单径, 直缕, 多, 出

跳

⑥ 동사 ‘有無’: 無人, 有钱, 有道行(2)

이밖에 ‘等, 寻, 分付, 睁眼, 聽, 生发’ 등을 수식하고 있으며, 상술한 ②, ③, ④
를 제외하고 ‘好不’가 수식하는 성분은 대부분 소극적인 감정과 좋지 않은 상황을

17) 《金》의 저작 기초는 官話 계통이며, 상술한 문헌 모두 전국적으로 통용되던 ‘官話’를 

중심으로 쓰였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은 각각 작자 혹은 편집자가 사용하는 

방언의 영향을 받아 작품 안에 어느 정도 일정한 방언 색채를 띠고 있다. 각각의 문헌

에서 어떤 방언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학자들의 이견이 존재하지만,

지역의 차이에 대해서 명대 官話는 편의상 크게 남방과 북방 두 계통으로 나눌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金》이 산동 방언을 사용했다는 점을 근거로 《水滸傳》, 《醒世姻缘

传》과 함께 북방 관화를 기초로, 《西遊記》, 《警世通言》, 《初刻拍案惊奇》는 남방 관화

를 기초로 쓰인 것으로 서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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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고 있는 편이다. 또한 ②, ③, ④는 沈家煊의 분류 중 B-2에 해당하며, 현대

중국어에서는 문맥에 따라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달라지지만 《金》에서는 모두 긍정

식으로 사용되었다.

2. 조합 관계

긍정식 ‘好不’는 사용 초기 형용사 혹은 심리동사를 수식하는 등 비교적 단순한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西遊記》에서 ‘好不’가 수식하는 것은 ‘厉害, 溜

撒, 凶恶, 凶丑, 疼, 滑, 重’ 등 단순 형용사들이다. 그러나 《金》에서는 ‘好不’의 출

현 횟수도 급증했을 뿐 아니라 조합 능력 또한 현대중국어의 특징과는 달리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1) 형용사 수식:

① 대부분 이음절 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다. 단음절 형용사는 모두 5번 수식하고 

있으며 그 중 3번은 음절수를 맞추기 위하여 어기조사 ‘了’와 ‘哩’를 함께 사용했다.

이음절 형용사 중 2번은 어기조사와 함께 사용한 예문도 보인다.

23) 这两日好不忙哩, 偏有许多头绪儿｡ (金95-1430)(하필 일이 많아서 요 며

칠 아주 바빴답니다. )

② 好不 +形容詞 + (的)名詞/動詞: 현대중국어에서는 비교 의미가 있는 ‘最,

比較’ 등의 부사만이 이 형식에 사용되는데, 《金》에서는 ‘好不’ 역시 이 형식에 사

용되었다. 실제로 ‘好不’가 수식하는 것은 바로 뒤에 위치한 형용사라고 볼 수 있으

며 이러한 현상은 근대중국어의 독특한 용법 중 하나이다.

24) 他在东大街上, 使了一千二百银子, 买了所好不大的房子, 與咱家房子差

不多兒, ……｡ (金33-423) (그는 동쪽 큰길가에 은 천이백 냥으로 아주 

큰 집을 샀는데, 우리 집과 비슷합니다.)

25) 他对我说, 他几时说他来, 走来指着脸子就骂他起身, 骂的他来在我这里,

好不丑的三行鼻涕､ 两行眼泪的哭｡ (金79-1219)(그가 나에게 말하길 자

기가 언제 간다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와서 가라면서 혼을 내었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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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서 그가 나한테 와서 콧물 눈물 흘리며 한바탕 울었죠.)

2) 동사와 동사구를 수식: 현대중국어에서 ‘好不’를 포함한 정도 부사는 정도와 

양을 나타내는 성질형용사를 주로 수식한다. 张谊生(2000)은 일부 정도부사 ‘很,

最, 更, 更加, 颇, 比较, 有点兒, 稍微, 略微’ 등은 동사구를 수식할 수 있으며,

그들이 수식할 수 있는 동사구는 모두 8종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18)그러나 

《金》에서 ‘好不’는 张谊生이 제시한 동사구에 포함되지 않는 종류까지 수식하고 있

는 例들이 많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好不’의 의미가 정도부사로서 ‘정도의 깊음’을 

표시하는 것에서 좀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①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수식:

26) 奶奶嫌汤淡, 好不骂哩｡ (金94-1419)(주인마님이 국이 싱겁다고 아주 심

하게 꾸짖으셨어요.)

