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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중국어의 공간표현에서 방향과 위치(이하 통칭하여 방위라 함)에 관한 대표적인
언어성분으로 方位词를 들 수 있다. 방위사는 그 어법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데 朱德熙(1982)가 밝힌 바와 같이 단음절이면서 의존적 특성을 지닌 단순방위사
와 2음절이면서 자립적 특성을 지닌 복합방위사로 구분하는1) 것이 일반적이다.2)
* 이 연구는 2015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영남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조교수
1) 단순방위사는 일반적으로 ‘上，下，前，后，里，外, 左，右，东，西，南，北’를 말하
며 복합방위사란 ‘단순방위사+{边/面/头}’, ‘以+일부 단순방위사’, 기타 단순방위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2음절 방위사를 말한다.
2) 상술한 朱德熙의 형태⋅통사적 분류 외에도 齐沪扬(1999), 储泽祥(2010) 등이 제시
한 의미적 분류도 있다. 이들은 참조물의 속성 및 형상에 따라 방위사를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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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다각도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단순방위사의 개별 특성
연구나 단순방위사간의 비교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그러나 복합방위사에 관해서
는 단순방위사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성분이라고 단순화 하여 판단했을 뿐 아니라,
형태적 차이를 지닌 복합방위사간의 기능 차이나 복합방위사가 방위사 체계에서 가
지는 역할과 가치에 관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여긴 것이 사실이다. 유수경(2014,
2015)은 방위사 ‘上’, ‘上面’, ‘上边’의 어법특성을 분석한 결과, 단순방위사와 복합
방위사의 기능 차이 외에 동일한 복합방위사인 ‘上面’과 ‘上边’ 간에도 기능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아래 그림(1)과 같이 의미지도를 통해 가시화시
켰다.3)

그림(1)

이 연구는 복합방위사의 기능 차이와 방위접사 ‘边’, ‘面’의 유관성을 제시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의 기능 차이에 대한 인식 없이 혼용되어 오던 복합방위사의 어법특
성을 세밀하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본고는 이러한 기능 차이가 방위사 전체의
전반적인 특성인지에 관한 추가적인 고찰의 필요성을 느끼며, 동시에 ‘边’, ‘面’ 외에
대표적인 방위접사인 ‘头’가 결합된 ‘方头4)’ 구조의 어법특성에 관한 고찰의 중요성
을 인식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고는 분석대상으로 가장 대표적인 방위개념인 ‘里’5)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여
3) 해당 논문의 의미지도에서는 한국어, 영어에서 ‘상위’ 공간에 해당하는 다기능성분을 함
께 비교를 하였으나 본고는 중국어 ‘上’，‘上面’，‘上边’에 해당하는 부분만 옮겼다.
4) 여기에서 말하는 ‘方’이란 1음절 단순방위사를 말한다.
5) 朱德熙(1982)는 ‘上’, ‘里’가 방위사 중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성분이라고 밝힌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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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의 복합방위사 형식인 ‘里边’, ‘里面’, ‘里头’6)로 정하고 그 사용빈도 분석을 통
해 어법특성을 귀납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BCC(北京语言大学语料库中心) 말
뭉치에서 ‘里{边/面/头}’ 예문을 추출하여7) 분석하였으며 CCL(北京大学语料库)을
보조 말뭉치로 채택하여 분석의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미세한 의미, 기능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모국어 화자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본고는 ‘里’류
복합방위사의 어법특성을 귀납하고 방위접사 ‘边’, ‘面’, ‘头’의 어법기능을 파악하며
궁극적으로 중국어 방위사 체계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의미 기능 분석
BCC8) 말뭉치에서 ‘里{边/面/头}’가 출현한 예문 21,394개를 추출 분석한 결
과, 단순수량비교9)에서 ‘里边’ 1,604개, ‘里面’ 16,393개, ‘里头’ 3,397개로 대략
‘7.5%: 76.6%: 15.9%’의 비율을 보였다.10)
고 실제로 이 둘은 방위사 중에서 가장 많은 기능을 보유한 다기능성 성분이다.
6) 이하에서는 ‘里{边/面/头}’로 표시한다. { }은 그 안의 두 개 기호 중 적어도 하나는 선
택됨을 의미한다.
7) 예문 추출은 ‘X里’, ‘X里面’, ‘X里边’, ‘X里头’ 각각의 말뭉치 자료에서 공통으로 출현하
며 사용빈도가 높고 각기 다른 기능을 표현하는 다량의 ‘X’를 추출한 뒤, 이를 ‘里面’,
‘里边’, ‘里头’에 다시 대입하여 해당 예문을 수집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8) 본고는 BCC 말뭉치 중에서 报刊, 文学, 微博, 科技가 랜덤으로 혼합되어 있는 综合
(10억자)를 분석텍스트 범위로 삼았고 일부 개별적으로 필요한 경우, 분석범위를 BCC
전체로 확장하거나 CCL을 사용하였다. 단, 이 경우에는 본고의 해당 부분에서 분석범
위의 변화를 별도로 명기하였다.
9) 이는 해당 복합방위사의 결합성분(X)의 특성, 지시하는 공간의미, 문체 등과 관계없이
조사대상 범위로 선정된 ‘里边’, ‘里面’, ‘里头’ 예문 전체의 수량과 그 비율만을 조사한
것이다.
10) 말뭉치 자료는 구어 자료보다 문학 작품류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상술
한 비율이 어느 정도 서면어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BCC
의 경우 微博 자료를 포함하여 말뭉치 자료의 현실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말뭉
치에 비해 보다 실제에 부합한 예문을 수록하고 있다고 평가 된다. 荀恩东(2016)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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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차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던 ‘上面’, ‘上边’과 달리 ‘里{边/面/头}’는 세 성분의
기능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배타적인 기능 분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
나 의미 기능에 따른 일정한 경향이 존재했으며, 특히 일부 의미의 경우 특정 방위
사가 선호 혹은 배제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는 결합성분의 특성과
형상, 지시공간의 구체성 여부에 따라 ‘里{边/面/头}’의 의미 기능을 분류하였다.

