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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Ⅰ. 서론

현대중국어 학습자들에게 보어는 매우 중요하고도 난해하게 여겨지는 주요 학습

사항이다.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각 종류별로 각기 다른 사용규칙을 갖고 있

기 때문이다. 보어별로 다른 규칙을 보이는 사항 가운데 하나가 목적어가 보어와 

함께 요구되는 문장일 것이다. 결과보어, 방향보어, 가능보어 등은 술보구조 뒤에 

목적어가 이어지는 VCO(V=동사, C=보어, O=목적어) 구조를 나타내는 데 비해 

정도보어1), 수량보어, 또 일부 결과보어 구조는 보어 뒤에 목적어를 이어 쓰지 못 

하고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동사카피구조2)이다.

* 단국대학교 교양기초교육원 교육조교수

1) 이 형식의 보어 명칭에 대해서는 연구자별로 완전한 일치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본 논

문에서는 많은 연구와 문법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도보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기술과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2) 중국어로는 동사가 중복된 문장이라는 의미로 重动句라고도 하고 또 动词拷贝结構, 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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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카피구조란 서술어가 결과보어, 정도보어, 수량보어 등과 술보구조를 이루는 

문장에서 동사의 목적어가 필요할 경우 취해지는 문장형식의 하나로서, ‘동사+목적

어(V+O)’와 ‘동사+보어(V+C)’가 연결된 VOVC 구조를 이룬다.3) 이때 목적어 

앞의 동사 V와 보어 앞의 동사 V는 동일한 단어이다.

李纳 외(1997)에 따르면 동사카피구조는 탄생한 지 2, 3백년에 불과한 젊은 형

식이다. 탄생의 배경은 바로 보어의 출현이다. 宋, 元, 明 시기를 거치면서 동보구

조는 한층 성숙한 단계로 접어들었다. 성숙의 지표는 바로 동사와 보어의 관계가 

긴밀해진 것이다. 이 둘은 하나의 통사단위를 이루면서 목적어에 의해 분리되지 않

게 된다. VOC 형식은 명대에 쇠퇴해 청대(清代)에 이르면서 완전히 사라진다. 그

러면서 그 기능을 각각 VCO구조, 동사카피구조, 把자문, 화제화(topicalization)’4)

등이 대신한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동사카피구조가 출현하게 된 배경설명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목적어

와 보어의 동사 쟁탈현상('宾补争動'矛盾, 이후 동사쟁탈설로 칭함) 해결이다. 즉,

보어와 동사 술어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동사 다음 자리를 보어에게 내준 목적어

가 강력히 동사를 요구하게 되었고 또 하나의 동사를 추가하여 목적어와 결합시키

는 통사구조가 출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VCO 구조를 취하는 문장도 엄연히 존

재하고, 목적어가 출현하는 모든 결과보어, 정도보어, 수량보어 문장이 일률적으로 

동사카피구조의 형식만 취하는 것도 아니란 점을 감안하면 동사쟁탈설에 모든 설명

을 맡길 수 없을 것이다.

李纳 외(1997)가 설명했듯이 전치사 把가 문장의 목적어를 이끄는 경우도 있고 

화제화 즉, 앞의 동사는 출현하지 않은 채 목적어가 주어 앞, 혹은 주어 뒤에 단독

으로 출현하는 경우도 있는 등 서술어, 보어, 목적어를 하나의 문장에 출현시키는 

형식이 몇 가지 공존하고 있다.

动句, 动词重出, 復制动词句, 动词照抄现象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李纳⋅石毓智(1997)의 ‘动词拷贝结構’를 한글 ‘동사카피구조’라고 바꾸어 사용한다.

3) 동사카피구조를 개괄하는 형식으로서 정도보어 형식인 VOV得C 구조도 포함한다.

4) 동사카피구조 형식인 VOVC의 형식에서 목적어의 앞에 위치한 V를 말하지 않는 형식

으로서 앞자리에 위치한 목적어가 문장의 화제가 된다고 하여 화제화 문장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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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他写字 + 他写得工工整整

→ 他写字写得工工整整｡5)(그는 글자를 반듯반듯하게 쓴다.)

→ 他把字写得工工整整｡ 
→ 他字写得工工整整｡ 
→ 字他写得工工整整｡ 

동사카피구조가 목적어와 보어를 동시에 문장에 출현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

라면 어떤 경우에 동사카피구조 형식을 취하고 기타 형식들과의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존재하며 동사카피구조는 어떠한 문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인가? 형태가 의

미에 동기부여한다는 인지언어학의 도상성이론에 근거해 볼 때, 각기 다른 형식은 

필연적으로 다른 의미를 나타낼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보어는 하나의 문장성분으로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데 비해, 정작 보어가 문장 내

에서 실제 활용되는 형식의 하나인 동사카피구조는 교육과정에서나 문법연구의 대

상으로서도 크게 주목받지는 못 하는 것 같다. 사실 동사카피구조는 실제 언어 환

경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매우 낮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보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유형별로 목적어의 출현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동사카피구조와 