② 술목 구조 수식:

27) 月娘向王姑子道: “我正月里好不等着你, 就不来了！”V(金50-665)(月娘

이 비구니 왕스님에게 말하길, ‘정월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안 오셨

죠!)

③ 好不 + 전치사구 + 동사: 현대중국어의 어감으로 보면 ‘好不’의 위치는 전

치사구의 뒤로 이동해야할 듯하지만 《金》에서 ‘好不’는 모두 ‘전치사구 + 동사’ 앞

18) 정도부사 수식을 받을 수 있는 8종의 동사는 다음과 같다.

(1) 능원동사 + VP: 很愿意听老师的话

(2) 有 + NP: 很有礼貌 / 非常有钱

(3) 感觉类 VP: 很可怜 / 非常感兴趣

(4) 抽象类 VP: 很开眼界 / 很讲道理 / 很守纪律

(5) 兼语类 VP: 很令人不快 / 有点使人感到讨厌

(6) 述补短语: 很不值得 / 很靠不住

(7) 很 + 数量 VP/VC: 很买了几本书 (多量을 표시)

(8) 略/稍微 + VP: 稍微一看 (少量을 표시)

张谊生 《现代汉语虚词》(上海, 华东师范大学出版社, 2000), 27-3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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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식하고 있다.

28) 他那日要不去来, 倒是俺每撺掇了他去了, 落后骂了来, 好不在这里哭｡ 
(金79-1219)(그날 그는 안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가라고 부추겼거든. 나

중에 욕을 하면서 여기에서 얼마나 울던지.)

29) 他肯下氣见他！为请他, 好不和我乱成一块｡ (金97-1459)(그가 고분고분 

그를 보려고 하겠어. 그를 오게 하려고 나와 한바탕 아주 시끄러웠지.)

3) 술보 구조 수식:

30) 没的扯淡｡ 这两日好不巡夜的甚紧, 怕怎的！(金14-177)(허튼 소리 하지 

말게. 요 며칠 야간 순찰이 아주 강화되었던데 뭐가 겁나나.)

31) 玉箫进房说: “天氣好不阴的重｡”(金67-937)(玉箫가 방으로 들어와 ‘날씨

가 아주 흐려요.’라고 말했다.)

32) 他虽是干这营生, 好不干的最密｡ (金69-982)(그는 비록 이렇게 생계를 

꾸려가고는 있지만, 아주 치밀하게 잘 한답니다.)

현대중국어의 어감으로 보면 위 예문들 중 ‘好不’의 위치는 형용사 보어의 앞으로 

이동하여야 할 것 같다. 杨荣祥에 의하면 근대중국어 시기 ‘好不’ 등 다른 정도부사

들이 술보구조 전체를 수식하는 것은 송대 《朱子語類》를 비롯하여, 《西遊記》, 《水

滸傳》, 《老乞大》 등 거의 모든 문헌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또한 그 당시 ‘정도부

사 + 동사 + 보어’의 형태와 ‘동사 + 정도부사 + 보어’의 형식은 모두 평행적으

로 존재하며, 정도부사가 모두 술보구조 전체를 수식하고 직접적으로 형용사를 수

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朱子語類》와 《西遊記》 등은 남방 방언을 중심으로 이

루어진 문헌이고, 《水滸傳》 《老乞大》 등은 북방 방언을 중심으로 쓰인 문헌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은 어느 특정 시기 특정 지방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근대중

국어 시기 정도부사의 보편적인 현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33) 此位胡正卿极写得好｡ (水滸傳26-352)(이 호정경이 아주 글씨를 잘 씁니

다.)

34) 这里有五虎先生, 最筭的好, 咱们那里筭去来｡ (老乞大138)(여기 오호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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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 제일 셈을 잘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셈하겠어요.)