1) 의미 기능 분류
① 사물명사(용기형)의 내부공간
용기형태로 움푹 파여 외부와 구별되며 폐쇄가 가능한 내부공간을 가진 사물의
안쪽 공간을 표현할 때 ‘里’류 복합방위사가 사용된다. 대부분 구체적 공간을 지시
한다. 본고는 22개 용기형 사물명사11)를 대상으로 결합 상황을 조사하였고 예문은
아래와 같다.
(1) 高大的身材披着厚重的皮大衣，两只手插在口袋里面。
(2) “我问道：包里边是什么？”
(3) 黎晓宁没好气地拉开抽屉，哗然一声把抽屉里头的东西全倒到桌子上。

② 사물명사(비용기형)의 경계 안쪽 공간
비용기형 사물명사란 용기형 외의 형태를 지니며 경계에 의해 안과 밖이 구별되
는 사물명사를 말한다. ‘镜子’, ‘盘子’처럼 평면형이거나 ‘衣服’, ‘被子’처럼 사용에
의해 형태가 변하면서 안과 밖이 구별되기도 하고 ‘缝’이나 ‘夹层’처럼 다른 사물과
의 경계로 안과 밖이 구별되기도 한다. 이들 명사는 대부분 방위사와 결합 후 구체
적인 실제 공간을 지시한다. 본고는 8개의 비용기형 사물명사를 분석하였다.
(4) 在他面前的盘子里面堆满了土豆、酸卷心菜和香肠。
(5) 她一直相信镜子里边别有一个世界。
(6) 我就像是在逃避着室内的冷空气一般，再度躲进了被窝里头。
BCC 문체에 관해 논하며 신문, 구어(微博), 과학기술, 문학, 종합 등 다양한 문체를
포괄하고 있다고 밝혔다.
11) 각 의미항목별로 결합성분 ‘X’ 리스트는 논문 뒤에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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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운송수단의 내부공간
운송수단의 내부공간은 대부분 4면이 외부와 격리된 형태로 전형적인 안과 밖이
존재하는 공간이다. 3차원 공간의 형태로 실재하는 구체적 공간을 지시한다. 본고
는 7개의 해당 명사를 분석하였고 예문은 아래와 같다.
(7) 一辆汽车停在报馆门口，陈白露从车里面下来，匆匆地走进报馆。
(8) 车子里边只剩下她和宁国起，她才放心把礼物拆开。
(9) 阳光透过舷窗洒满机舱。但飞机里头还是很冷。