유사 문형들이 학습자들에게 어렵게 받아들여지는 현실 또한 무시될 수 없다. 모든 

경우에 일괄적으로 동사카피구조를 쓸 수 있거나 또는 일률적으로 다른 형식으로의 

대체가 가능한 것도 아닌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어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동사카피구조 연구는 보어가 문장 내 어떠한 성분과 의미적으로 연결될 

때6) 把자문, 화제화 문장과 어떠한 변환관계를 이루는지를 다루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연구에 사용된 예문들이 실제 언어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살아 있는 문장

들이 아니라 중국어 문법 체계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논문을 위해 만들어낸 

것들이기 때문에 비문은 아닐지라도 실제 사용되는 동사카피구조 양상을 제대로 반

영하지는 못 했다는 것이 본고의 판단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여러 문학작품에 사용된 동사카피구조, 把자문, 화제화 문장 등

5) 출처를 명기하지 않은 예문은 참고문헌의 예문을 인용한 것이다.

6) 본고에서 사용하는 ‘보어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과 의미적으로 연결된다’는 표현을 

중국어에서는 ‘语义指向’이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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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예문을 통해 각 형식이 나타내는 의미상의 차이를 확인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동

사카피구조의 사용조건을 귀납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Ⅱ. 연구 범위

동사카피구조는 이름에서 보듯 같은 동사가 두 번 출현한다는 단순한 특징을 갖

지만 두 번째 동사의 뒤로 이어지는 보어의 구조에 따라 세분할 수가 있다. 赵新

(2000)은 두 번째 동사 뒤의 구조에 따라 총 6가지로 유형 분류하고 있다.

V+O+V+得+C, V+O+V+到+N(N=명사구), V+O+V+了/过+T(T=수량

구), V+O+V+C+了, V+O+V+C+了+N, V+O+V+了+个+C 등이 그것이

다. 李纳⋅石毓智(1997)는 또 보어의 형식에 따라 시간사 보어, 단순형용사 혹은 

자동사 보어, ‘得’자 구조 보어, 동보구조 뒤에 또 하나의 목적어 존재 등의 네 가

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외에도 王红旗(2001)가 주어가 행위의 주체인 경우와 그렇

지 않은 경우, 주어가 행위의 주체인 경우를 다시 문미에 목적어가 없는 형식과 있

는 형식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분류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은 모두 결과보어, 정도보어, 수량보어의 형식을 구체화하고 있을 뿐이다. 즉, 기존 

연구에서 다루는 동사카피구조는 결과보어, 정도보어, 수량보어의 거의 모든 형식

을 포괄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실제 문학작품에 사용된 예문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분석을 진행하기로 하여 우선 작업의 편의상 구조조사 

‘得’와 ‘年’, ‘个月’, ‘天’, ‘小时’ 등의 단어가 사용된 정도보어문장과 시량보어문장을 

추출하여 분석하고 기타 형식에 대해서는 본고의 결론을 바탕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하였다.

邓友梅의 《邓友梅选集》 외 18편의 소설, 刘心武의 《心灵探索的三齿耙》 외 42

편의 산문, 王蒙의 《坚硬的稀粥》 외 6편의 소설 및 산문, 王朔의 《看上去很美》,

《王朔自选集序》, 余秋雨의 《抱愧山西》 외 16편의 산문, 余华의 《十八岁出门远

行》 외 14편의 소설, 张贤亮의 《邢老汉和狗的故事》 외 4편의 소설과 산문, 张炜
의《美妙雨夜》 외 16편의 소설과 산문, 钱钟书의 《围城》 외 5편의 소설과 산문, 池

莉의 《让梦穿越你的心》 외 5편의 소설 등 총 2,000,000字 이상을 대상으로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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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는데 위의 참고자료에서 추출된 

‘小时’ 사용예문 4개, ‘天’ 사용예문 4개, ‘年’ 예문 13개, ‘个月’ 예문 2개 등 시량

보어 예문 23개 가운데 ‘小时’가 사용된 예문 1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동사카피구조

가 아니라 ‘동사 술어+수량구 수식어+명사 목적어’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7)

(1) 那天傍晚曾在甚麽地方和他聊天聊了一小时｡ (余华, 《河边的错误》)

(그날 저녁 무렵 어디에선가 그와 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2) 这天, 我在渠口上抬了十小时石头, 累得筋疲力尽｡ (张贤亮, 《绿化树》)

(이 날, 나는 수로가에서 열 시간 동안 돌을 날랐고 지쳐 기진맥진했다.)

(3) 照例学一个小时英语, 之后背上牛仔背包跑步出校园, 坐轮渡过长江, 从

江汉路步行进入闹市区｡ (池莉, 《你以为你是谁》)

(늘 그렇듯 한 시간 동안 영어공부를 한 후 데님배낭을 메고 캠퍼스를 달

려 나가 페리를 타고 창강을 건너 쟝한로를 통해 시내로 걸어 들어갔다.)

(4) 我兒子终於提了一个建议, 提议以前挤了半天眼睛, 好像眼睛裡爬进了

毛毛虫｡ (王蒙, 《坚硬的稀粥》)

(내 아들이 마침내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제안하기 전에 한참동안 눈

을 비볐는데 눈 속에 모충이 기어들어간 듯했다.)

(5) 他當了八年副处长了｡ (刘心武, 《白牙》)

(그는 8년간 부처장을 맡았다.)