35) 这两亲家后来相处, 说甚么同胞兄弟, 好不一心相契得紧｡ (醒世23)(이 

두 집은 후에 무슨 동포형제니 할 정도로 아주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명대 중기 이후 점차 현대중국어의 ‘동사 + 정도부사 + 보어’ 구

조의 비율이 많아지고는 있지만 명대 후기 소수 그 흔적이 남아있다(예35). 또한 

《金》에서 술보구조와 ‘好不’가 같이 사용된 경우 예30),31),32)에서처럼 술보구조 

중 보어 부분에 형용사를 수식하는 다른 정도부사가 존재하는 사실에는 다른 해석

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명사 수식: 현대중국어에서도 일부 명사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更理性, 比较绅士, 非常中国 등). 张亚军은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는 전형

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으며 의미를 기초로 한 화용적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일정한 언어 환경에서 일부 명사와 명사구가 일정한 정도의 양(量度)을 

표시하거나 임시로 양을 나타내거나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양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는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19) 《金》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예는 모두 2번이며, 수식을 받는 명사 ‘四海’와 ‘冠冕氣象’은 모두 상술한 특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36) 你老人家不知, 如今知府､ 知县相公来往, 好不四海, 结识人寬廣！(金7-

79)(어르신 모르시는군요. 요즘 지부와 지현 상공들과 왕래하면서 성격도 

아주 호방하여 교제하는 사람도 넓답니다.)

37) 西门庆走出来拈香拜佛, 安童背后扯了衣服, 好不冠冕氣象｡ (金53-719)

(서문경이 걸어 나와 향을 피우고 불상에 절을 올리자, 안동이 뒤에서 옷

을 받아들자, 정말이지 관원의 기세등등한 모습이었다.)

5) 주술 구조 수식

38) 昨日大娘来家, 哥兒不好, 叫医婆､ 太医看下药, 整乱一夜, 好不心焦, 今

19) 张亚军, 46-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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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才好些, ……(金90-1361)(어제 마님이 집에 오시자 도련님이 몸이 좋지 

않았거든요. 의사들을 불러 약을 처방하느라 밤새 혼란스러웠죠. 아주 노

심초사했었는데, 오늘에야 좋아졌습니다.)

39) “奶奶, 他那里得工夫在家!多在外, 少在里, 如今四外好不盗贼生发, 朝廷

敕书上又教他兼管许多事情, ……｡”(金96-1441)(마님, 그가 집에 있을 시

간이나 있나요! 대부분 밖에 있고 집에 있는 시간은 적지요. 요즘 사방에

서 도적들이 아주 많이 생겨나서 조정에서 조서를 내려 그에게 많은 일을 

겸하게 했거든요.)

40) 薛嫂道: “奶奶, 你还不知道, 如今周爷, 朝廷新與他的敕书, 好不管的事

情宽廣｡ (金95-1431)(마님, 아직 모르세요? 요즘 주나으리는 조정에서 

새로 조서를 내려 관리해야할 일들이 아주 많답니다.)

조합 관계에 따른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수식 성분 《金》 출현 횟수(肯定式) 비율(%)

形容詞
단순형용사 27 24

好不 +形容詞 +名詞/動詞 13 12

동사
단순 동사 27 24

술목구조 30 26

好不 + 전치사구 + 동사 7 5.5

술보구조 3 3

명사 2 1.5

주술구조 4 4

계 113 100

<표2>

상술한 조합관계를 보면 《金》에서 ‘好不’의 용법은 이음절 형용사 혹은 감정을 나

타내는 동사를 수식하는 등 대체로 현대중국어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일반 동사와 

술보구조, 주술 구조, 명사 등을 수식하는 것은 이 시기에 보이는 독특한 용법이라 

할 수 있다.

‘好不’는 확실히 강도 높은 정도부사 용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 동사를 수

식할 때, 동시에 어떤 語氣(mood)를 포함하기도 하며 중간에 어떤 형용사가 생략

된 듯하다. 예를 들어 현대중국어의 어감으로 보아 ‘好不’가 동사구를 수식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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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부터 예29)까지는 ‘狠’ 혹은 ‘厉害’ 같은 형용사가 첨가되어야 더 부드러워지며 

(骂得好不狠 / 哭得好不厉害) 예39)에는 빈도를 나타내는 ‘多’ 같은 형용사가 더

해져야 할 듯하다. 즉 현대중국어에서 상용하는 정도부사로서 ‘아주, 매우, 참’ 등을 

의미하는 ‘好不’로는 《金》에서 나타나는 ‘好不’의 다양한 기능을 모두 다 포괄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好不’를 정도부사로만 귀납시킬 수 없는 근거이다.