④ 처소명사의 내부공간
처소명사란 해당 공간이 하나의 사물인 동시에 공간성을 지닌 명사류이다. 대부
분 3차원 공간의 형태로 실재하는 현실 공간을 지시하지만 해당 장소에서 파생된
추상적 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고는 47개 처소명사를 대상으로 결합상황을 조
사하였고 예문은 아래와 같다.
(10)我的好朋友也怕热，躲在屋子里面不出来了！
(11)他顿时抖擞精神，房子里边的吵闹声表明，的确已经有人冲进来了。
(12)各位早安...还穿着睡衣的秋子阿姨 ，就这么站在门边看着厨房里头的样
子。

⑤ 신체부위 명사의 내부공간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형상이 다양하다. 코나 귀와 같이 한 면이 개방된
형태로 안과 밖이 구별되기도 하고 머리, 심장과 같이 폐쇄된 상태도 있다. 또 손
처럼 평면을 기본 형상으로 가지는 경우도 있다. 신체부위 명사는 인간의 몸에 부
착된 기관이라서 대부분 ‘작다’는 의미 특징을 지닌다. ‘里’류 복합방위사와 결합한
뒤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공간을 지시하지만 ‘心’, ‘手’, ‘脑’ 등은 추상공간을 지시하
기도 한다.
(13)他的眼睛里面充满了血丝，发乱如草，浑身都是异味，看起来已经没个人
形了。
(14)大笨牛松了一口气 ，喊道 ：“开饭啦 ，开饭啦 。”手里边早已拿着一片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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干，在津津有味的啃着。
(15)她温柔地说：“我那时脑子里头想的是你。”

⑥ 수직 경계물 너머의 공간
안과 밖의 개념은 경계를 통해 구분되는데 때로 문, 창, 탁자 등 수직형태의 사
물이 경계가 되어 해당 사물 너머의 안쪽 공간을 지시하기도 한다. 참조물의 형상
은 수직형태의 평면으로 해당 의미에서 선(線)형으로 표현되며 이 경우 ‘里’류 복합
방위사는 해당 선 너머의 공간을 의미한다. 본고는 해당 명사 6개를 대상으로 분석
을 진행하였다.
(16)深邃的胡同，实际是由两旁连绵不断的院墙组成的。而墙里面就是北京人
的传统住宅四合院 。
(17)我们这里只是守门，不管别的。门里边不归我们管理，见犯人还得要条子
批准！
(18)他鼻子吸嗅着，睁开眼睛，昏暗的瞳孔闪了一下，窗子里头似乎换了灯，
暴露在前所未有的亮光里。

⑦ 사물명사에서 파생된 추상공간
지금까지 서술한 의미항목의 결합대상은 대부분 방위사와 결합한 뒤 구체적이며
실재하는 공간을 표현했다. 그러나 일부 명사의 경우 ‘里’류 방위사와 결합한 뒤 해
당 명사에서 파생된 추상공간을 지시하기도 한다. 전화, 책, 편지 등은 현실 공간에
실존하는 사물이지만 방위사와 결합 후 대부분 해당 사물의 실제 내부가 아닌 사물
에서 파생된 추상공간을 지시한다. 본고는 이러한 명사 중 11개를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19)在电话里面她显得冷静而有条有理，但她带有一丝恐惧和不安。
(20)在我看来，在书里边发现人生，在人生里发现书，是最快乐的事情。
(21)你怕我知道，小说里头男主角的各项特征和我正巧相仿？

⑧ 자연 지형물의 범위
자연 지형물의 범위란 산, 호수, 바다 등 지형물을 의미하는 명사나 자연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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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는 물질명사가 방위사와 결합하여 나타내는 범위를 말한다. 본고는 20개의 지
형물 및 물질명사를 선정하여 결합상황을 분석하였다. 4면 혹은 3면이 폐쇄된 상술
한 의미항목들과 달리 자연지형물은 주로 평면으로 개방된 3차원 공간의 형태를 지
닌다. 경계에 의해 범위가 구분되지만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고 깊이가 표현되는
경우도 많다.12)
(22)大概只有山里面才能看得见如此蓝天白云了吧！
(23)简直像是初春的黄昏了，越来越温暖，而且空气里边还有一种静寂，一种
茉莉的香味。
(24)“我只看到你一个人站在这里，湖里头哪有你说的什么人？”

⑨ 행정구역의 범위
행정구역을 지시하는 성분으로 본고는 9개의 명사를 선정하였다. 방위사와 결합
한 뒤 행정구역이 관할하는 범위를 지칭한다.
(25)现在北京这样的城市里面的年轻人，基本上没有时间谈恋爱了。
(26)“我们小区里边煤气表换表后，怎么突然走得这么快了？”
(27)前些年，每到农闲，村里头打麻将的、喝闲酒的屡见不鲜。