(6) 这種情景在山西没有出现, 小孩子读幾年书就去学生意了, 大家都觉得理

所當然｡ (余秋雨, 《抱愧山西》)

(이러한 광경은 산시에서는 없었다. 어린 아이가 몇 년 공부를 한 후 바

로 장사를 배우러 가는 것을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겼다.)

7) 정도보어문의 동사카피구조도 화제화와 把자문 형식의 10%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범위 내에서 목적어가 요구되는 정도보어문 가운데 화제화와 把자문 

형식이 140여 개가 사용된 데 비해 동사카피문은 13개 정도 출현하는 데 그쳤다. 목적

어가 요구되는 정도보어문의 일반형식으로 동사카피구조를 교육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생각해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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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我在劳改农场跟中国第一流的供暖工程师幹了一个月活, 专给幹部砌炉

子｡ (张贤亮, 《绿化树》)

(나는 노동개조농장에서 중국 최고의 난방 기술자와 한 달간 일하면서 간

부의 아궁이를 전담했다.)

(1)은 추출된 시량보어 예문 가운데 유일한 동사카피구조이고 (2)~(7)은 ‘동사 

술어+수량구 수식어+명사 목적어’ 형식의 시량보어 문장이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실제 언어 환경에서의 시량보어문은 이합동사처럼 두 성분의 관계가 하나의 

단위인 듯 밀접한 일부 동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사카피구조 형식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는 본고의 방향과는 또 다른 측면의 연

구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 추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추출된 예문의 분포를 근거로 하여 본고에서는 동사카피구조 형식이 존재하는 몇 

가지 보어 문형 가운데 우선 정도보어문의 용례 분석으로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정도보어가 사용된 문장에서 목적어와 보어를 하나의 문장에 출현시키는 화제문,

把자문, 동사카피구조가 각각 나타내는 의미를 비교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동사카피

구조의 사용 규칙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도출된 결론이 기타 보어의 동사

카피구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은 추후의 연구에서 시도할 

것이다.

Ⅲ. 문장형식과 정도보어의 진술 대상

李纳 외(1997)와 李纯(2009)은 동사카피구조, 把자문, 화제화 간의 변환 관계

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어가 목적어와는 의미적 연결이 없고 주어와만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동사카피구조를 취하며 把자문이나 화제화 문장으로의 변환이 불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8) 他看书看病了｡ (그는 책을 보다 병이 들었다.)

*他把书看病了｡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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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他吃肉吃胖了｡ (그는 고기를 먹어 뚱뚱해졌다.)

*他把肉吃胖了｡ 

(10) 小刘上網上得眼睛越来越不好了｡ (샤오리우는 인터넷을 해서 눈이 점점 

안 좋아졌다.)

*小刘把網上得眼睛越来越不好了｡ 

(11) 小王踢球踢得满头大汗｡ (샤오왕은 공을 차느라 얼굴이 땀범벅이 되었다.)

*小王把球踢得满头大汗｡ 

(8)~(9)의 보어 ‘病’, ‘胖’은 주어 ‘他’의 상태와 관련된 것으로 목적어 ‘书’, ‘肉’

와는 의미적 연결을 찾을 수 없다. (10)~(11)의 ‘眼睛越来越不好了’, ‘满头大汗’

역시 주어 ‘小刘’와 ‘小王’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이 때 把가 목적어를 이끄

는 문형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처럼 동사카피구조가 유일하게 문법적인 문장이 되

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위 연구에서의 핵심은 이러한 동사카피구조와 把자문, 화

제화 문장 간에 변환이 불가능하다는 언어현상을 기술하는 것일 뿐, 왜 동사카피구

조가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각각의 형식에 따라 문장의 의미

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밝혀보자.

1. (S)OV得C - 존재하는 것만 의미 있다

동사카피구조는 많은 경우 화제화9) 문장으로 변환된다.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목

적어가 출현해야 하는 보어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동사카피구조의 앞쪽 

동사는 생략가능하다고 설명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형식이 다르면 반드시 

8) 刘培玉 외(2007)는 동사카피구조 我喝酒喝醉了｡의 변환가능한 把자문의 유형으로 喝

酒把我喝醉了｡의 형식을 따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본 논문에서 다루는 내용과는 차이

가 있어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9) 이론적으로는 문두에 목적어가 출현하는 문장을 화제화 문장이라고 해야겠지만 실제로

는 문두에 접속사가 연결되고 있거나 OVC 구조가 하나의 절이 되는 등 실질적인 의미

의 화제화 문장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명실상부한 화제화 문장은 아니지만 본고에

서 확인하려는 것이 동사 없이 목적어만 사용하는 구조와 동사카피구조의 차이를 확인

하는 것인 만큼 문두에 출현하지는 않았더라도 목적어 앞 동사가 없이 OVC 구조를 이

루면 화제화의 범주에 포함시켜 동사카피구조와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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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도 달라지기 때문에 화제화 문장과 동사카피구조 사이에는 의미적으로 분명

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먼저, 목적어가 동사 앞으로 위치한 화제화 정도보어 문장을 살펴보자.