(1) 예30,31,32)처럼 다른 정도부사와의 동시 출현이 가능하다. 20)

(2) 정도부사는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상태형용사, 형용사의 중첩 형식 및 정도

부사와 형용사가 같이 결합한 구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없는 특성이 있다.21) 그러

나 소수이지만 《金》에서 ‘好不’가 상태형용사를 수식하고 있는 예가 있다.

41) 好不笔管兒般直缕的身子兒｡ (金37-481)(붓대처럼 아주 꼿꼿한 몸이로

군.)

(3) 일반적으로 정도부사의 위치가 주어 뒤, 술어 앞인 경우에 비해, 《金》에 나

오는 ‘好不’의 위치는 매우 유동적이다.

(4) ‘好不’는 《近代漢語詞典》 등 일부 사전에서 ‘얼마나, 어찌나’(何等, 多么)의 

의미로 해석되어 있다.

또한 《金》과 《西遊記》에서 ‘無禮’를 수식하는 부사는 ‘好生, 十分, 老大, 好’ 등의

다양한 정도부사 외에도 ‘着然, 着实’등의 서법부사도 사용하고 있는데, ‘好不’과 거

의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42) 这秃厮好無禮！这些人站着, 只打两个问讯兒, 就不與我打一个兒?(金88-

1340)(이 대머리 중이 아주 무례하네! 이 사람들이 서있는데, 단지 두 번

이나 안부를 물었는데 나에게는 한 번도 안하네?)

43) 这泼猴着实無禮!再不伏善, 反打破我门!(西21-260)(이 원숭이놈은 정말 

무례하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문을 때려 부수다니!)

20) 맹주억⋅정인정은 현대중국어에서 ‘可’가 다른 정도부사와의 동시 출현이 가능하다는 

점을 예로 들어(这可太好了!), ‘可’를 정도부사 용법 외에 강조의 역할을 담당하는 서

법부사로 하위부류를 재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법부사 ‘可’의 기능 분화 연

구> 《중국어교육과 연구》 2009년 제10호 참조.

21) 张亚军, 13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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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42)과 43)를 보면 ‘정말이지 무례하군’이라는 뜻으로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나

타내는 의미 기능, 조합관계, 어기(語氣) 등 별 차이점은 없는데도 ‘好’는 정도부사,

‘着实’는 서법부사로 나누어 구분하는 것은 전통적인 품사 구분에 기대어 기계적으

로 나눈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당시 ‘好不’는 사용 중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 혹은 의도

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체 문장에 영향을 주는 서법부사(語氣부사)(mood)의 

기능이 혼합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서법 부사 역시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

강조 등을 나타내며 문장에서 위치가 매우 유동적이며 다른 정도부사와 같이 사용

할 수 있다. 이러한 ‘好不’의 용법은 ‘十分’, ‘老大’ 등 그 당시 다른 정도부사와 비

교했을 때 독립적인 현상은 아니다.22) ‘好不’ 뿐 아니라 근대중국어 일부 정도부사

는 발전 과정 중 정도부사 용법을 사용하는 동시에 강조 등 주관적인 감정을 나타

내는 서법 부사로의 혼용으로 여러 가지 현대중국어의 출현 양상과 다르게 나타나

고 있다고 하겠다.

<표1>을 보면 북방방언을 기초로 만들어진 《醒世姻緣傳》에서 ‘好不’는 52번 출

현하여 《金》보다 거의 절반으로 사용이 감소했지만, 《初刻拍案驚奇》나 《警世通言》

등 남방방언을 기초로 한 문헌과 비교할 때 여전히 그 출현 횟수가 높았다. 또한

《金》에서 보이는 다양한 수식 성분은 《醒世姻緣傳》에서 주술 구조와 술보구조를 

수식하는 예가 소수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이음절 형용사를 수식하는 용

법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金》에 나타난 ‘好不’의 기능이 당

시 북방 방언을 중심으로 진행된 ‘好’의 흥행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즉 

‘好不’는 ‘好’의 발전에 따라 단기간 급속도로 발전한 것이며, 그 다양한 기능은 ‘好

不’의 발전 과정 중에 보이는 현상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22) 杨荣祥은 이러한 정도부사의 조합 능력을 근거로 현대중국어에서는 ‘很’의 수식을 받는

지의 여부에 따라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만 근대중국어에서는 이러한 

사실은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杨荣祥 <<朱子语类>中程度副词组合功能试

析>, 《语苑擷英》(北京, 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1998) 310-31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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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오는 말