⑩ 집단의 범위
집단이란 다수의 개체로 이루어진 무리를 의미한다. 주로 사물의 명칭을 이용하
여 해당 사물로 구성된 집단을 통칭하거나 집체명사로 표현된다. 이들 집단이 지시
하는 범위는 대부분 형상이 없고 추상적이다. 본고는 13개의 이들 명사류를 분석하
였다.
(28)所有的女人里面，我最爱她，也最佩服她。
(29)我为什么要站在他们的圈子里边呢？不站在里边又站在哪儿呢！
(30)它就是一个中等大小的一个黄色的星，这样的星在银河系里头很多。

12) 지시공간의 깊이에 따른 里{边/面/头}의 선호도 차이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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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추상범위
추상명사는 ‘里’류 복합방위사와 결합하여 추상범위를 지시한다. 결합하는 추상명
사로는 영상, 게임, 음악, 사고, 문화, 환경, 체제 등으로 현실에서 구체적이며 실
재하는 대응물을 가지지 않는다. ‘里’류 복합방위사와 결합한 후 특정한 형상이 없
는 추상범위만을 지시한다. 본고는 30개의 추상명사를 분석하였고 예문은 아래와
같다.
(31)其实在我的电影里面我是希望要描绘壮丽的人生的。
(32)这都是中国生活里边，中国的城市生活都市生活里边经常碰到的问题
(33)他并不是说你们俩要结婚，他说‘他’要娶‘你’，这句话里头带着多少决心。

⑫ 비구체적(비수량형) 시간범위
일부 추상명사는 시간개념을 가지고 있어 ‘里’류 방위사와 결합한 뒤 시간의 범위
를 지시한다. 본고에서 조사한 비구체적 시간명사 6개는 짧게는 일(日)부터 세기까
지의 시간을 표현하며 시간의 길이는 수치로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특징을 지닌다.
(34)在这些日子里面，蒋少祖对这些人的感情和思想已起了变化。
(35)當时的一些文人的笔记里边，也有类似的记载，但是很长时期里边，历史
学家不相信。
(36)你也爱他？而且是在这么短的时间里头？

⑬ 구체적(수량형) 시간범위
구체적 시간범위란 ‘수+양+(명)’의 구조로 수치화 된 시간범위를 의미한다. 본
고는 ‘分钟’부터 ‘年’까지 시간개념을 가진 5개의 수량구를 조사하였다.
(37) 在这三天里面他们得到了从来不曾有过的经验。
(38) 我等你的两年里边，我自己，错过了很多。
(39) 你最疲劳的是什么时候，这20多个小时里头？

⑭ 소결
앞서 상술한 의미항목 분류를 정리해 보면 아래 표(1)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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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의미항목
사물명사(용기형)의 내부공간
사물명사(비용기형)경계의 안쪽
운송수단의 내부공간
처소명사의 내부공간
신체부위명사의 내부공간
수직 경계물 너머의 공간
사물명사에서 파생된 추상공간
자연 지형물의 범위
행정구역의 범위
집단의 범위
추상범위
비구체적 시간범위
구체적 시간범위

결합성분
사물명사
사물명사
사물명사
처소명사
사물명사
사물명사
사물명사
사물/물질
행정단위
사물/집체
추상명사
추상명사
수량(명)구

결합성분의 형상
용기형
평면형(수평)등
공간형
공간형
용기/공간/평면
평면형(수직)
다양
공간형
무
무
무
무
무

지시공간
구체
구체
구체
구체/추상
구체/추상
구체
추상
구체
구체/추상
구체/추상
추상
시간
시간

표(1)

2) 의미 기능에 따른 사용경향
‘里{边/面/头}’가 표현하는 의미 기능은 상보적이고 배타적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각 의미항목과 방위사간의 절대적인 결합규칙을 도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일정한 사용상의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아래 표(2)와 그래프
(1)은 각 의미항목별로 ‘里{边/面/头}’의 결합상황을 수치화한 것이다.
의미항목
里边
1 사물명사(용기형)의 내부공간 56
3.7%
2 사물명사(비용기형)경계의 안쪽 36
3.8%
3
운송수단의 내부공간
21
3.8%
4
처소명사의 내부공간
379 7.2%
5
신체부위명사의 내부공간
341 7.4%
6
수직 경계물 너머의 공간
108 18.2%
7 사물명사에서 파생된 추상공간 132 7.1%
8
자연 지형물의 범위
99 12.9%
9
행정구역의 범위
37
7.8%
10
집단의 범위
114 7.2%
11
추상범위
223 8.9%
12
비구체적 시간범위
29 12.9%
13
구체적 시간범위
29
5.4%
표(2)