(12) 他发现这间房间虽然收拾得很整齐, 书籍杂物都放得井井有条, 却不知

怎麽, 给人一種不舒服的感觉(张贤亮, 《浪漫的黑炮》)

(그는 이 방이 가지런히 정돈 돼 있고 책과 물건들이 질서정연하지만 어

찌된 일인지 불편한 느낌을 준다고 느꼈다.)

(13) 他拧开水龙头, 仰头喝水, 因水开得太大, 呛咳了起来｡ (池莉《你是一条

河》)

(그가 수도꼭지를 틀어 고개를 쳐든 채 물을 마시는데 물이 너무 세게 틀

어져 사레들었다.)

(12)~(13)은 목적어가 동사 없이 단독으로 서술어 앞에 출현하고 있는 화제화 

형식이다. 이 문장에서 보어 ‘很整齐’, ‘井井有条’, ‘太大’ 등은 각각 앞에 위치한 목

적어 ‘房间’, ‘书籍杂物’, ‘水’ 등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포털사이트 

가운데 하나인 百度(www. baidu. com)의 사전에서는 정도보어에 대해 ｢술어동사

나 형용사에 ‘得’를 붙인 후 동작이나 사람, 사물의 상태에 대해 평가, 판단 혹은 

묘사하는 성분으로서 동작이나 상태의 결과와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포괄할 수도 

있다.｣10)고 설명한다. (12)~(13)은 (동작이 가해진 이후 결과적으로 드러난) ‘사

물의 상태’를 설명하는 문장으로서 보어는 문장에서 드러나지 않는 행위 주체의 존

재나 그의 행위에는 주의하지 않는다. 동작 ‘收拾’와 ‘开’를 행한 누군가와 그의 행

위가 있었겠지만 그러한 것은 독자나 청자에게 알려야 할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문

장에 출현하지 않고 다만 그 행위의 결과로 목적어 ‘房间’, ‘书籍杂物’, ‘水’ 등이 놓

여 있는 상태에만 집중하고 있다. 보어와 연결되는 동사가 있지만 이 ‘V得’ 구조는 

주체의 행위(activity)에 대한 사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완결된 하나의 

사건(event)으로서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즉, 어떠한 주체의 행위가 있었고 이

10) 情态补语: 是指在谓语动词或形容词带“得”后,用来评价､ 判断或描写动作或人､ 物的
情态的成分. 也可概括为表示动作或状态的结果和程度｡ 
(http://baike.baidu.com/view/1772749.htm)



현대중국어 동사카피구조 사용조건 163

미 상황 종료되었다는 [+완결]을 표시하며, ‘완결’이 전제되었기에 그 이후의 상태

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의 내용인 보어 C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V得’의 앞에 출현하는 성분이 달라지면 보어와의 관계 또한 달라질까? 목적어 

앞에 문장의 주어가 출현하는 SOV得C 구조를 살펴보자.

(14) 颐先生头摆得像小孩子手裡的摇鼓道: “哪裡的话! 哪裡的话!”(钱钟书

《围城》)

(이선생은 머리를 아이들이 갖고 노는 손장구처럼 저으며 말했다. “뭘요,

뭘요.”)

(15) 我字写得很糟, 这些片子都是我指导的学生写的, 有十幾个人的手笔在

裡面｡ (钱钟书《围城》)

(난 글씨를 아주 못 써요. 이 카드들은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쓴 거예

요. 십여 명의 필적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16) 我短篇小说写得再多再快再好再得弱彼兒奖也没有用了｡ (王蒙《短篇

小说之谜》)

(내가 단편소설을 아무리 많이 빨리 잘 쓰고 노벨상을 받아도 소용없다.)

문장에 출현한 성분은 마땅히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14)~(16)에서 목

적어 앞의 주어 ‘颐先生’과 ‘我’가 담당하는 역할은 보어의 진술 대상인 ‘头’, ‘字’,

‘短篇小说’가 속해 있는 ‘전체’를 표시하는 것이다. 문장의 주어이고 행위 ‘摆’, ‘写’

의 주체임을 유추할 수 있지만 목적어와 직접 결합하는 동사가 없는 SOV得C 구조

에서의 주체 ‘颐先生’과 ‘我’는 행위 주체로서의 동작성은 표현할 길 없이 목적어와 

그저 ‘전체-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 보어 C 또한 주체의 행위, 동작성과는 무관하

게 그 주체에 속한 ‘부분’인 목적어 O에 대해서 진술할 뿐이다.

이러한 관계를 더욱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문장형식이 쓰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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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你为甚麽庸俗? 因为你的小说写得太脱俗了｡ (王蒙《短篇小说之谜》)11)

(네가 왜 저속하냐고? 왜냐하면 네 소설이 너무 탈속적이거든.)

(18) 忽然发现自己的脚伸得太突出, 忙缩回来｡ (钱钟书《猫》)

(문득 자신의 발이 너무 뻗쳐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움츠렸다.)

‘你’와 ‘自己’는 마땅히 동사 ‘写’와 ‘伸’을 행한 주체이긴 하지만 (17)~(18)에서 

이들은 ‘小说’, ‘脚’가 속한 ‘전체’로서의 범위만 의미하므로 구조조사 ‘的’를 통해 ‘전

체-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중심어인 ‘小说’, ‘脚’가 보어의 설명 대상이 되고 있음

을 명시한다. 주어의 행위를 설명하는 동사가 출현하지 않은 문장은 통사구조를 반

영하듯 문장의미에서도 자연히 주체의 동작성이 드러나지 않으며 보어에서는 문장

에 드러나 있는 성분, ‘전체’ 주어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있다.