‘好不’는 입말에서 감정 색체가 매우 강한 단어로 특수한 화용 가치를 지닌 부사

이다. 본고에서는 선현들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金》에 나타나는 ‘好不’를 중심으로 

그 의미와 출현양상 등을 분석하였다. 근대중국어 시기 ‘好不’는 그 의미에 따라 ‘긍

정식’과 ‘부정식’으로 나눌 수 있다. 긍정식 ‘好不’는 明代 中期 탄생하여 明代 後期

《金》에 이르러 출현 빈도수가 갑자기 증가하고 그 출현 양상 또한 매우 다양하여 

현대중국어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었다. 《金》에서 부정식에 주로 

사용된 단어는 ‘知道, 理会, 识’ 등 ‘알다’류 동사와 ‘近人情, 近理, 尊贵’ 등 道义词

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단어들은 화용론의 예의원칙에 따라 ‘褒义词’를 부정하여 

어기를 부드럽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현대중국어에서 주로 사용하

는 부정식 ‘好不容易’는 《金》을 비롯한 다른 明代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대

신 ‘好容易’가 부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好容易’는 《金》에서 처음 사용한 예를 발

견할 수 있으며, 이후 청대에 이르러 그 사용이 급증했다. 그러나 남방 방언을 기

초로 한 문헌에서는 그 사용이 적어, 아마도 북방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된 단어일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金》에서 肯定式 ‘好不’는 대부분 가치 판단을 포함하지 않는 ‘사실은 어떠하다’

라는 의미의 객관적 묘사를 나타내는 단어들과 결합했으며 조합 능력 또한 매우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형용사뿐만 아니라 일반 동사, 술목구조, 술보 구조, 명

사, 주술 구조와 ‘好不 +形容詞 + (的)名詞/動詞’, ‘好不 + 전치사구 + 동사’로 

이루어진 구문 등을 수식할 수 있었다. 《金》에서 나타나는 ‘好不’의 이러한 다양한 

기능은 일반적인 정도부사 용법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金》

에서의 ‘好不’는 객관적 사건에 화자의 주관적인 평가, 강조 등을 이입시키는 기능

이 강조되어 있고, 또한 위치가 매우 유동적이며 일반 동사와 상태형용사를 수식하

고, 다른 정도부사와 동시에 출현하기도 하는 등을 참고로 하면 당시 ‘好不’는 기본

적인 정도부사 기능 외에 강조 등을 담당하는 서법부사의 용법으로도 나누어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好不’의 용법은 ‘十分’, ‘老大’ 등 그 당시 다른 정도부사와 비교했을 때 

독립적인 현상은 아니다. 즉 당시 일부 정도부사는 발전 과정 중 程度의 깊음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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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동시에 감탄, 강조 등 화자의 주관적 감정이 매우 강하여 전체 문장에 영향

을 주는 서법부사의 기능이 혼합되어 현대중국어의 출현 양상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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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好不+X”是口语色彩较浓的格式｡ 明代中期新产生, 明代后期《金瓶梅词

话》中大量出现｡ 《金瓶梅词话》中的“好不+X”有否定式和肯定式两种类型｡ 《金

瓶梅词话》中肯定式“好不”出现113次, 否定式出现10次｡ 跟否定式一起使用的
大部分“知道”类动词或者“道义词”｡ 跟肯定式一起共现的大部分跟描写事实的词｡ 
《金瓶梅词话》中没有使用否定式“好不容易”, 但反语用法的“好容易”已经大量使

用起来｡ 《金瓶梅词话》中“好不”其用法也很複雜｡ 即除了修饰形容词和心理动词
以外, 还修饰一般动作动词, 述宾结构､ 述补结构､ 名词､ 状中结构､ 主谓结
构等｡ 《金瓶梅词话》中的“好不”确实有表强度的程度副词用法, 不过在修饰一般

动词的时候, 大部分同时具有表肯定语氣的语氣副词用法, 可以解释为“真是､ 
确实”义｡ 但这种“好不”用法跟同时期程度副词“十分”､ “老大”等相比, 不是独立

的现象, 而可以认为是當时新兴程度副词发展过程中的一些现象｡ 近代汉语程
度副词具有跟现代汉语不同的组合能力也可能跟其发展过程有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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