里面
1340 88.1%
820 87.3%
479 85.7%
3981 75.9%
3014 65.8%
423 71.2%
1509 81.1%
539 70.3%
375 78.6%
1247 79.0%
2039 81.3%
182 81.3%
445 82.4%

里头
125 8.2%
83
8.8%
59 10.6%
885 16.9%
1225 26.7%
63 10.6%
220 11.8%
129 16.8%
65 13.6%
218 13.8%
246 9.8%
13
5.8%
66 12.2%

총계
1521
939
559
5245
4580
594
1861
767
656
1579
2508
224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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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1)

상술한 수량분석을 통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a. 의미항목에 관계없이 ‘里’류 복합방위사에서 ‘里面’의 사용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며 특히 전형적인 구체공간(1,2,3)과 추상공간(7,11), 시간범위
(12,13)에서 안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b. ‘里边’과 ‘里头’의 사용빈도는 대다수 의미항목에서 ‘里头’ > ‘里边’의 형태를
보였다. 단, 항목별 선호도에 있어서 ‘里头’와 ‘里边’ 간에 차이가 존재했다.13)
c. 수직 경계물 너머 공간(6)에서 ‘里边’ > ‘里头’의 양상을 보였다.
c. 신체부위의 내부공간(5)에서 ‘里头’의 출현이 증가하였다.
d. 자연 지형물의 범위(8)에서 ‘里边’와 ‘里头’의 비율 모두가 다른 의미항목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단, ‘里边’과 ‘里头’ 간의 선호도에는 여전히 경향성이
존재한다.
e. 비구체적 시간(12)과 구체적 시간(13)에서 ‘里边’과 ‘里头’의 사용빈도는 반
비례한다.
이상으로 ‘里’류 복합방위사의 사용빈도를 통해 의미 기능에 따른 ‘里{边/面/头}’
의 전반적인 사용경향을 확인하였다. 아래에서는 상술한 분석과정에서 발견된 ‘里
{边/面/头}’의 기능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3) 선호도의 차이는 3) ‘里边’, ‘里面’, ‘里头’의 기능 차이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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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里边’, ‘里面’, ‘里头’의 기능 차이
‘里{边/面/头}’는 의미가 매우 유사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의미항목에
서 혼용되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기능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비록 말뭉
치 분석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의미 기능에서 각기 다른 경향과
선호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 및 선호도와 관련된 ‘里{边/面/头}’의 기능
차이는 아래와 같이 ‘접사의 어휘의미에 따른 기능차이’와 ‘문법화 정도 차이에 따른
기능차이’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① 접사14)의 어휘의미에 따른 기능차이
가. 내부 벽면
용기형 사물명사나 수직 경계물로 안과 밖이 구분된 경우, 그 내부의 벽면을 지
시하고자 할 때 ‘里边’만이 사용 가능하다. ‘里面’이나 ‘里头’는 내부 공간 전체를 지
시할 수는 있지만 내부의 벽면만을 지시하지는 못한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40)如何清除杯子里边的茶垢?
(41)牙齿里边的污垢如何清洁？
(42)这两堵墙，墙外是喜，墙里却是。墙的外边，粉刷的是一些干部的笑脸，
而墙里边，刻画的却是老百姓的怒容。
(43)外面的敲门声越来越大了，似乎要把门震开。我找到符后，贴到了卧室门
里边。