邓小宁(2011)은 동사카피구조의 정도보어 문형의 사용 제한 조건에서 동작의 

통제가능성[可控性]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주어가 목적어를 대상으로 직접 행할 

수 없는 동작일 경우에는 OV得C의 화제문 형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 他头剃得青一块白一块从后边看就是一足球;

(그의 머리는 군데군데 퍼렇고 허옇고, 뒤에서 보면 딱 축구공이다.)

머리를 깎는 행위 ‘剃’는 일반적으로 내가 남에게, 혹은 남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

지 스스로에게 행할 수는 없는 동작이다. 따라서, 예문 (19)의 ‘他头’에 대한 서술

은 누군가에 의해 깎인 상태에 대한 묘사일 것이다. 일견 그의 설명이 일리 있어 

보이지만, 앞서의 예문들에서도 보았듯 그 설명의 범위를 넘어서는 실례가 무척 많

다는 사실로 보아 이러한 형식의 문장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20) 车夫没好气, 车开得更暴了｡ (钱钟书, 《围城》)

(운전사가 언짢아 차가 더 난폭해졌다.)

11) 엄밀히 따지면 ‘SOV得C’와 ‘S的OV得C’도 형식에 따른 의미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겠지

만 보어 C의 진술대상으로서 S와 O 간에 형성되는 ‘전체-부분’의 종속관계를 논증하는 

차원에서 이 형식을 이용해 논지를 계속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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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柔嘉圆睁两眼, 下唇咬得起一条血痕｡ (钱钟书, 《围城》)

(로우쟈는 두 눈을 둥글게 치떴고 아랫입술에는 빨갛게 이빨자국이 새겨

졌다.)

(20)~(21)에서 동작 ‘开’, ‘咬’는 모두 주체 ‘车夫’, ‘柔嘉’를 통해 이루어진 동작

임이 분명한데도 문장은 ‘OV得C’ 구조를 취하고 있다. 여기에서 ‘VOV得C’형식이 

취해지지 않은 것은 邓小宁(2011)의 말처럼 동작이 주어에 의해 통제 불가능해서

가 아니라, 그 동작은 보어에서 진술하려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장의 보어

는 동작성과는 무관하게 목적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V得 앞자리에 관심의 대상, ‘O’만 놓여 있는 것이다. 화자는 차가 매우 난폭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로우쟈의 아랫입술에 남겨진 새빨간 이빨자국에 대해서만 

보어에서 진술하고 싶었던 것이다.

정도보어는 V得 앞의 구성요소에 따라 사람, 사물, 동작의 상태에 대해 평가, 판

단, 묘사하는 성분이라고 했다. (S)OV得C 형식에서 보어 C는 V得 앞의 목적어 O

를 그 판단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V得 앞에 O 이외의 성분이 사용되

었을 때는 보어가 어떠한 의미 변화를 나타낼지 계속해서 살펴보자.

2. (S)OV得C VS. (S)把OV得C - 형식만큼의의미차이가 있다

앞서 언급된 邓小宁(2011)의 ‘통제가능성’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만일 ‘주체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라면 동사카피구조와 화제화 문장 사이에

서의 선택이 아니라 제3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바로 ‘把’의 사용이다. 주지하다시

피 把자문은 把의 목적어를 대상으로 주어가 동작을 행함으로써 그 대상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문장 의미를 갖는다. 把자문의 이러한 특징을 설명하는 키워드

는 ‘처치(處置)’, 혹은 ‘지배(支配)’였다. 이러한 설명은 최초에 王力에 의해 제기되

었고(李纯, 2009) 중어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把자문의 의미

적 특징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처치’의 범위가 너무 협소했고 이후 把자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문형특징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동사카피구조와 유의미한 연관을 갖는 것을 张伯江(2000)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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张伯江(2000)이 지적한 把자문의 문형의미에는 ‘完全’, ‘责任者’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 주술문의 문장을 把자문으로 변환하였을 경우 이러한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다.

(22) 他喝了酒 → 他把酒喝了(그가 술을 마셨다.)

(23) 他用了钱 → 他把钱用了(그가 돈을 썼다.)

把자문으로 변환된 오른쪽 두 문장은 주술문에는 없던 ‘모두’ 마시고, 써버렸다는 

의미가 부가된다. 이러한 특징은 통사적 제약으로도 확인된다.

(22′) *他全／都喝了酒: 他把酒全／都喝了
(22″) 他喝了一些酒: *他把一些酒喝了

(23′) *他全／都用了钱: 他把钱全／都用了
(23″) 他用了一些钱: *他把一些钱用了

행위의 대상이 주어가 되는 문장을 把자문으로 변환할 경우 ‘의지’를 갖고 동작을 

행한 책임자를 지적하는 의미가 드러난다.

(24) 杯子打碎了(컵이 깨졌다.)→把杯子打碎了(컵을 깨뜨렸다.)