위 예문에서 컵 안쪽 면, 치아의 안쪽 벽면, 벽의 안쪽 면, 침실 문 안쪽은 모두
‘里边’로 표현되며 ‘里面’이나 ‘里头’로 교체할 수 없다. 이는 ‘边’의 어휘의미에 영향
을 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나. 참조물과의 거리
14) 여기에서 접사란 ‘边，面，头’를 말한다. 비록 완벽한 기능 성분으로 문법화 되지는 않
았지만 개별적 어휘의미를 상실하고 단순방위사와 결합하여 단순방위사가 지시하는 방
위의 공간(처소)를 지시하는 기능만을 가졌다는 점에서 본고는 접사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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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边/面/头}’는 참조물과의 거리에서도 기능차이를 보인다. 똑같은 안쪽 공간을
지시할 때도 ‘里边’은 ‘里{面/头}’에 비해 참조물과 가까운 안쪽 공간을 지시할 수
있다. 아래 예문(44)의 경우 한 문장에 ‘里头’와 ‘里边’이 함께 출현하였지만 ‘里头’
은 벽에서 떨어진 안쪽 공간을, ‘里边’은 벽 바로 너머 공간을 지시한다. 이러한 기
능의 ‘里边’을 ‘里面’이나 ‘里头’로 교체할 경우 비문이 되거나 지시하는 위치에 차이
가 발생한다.
(44)他沿着绳子消失在墙里头，片刻工夫，又把另一根绳子从墙里边抛出来。
(45)这给小花狗的印象很深，从此只要有生人来，它就夹住尾巴，浑身打颤，
赶快逃走，而且再也不敢跑出大门，只敢站在门里边，朝空荡荡的街上偷
偷张望。
(46)“有空吗？”巴里⋅阿尔维斯突然把他快要秃顶的脑袋伸到了门里边。

상술한 예문에서 출현한 대상물은 모두 참조물의 안쪽 공간에 위치하지만 그 거
리가 참조물과 상당히 가깝거나 참조물에 걸쳐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边’는 본래 ‘边境(국경)’이라는 의미에서 환유과정을 거쳐 해당 사물(참조물)의
접경구역, 바로 옆 공간, 더 나아가 참조점이 위치한 공간을 나타내는 방위접사로
문법화 되었다.15) 이러한 과정에서 의미지속성(persistence)16)의 결과로 참조물
의 기본형상인 선(線)형과 참조물과의 근접성이 문법화 된 ‘里边’ 기능 속에 층위화
(layring)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또한 위의 예문에서 참조물은 모두 수직형
사물인데 형태적으로 ‘边’의 선형과 일치하며 이 선은 거리의 원근을 표시하는 기준
점이 된다.
참조물과의 거리개념은 ‘里’라는 공간에서 깊이로 표현되기도 한다. 본고는 분석
을 통해 깊은 안쪽 공간을 표현하는 문장에서 ‘里边’이 선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深+N’구조와 ‘里{边/面/头}’의 결합상황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3)
과 같이 다양한 장소의 깊은 공간을 지시할 때 ‘里边’의 결합이 가장 낮은 빈도를

15) 梁家璇(2009)은 ‘边’이 선진시기 ‘변경’의 의미에서 출발하여 사물의 가장자리, 사물의
옆을 거쳐 해당하는 지점을 지시하는 의미로 발전하였다고 지적했다.
16) 이성하(1998)에 따르면 문법화 과정에서 문법소가 어원어의 의미를 유지하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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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이는 깊이에 있어서 세 성분의 선호도 차이를 보여 준다.

里边
里面
里头

深山
8
101
23

深渊
1
43
2

深海
1
13
1

深沟
0
6
0

深处
0
5
0

深洞
0
5
0

深水
0
4
0

深潭
0
4
0

총계
10
181
26

비율
4.6%
83.4%
12.0%

표(3)

다. 지시공간의 넓이와 경계성
‘里{边/面/头}’는 아래 예문(47)처럼 지시하는 공간의 넓이가 거론되지 않을 경
우 사용상 선택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47)那时，父亲在山里(面/边/头)一座正在修建的水库边办了一个小商店。

그러나 만약 지시공간의 넓이를 표현할 경우 선호도의 차이를 보인다. ‘里头’의
‘头’는 본래 유생물의 머리에서 문법화 된 것이다.17) 따라서 ‘里头’는 ‘头’의 어휘의
미가 표현하는 ‘머리’라는 ‘점(點)’형상의 의미특징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다. 점은
비교적 작은 범위를 지칭하며 경계를 가져야만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라서 경계성
이 뚜렷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의미특성의 영향으로 ‘里头’는 안쪽 공간이나
범위를 지시할 경우 넓게 묘사된 공간이나 경계가 모호하게 끝없이 펼쳐진 공간에
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아래 예문들과 같이 넓이가 강조된 경우, ‘里面’을 ‘里头’로
교체하면 문장이 부자연스러워 진다.18)
(48)在浩大的森林里面，只要一天没有看见人，我就感到恐慌和不安，不知不
觉便对人发生了渴慕和热爱。
17) Heine(1997)는 다수의 신체부위가 ‘신체부위의 구역 > 사물의 구역 > 사물과 붙어 있
는 구역 > 사물로부터 떨어진 구역’의 순서로 문법화 되어 처소를 지시하는 성분으로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신체부위 명사, 특히 ‘머리’가 방위성분으로 문법화된
것은 범언어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다.
18) 예문(48), (49)에서 ‘里头’가 부적합한 것은 앞서 ‘浩大’, ‘宽阔’가 지시하는 공간의 넓
이에 대한 불일치 외에도 ‘里头’가 가지는 문체상의 특징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
라 생각된다. 이에 관해서는 2.2에서 다시 이야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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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宽阔的听堂里面，数名年龄不一的男人坐在上好的酸枝木椅上。

지시공간의 넓이 외에 공간의 경계성과 관련해서도 ‘里头’는 강한 제약을 받는다.
본고의 자연지형물과의 결합상황 분석 결과, ‘里边’은 주로 넓게 펼쳐지고 경계가
모호한 범위에 사용되는 반면, ‘里头’는 경계가 분명하고 깊이를 지닌 지형물과 주
로 공기하여 두 성분의 기능 분담이 비교적 명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관해
서 본고는 자연지형물 중에서 주로 넓거나 경계가 모호한 범위로 묘사되는 대표적
인 명사 4개(天空，大气，阳光，空气)를 A류라 하고, 깊이가 자주 표현되는 지형
물 4개(山，湖，海洋，河)를 B류라고 하여 ‘里头’, ‘里边’과의 결합상황을 조사하였
고 조사 결과 아래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里面’은 의미 기능에 관계없이 전반
적으로 높은 사용비율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며 분석에서 배제하더라도 ‘里头’와 ‘里
边’이 A류와 B류에서 보이는 상반관계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里边

里面

里头

A류

30.0%

66.7%

3.3%

B류

14.4%

57.7%

27.9%

표(4)

이 뿐 아니라, 시간의미에서 경계가 상대적으로 모호한 비구체적 시간범위에 비
해 수량구의 제한을 받아 경계와 범위가 뚜렷한 구체적인 시간범위에서 ‘里头’의 사
용빈도가 높다는 점도 ‘里头’가 가지는 경계성이라는 어법특성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② 문법화 정도에 따른 기능차이
‘里{边/面/头}’는 소수의 형용사19)와 결합하여20) 성질이나 상태를 범위화 하는
19) 일부 형용사는 명사의 겸류(兼类)로도 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품사 분류는 본고의 논
지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논하지 않았다.
20) 형용사 성분과의 결합은 ‘里{边/面/头}’의 기본 형태이자 의미인 방위사 ‘里’의 사용현
황에서도 관찰된다. 박지영(2014)은 말뭉치 분석을 통해 단음절 방위사 ‘里’가 형용사
와 결합하는 사례(126건)을 찾고 이 비율이 전체 ‘X里’ 구조의 0.007%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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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때 각 성분의 문법화 정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21) 본고에서 조사한 심
리감정을 표현하는 결합성분 16개는 모두 2음절 형용사이며 예는 아래와 같다.
(50)邹子川感觉到了一股哀伤，这哀伤里面仿佛有死亡气息。
(51)當她和他的眼睛相遇时，这发亮的眼睛使芳林嫂第一次感到是那样温柔，
这温柔里边有着说不尽的感激和深情。
(52)而在感情破裂的哀伤和痛苦里头，在被拋弃、被背离的愤怒里头，还有一
种罪恶感时时冒出来责问着她的良心

이러한 표현은 서면어나 문학적 표현에서 주로 나타난다. 결합빈도를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절대 다수가 ‘里面’과 결합하고 ‘里边’과 ‘里头’는 극소수의 예만을 발
견할 수 있다. 명사성 성분에 대한 공간화, 범위화를 넘어서 심리감정을 범위화 한
다는 것은 ‘里面’의 문법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里边
2

里面
1.5%

125

里头

95.4%

4

총계
3.1%

131

표(5)