(25) 衣服溅脏了((오물이 튀어)옷이 더러워졌다.)→把衣服溅脏了((오물을 튀

겨)옷을 더럽혔다.)

정리해보면, 일반적으로 把자문은 ‘주체’의 ‘의식적 행위’로 인해 ‘대상’에 벌어진 

결과를 나타내는 문형이다. 把가 목적어를 이끄는 정도보어문에서도 이러한 把자문

의 특징은 명확히 드러난다. 아래에서 把의 유무를 통해 드러나는 화제화와의 차이

를 살펴보자.

(26) 每两个月大喝一次龙骨汤, 日子过得似乎比父亲在世时还滋润一些 ｡ 
(池莉, 《你是一条河》)

(두 달에 한 번씩 용골탕을 실컷 마시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보다 생활이 

더 윤택해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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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你就会想想办法, 把日子过得有意思些｡ (张煒, 《烟叶》)

(너는 재미있게 살 방법 없나 궁리만 할 줄 알지.)

(27) 她眼睛睁得大大的如两个铜铃, 嘴唇抿得细细的如一道刀痕｡ (刘心武,

《曹叔》)

(그녀의 두 눈은 커다란 게 퉁방울 같고 다문 입술은 가느다란 것이 칼자

국 같다.)

(27′) 千代子把那双好看的眼睛睁得溜圆: (邓友梅, 《别了, 濑户内海!》)

(쳰따이즈는 그 아름다운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28) 她倏地从地上站起来, 腰肢挺得直直的, (张贤亮, 《绿化树》)

(그녀는 재빨리 바닥에서 일어섰다. 허리가 꼿꼿하다.)

(28′) 贴在凉凉的树皮上, 把身體挺得像它一样直｡ (张煒, 《美妙雨夜》)

(서늘한 나무껍질에 붙어서 몸을 그것마냥 곧게 폈다.)

(26)~(28′)는 각각 ‘过’, ‘睁’, ‘挺’이라는 동일한 동사를 쓰고, 같은 혹은 유사한 

대상을 목적어로 취하고 있다. 유사해 보이는 두 형식이지만 ‘주체’의 지위 면에서

는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는데 이 차이는 ‘把’의 사용을 통해 드러난다. ‘把’를 통해 

목적어에 가해지는 동작은 주체의 ‘의식적 행위’가 된다. (26), (27), (28)에서 주

어와 목적어는 그저 전체-부분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결과로서의 상태를 평가받는 

대상이 되는 데 반해, (26′), (27′), (28′)는 주체가 적극적으로 살아내고, 눈을 힘

주어 뜨고, 몸을 곧게 폈음을 보여준다. 즉, 주체의 의지가 ‘把’를 통해 실현되는 것

이다. 하지만 ‘把’의 역할은 주체의 의지를 반영하는 데까지일 뿐, 주체의 의지가 

반영되었다고는 해도 S把OV得C 구조의 보어가 진술하는 부분은 여전히 동작이나 

그 동작의 주체가 아니라 동작이 완결된 이후 목적어가 처해 있는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把’의 유무는 주체의 ‘의지’에 관련된 것일 뿐이고 (S)OV得C와 (S)把OV

得C의 보어 C는 모두 V得 앞에 놓인 목적어의 상태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다.

3. (S)VOV得C - 존재에는 이유가 있다

3. 1, 3. 2를 통해 (S)OV得C, (S)把OV得C에서 정도보어 C는 모두 V得 앞의 

목적어 O에 대해 진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S가 추가될 경우, 전체-부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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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형성되었고 把가 사용됨으로써 주체의 의지가 반영되었을 뿐이다. 현 시점에

서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문장에 출현하는 성분은 모두 제몫을 담당하

고, 출현하는 성분만이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잠정적 결론을 바탕으로 V得

앞의 동사를 관찰해 보자.

(29) 张老先生十分刻苦, 读书读得很成样子, 成年后闯荡到上海学生意, 竟

然十分发达, 村中乡亲全以羡慕的目光看着张家的中兴｡ (余秋雨,《酒公

墓》)

(장선생은 무척 고생스러웠다. 공부를 그럴싸하게 해냈고 성인이 된 후에

는 상하이로 가서 장사를 배워 대단히 성공했다. 마을의 친지들은 모두 

부러움의 눈길로 장씨 집안의 중흥을 지켜보았다.)

(30) 搞艺术会搞得很累, 像一开始讲的, 好多人都早早死去了, 他们那是把

生命耗尽了｡ (张煒,《激情的延续》)

(예술은 힘들 것이다. 맨 처음에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어갔

다. 그것은 그들이 생명을 소진했다는 것이다.)

(31) 我说海就是海, 我以为它不会变出别的花样｡ 人们写海写得太多以致海
自己也不知应该摆出甚麽姿态让人欣赏｡ (张贤亮, 《习惯死亡》)

(내가 볼 때 바다는 그냥 바다지 그게 다른 모습으로 변신한다고는 생각

하지 않아. 사람들이 바다를 하도 많이 써 대서 바다 자신조차도 어떤 모

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 져야 할지 모를 거야.)

정도보어 C가 V得 앞의 성분에 대해 진술했던 앞의 두 형식에 비춰볼 때, 동사

카피구조의 C가 어떤 내용을 진술하는지 살펴봄으로써 최종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9)~(31)에서, 보어 ‘很成样子’, ‘很累’, ‘太多’ 등은 그 행위를 하는 

주체 ‘张先生’이나 불특정한 예술가, ‘写海’라는 동작 자체와 연결됨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VO - ‘读书’, ‘搞艺术’를 행하는 주체, 또 많은 사람

들의 ‘写海’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정리해보면, (S)VO가 V得 앞에 놓여 있는 정도보어문은 행위 주체와 함께 그 주

체가 행한 행위 자체, 즉 V得 앞의 모든 성분 SVO가 보어의 진술대상이 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현대중국어 동사카피구조 사용조건 169

동일한 동사를 사용하는 화제화 문장과 동사카피구조 문장을 비교해 보자.

(32) 狮子和老虎也是小家子相得很, 不知道吃饭的礼貌, 吃牛肉吃得抢起来,

打作一团, 结果老虎死了, 狮子负伤到溪边去喝水｡ (钱钟书《上帝的梦》)

(사자와 호랑이도 마찬가지로 미천한 것들로서 밥 먹는 예의를 몰랐다.

소고기를 먹다 서로 뺏으려 한 데 엉겨 붙어 결국 호랑이는 죽었고 사자

도 상처를 입고 냇가에 물을 마시러 갔다.)

(33) 天健屡次想在她眼睛裡和脸上找出共同秘密的痕影, 只好比碰着铁壁｡ 
饭吃得颇为畅快, 但天健不无失望｡ (钱钟书《纪念》)

(톈지엔은 여러 번 그녀의 눈과 얼굴에서 공통적인 비밀의 그림자를 찾아

보고 싶었으므로 철벽을 두드려보는 수밖에 없었다. 밥 먹는 것은 무척 

유쾌했다. 하지만 톈지엔은 실망감이 없지 않았다.)

(32)~(33)은 모두 동작 ‘吃’와 보어가 연결되고 있다. (32)의 보어 ‘抢起来’는 

주어가 먹는 행위를 하다 결과적으로 빚어진 상황으로서 이것 역시 주어가 한 행동

을 설명하고 있다. 반면 (33)의 보어 ‘颇为畅快’는 ‘饭’으로 대표되는 당시의 식사 

분위기를 묘사하는 것으로서 주체의 식사하는 동작이나 구체적인 행동과는 무관하

다.

중국어는 주어가 문장구성의 필수요소가 아니라서 종종 문두에 주어의 모습을 드

러내지 않기도 하지만 동사는 그 주체의 존재를 증명한다. 동사카피구조 (32)의 보

어 ‘抢起来’가 주어의 행위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어의 존재가 전제되어

야 하고 그 존재는 VO, 즉 吃牛肉의 행위과정을 통해서 존재증명이 이루어진다.

화제화 형식 (S)OV得C 문장에서 앞의 동사가 문장에 드러나지 않으면서 주어 S의 

행위 주체로서의 위상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존재함으로써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는 예는 더 있다.

(34) 三个男人, 谁都认为自己选中的地方值得去, 喝啤酒喝得面红耳赤…(池

莉《让梦穿越你的心》)

(세 남자는 모두 자신이 선택한 곳이 갈만한 데라고 생각했다. 맥주를 마

셔 얼굴이 귀까지 벌개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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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冬兒聽艳春的故事聽得如癡如醉, 热淚盈眶｡ (池莉《你是一条河》)

(뚱얼은 옌춘의 이야기를 듣고 빠져들 듯 심취하여 뜨거운 눈물이 그렁그

렁해졌다.)

(34)~(35)의 보어 ‘面红耳赤’, ‘如癡如醉’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동시에 주

어가 행한 동작이 원인이 되어 결과적으로 주어의 신상에 나타난 현상이다. 즉, 모

두 앞의 동작 VO가 ‘원인’이 되어 VC의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논리관계를 형성하

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啤酒, 故事’가 아니라 이들

을 대상으로 삼아 주체가 행한 동작 ‘喝啤酒, 聽故事’라는 사실이다. 주어가 어떠한 

동작을 행했고 그 동작으로 인해 의외의 결과가 나타났다는12) 인과관계의 의미를 

모두 전달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어떤 동작을 한다는 (S)VO와 그 결과인 VC가 문

장에 모두 출현해야 하고 이 성분들의 순서는 인간의 논리적 사유 체계, 시간순서

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원인-결과의 구조, (S)VOVC를 이루게 된다.

Ⅳ. 결론

현대중국어 보어를 설명하는 문법책이나 교수학습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떠올리면 

목적어가 출현하는 술보구조의 문장에 대해 하나의 공식처럼 VOVC 구조를 제시한

다. 덧붙인다면 앞쪽의 V는 생략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이 이어진다. 보어의 개념

을 학습하는 초학자에게 의미적 연관성이나 난이도가 더 높은 요소로 인식되는 把

자문과의 관계, 화제, ‘有界’ 등의 개념을 모두 전달하고 이해시키기에는 무리가 따

르겠지만, 다른 구조를 취하면 필연적으로 의미의 변화도 따라온다는 기본적인 사

실은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정도보어문장 가운데 목적어와 보어를 동시에 문장에 출

현시키는 형식인 동사카피구조, 화제화 문장, 把자문을 추출해 형식적 특징을 이해

하고 최종적으로 동사카피구조의 의미를 확인해 보았다. 그 과정에서 정도보어는 V

12) ‘他喝酒喝醉了｡’, ‘我骑马骑累了｡’ 등과 같이 당연한 혹은 자연스러운 결과를 나타내는 

보어는 일반적인 의미의 인과관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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得 앞에 위치한 성분에 대해 진술하는 성분임을 확인하였다.

V得 앞에 목적어만 단독으로 출현하는 화제화 문장에서는 그 목적어가, 把자가 

목적어를 이끈 형식은 주체의 의지가 드러난다는 차이가 있을 뿐 역시 목적어가,

동사카피구조는 행위와 행위의 주체가 진술의 대상이 되었다. 즉, 목적어와 보어를 

동시에 문장에 출현시키는 문장에서 거의 모든 상황에 통용될 것 같았던 동사카피

구조 (S)VOV得C는 사실 주체와 주체의 행위인 (S)VO에 대해 판단, 평가하거나 

또는 주체와 그의 동작인 (S)VO가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보어 C가 발생했을 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정도보어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워터볼13)과 연결지어 보

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도보어문에서 ‘V得’를 경계로 하여 그 앞에 위치한 

성분들은 유리구슬 속 세상에 속하는 것이고 보어는 유리구슬 속을 관찰한 화자의 

시선이며 ‘V得’는 구슬 속 세상을 대상화 해주는 유리구슬 자체로 치환될 수 있다.

즉, 유리구슬 속 세상을 구슬 밖에서 관찰한 관찰자(화자)가 관찰한 것에 대해 진

술하는 것이 정도보어문장의 의미이다. 관찰자의 시선이 어느 부분을 응시하는지에 

따라 화제화, 把자문, 동사카피구조의 형식 가운데 한 가지를 취해 표현되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이탈리아의 영화감독 페데리코 펠리니의 영화 길에서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대

화의 내용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로 그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이지만 본고에서

는 문장에 출현하는 성분들의 존재 이유에까지 영역을 확대하고자 한다. 문장 내에 

이유 없이 출현하는 성분은 없고 동사카피구조의 동사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므로 

목적어와 보어가 동시에 요구되는 정도보어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동사카피구

조 형식을 취하거나 반대로 임의로 목적어 앞의 동사를 말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사카피구조가 취해지는 형식이 정도보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

론으로서의 보편성을 담보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후속 연구에 잠시 미루기로 하고,

13) 원래 정식 명칭은 스노우 글로브(snow globe)로서 물로 채워진 유리구슬 안에 조각된 

캐릭터와 함께 반짝이, 눈가루 등이 담겨 있는 장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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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동사카피구조 사용 규칙에 대한 관심을 다소나마 환기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參考文獻】

崔希亮, 《语言理解與认知》, 北京: 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 2002.

邓小寧, <“得”字的多角度考察>; 《雲南师范大学学报》 vol. 9, 2011.

郭雲, <结果补语和状态补语的语义指向與句式转换的关系>; 《长春理工大学学报》(2),

2008.

李纳⋅石毓智, <汉语动词拷贝结构的演化过程>; 《国外语言学》(3), 1997.

李纯, <从重动句的选择性與强制性看其句式形成機制>; 《河北北方学院学报》(4), 2009.

刘鑫民, <焦點､ 焦點的分布和焦點化>; 《寧夏大学学报》(1), 1995.

刘培玉, 彭国栋, 罗方平, <重动句变换为把字句的制约因素考察>; 《商丘师范学院学》

vol. 23, 2007.

王红旗, <动结式述补结構在把字句和重动句中的分布>; 《语文研究》 vol. 78, 2001.

王政红, <“把”字句的情状类型及其语法特征>; 《南京师范大学学报》(4), 1994.

徐烈炯⋅刘丹青, 《话题的结構與功能》, 上海教育出版社, 1998.

张伯江, <论“把”字句的句式语义>; 《语言研究》 vol. 38, 2000.

张伯江⋅方梅, 《汉语功能研究语法》, 南昌:江西教育出版社, 1996.

赵新, <重动句的结構和语义分析>; 《华侨大学学报》(1), 2000.

赵振才, <汉语简单句的语序與强调>; 《语言教学與研究》(3), 1985.

【中文提要】

动词拷贝结構是能使宾语和补语共现於一个句子的形式之一, 與把字句和

话题化有着密切的关係, 於是学习者应予以注意｡ 情态补语句的动词拷贝结構
與话题化､ 把字句有何语义上的区别? 说话者用情态补语句的形式来陈述对於

在‘V得’前面的成分进行观察的结果, 即‘V得’前面出现的成分则是说话者所关心

的对象｡ 在话题化形式與把字句裡, 说话者陈述的对象均是宾语, 区别在於主

體行为的有意和無意｡ 據此类推, 动词拷贝结構是说话者以动作的主體和他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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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为为对象进行陈述的形式｡ 总而言之, 句子裡出现的所有成分都表达出自己

的存在意义, 动词拷贝结構的前一动词也不例外, 并非为了解决‘宾补争动’矛盾

而出现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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