2. 출처 분석
1) 문체별 사용경향
2.1에서는 ‘里{边/面/头}’의 출처 분석을 통해 문체에 따른 사용경향을 알아보고
자 한다. 분석은 CCL 말뭉치22)를 이용하였으며 범위별 선택 항목에 구어와 서면
밝혔다.
21) 심리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어휘의 경우 ‘里{边/面/头}’와의 결합수량이 많지 않아
말뭉치 범위를 기존의 BCC 综合항목에서 BCC 전체 항목으로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22) BCC는 출처가 ‘综合’, ‘文学’, ‘报刊’, ‘微博’, ‘科技’로 구분되어 있지만 ‘综合’의 경우 신
문잡지부터 ‘百家讲坛’까지 모두 섞여 있고 ‘微博’도 내용 중 상당수가 문학작품이나 신
문잡지의 문장을 옮겨 놓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완전한 구어체 자료로 보기 어렵다. 반
면 CCL은 출처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항목을 선정할 수 있어 구어와 서면어의 사용경
향을 분류하는데 더 적당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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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 해당하는 다수의 출처를 입력하고 각각의 사용빈도를 초보적으로 조사하였다.
분석과정에서 각 성분의 의미기능에 따른 수량분석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① 구어의 사용경향
CCL의 출처 중에서 구어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대 희극’, ‘당대 상성(相声)’,
‘당대 구어’ 자료가 있다. 현대 희극의 경우 ‘里面’의 비중이 제일 높기는 하지만 ‘里
边’, ‘里头’ 역시 상당히 높은 사용빈도를 보여 문체에 관계없이 분류되었던 전체 비
율(7.5:76.6:15.9)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주목할 점은 북경, 천진지역 출신 相
声 예술가의 작품을 기록한 相声 자료에서 ‘里{边/头}’의 빈도가 ‘里面’을 압도하는
결과를 보여 구어에서 ‘里边’, ‘里头’가 높은 선호도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만 당대 구어자료는 ‘里面’이 여전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
다.23)

현대

당대

희극

상성(相声)

구어

里边

31.0%

43.4%

19.6%

里面

42.5%

13.2%

66.1%

里头

26.5%

43.4%

14.3%

표(6)

그래프(2)

② 서면어의 사용경향
서면어의 경우 표(7)과 같이 시대나 출처에 관계없이 ‘里面’이 높은 빈도를 나타
냈다. ‘里边’과 ‘里头’의 비율은 전반적으로 유사하나 항목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23) 이하 2절에서 수록된 표와 그래프는 각 항목별로 출처의 비중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기에 각 항목의 절대 수량은 무시한 채 모든 항목을 100%로 환산하여 그 비율
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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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당대

문학

문학

신문
잡지

인터넷

응용문

里边

17.1%

18.8%

14.7%

6.6%

10.5%

里面

71.1%

65.2%

78.5%

85.5%

78.9%

里头

11.8%

16.0%

6.8%

7.9%

10.6%

표(7)

그래프(3)

상술한 결과는 서면어와 구어에 있어서 ‘里面’과 ‘里{边/头}’가 강한 경향성을 가
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 ‘里边’과 ’里头‘의 출처 차이
앞서 CCL 분석에서 ‘里面’은 구어성이 강한 상성, 희곡을 제외한 나머지 출처에
서 압도적인 사용빈도를 나타냈는데 이는 BCC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BCC 조사
에서 ‘里面’은 의미 기능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사용도를 나타냈으며 출처는
주로 ‘微博’와 ‘文学’였다. 출처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흥미로운 사실은 ‘里边’과 ‘里
头’가 의미 기능에 따라 출처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었다.
① ‘里边’의 의미별 출처 분석
아래 표 및 그래프는 ‘里边’의 출처를 의미 항목별로 분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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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명사(용기형)의 내부공간
사물명사(비용기형)경계의 안쪽
운송수단 내부
처소명사 내부
신체부위 내부
수직 경계물 너머
집단의 범위
자연 지형물 범위
행정단위 범위
명사가 지시하는 추상공간
추상범위
비구체적 시간
구체적 시간

百家
8.9%
4.5%
9.1%
28.2%
12.5%
2.3%
36.8%
45.2%
38.0%
53.8%
74.9%
85.7%
41.4%

微博
26.8%
15.2%
36.4%
4.7%
15.9%
5.7%
6.1%
15.6%
34.0%
14.4%
9.0%
3.6%
24.1%

文学
57.1%
78.8%
50.0%
48.6%
63.9%
82.8%
46.5%
34.8%
12.0%
21.2%
11.7%
7.1%
24.1%

报刊
5.4%
1.5%
4.6%
16.1%
3.7%
5.7%
7.9%
4.4%
12.0%
9.8%
3.1%
3.6%
3.5%

科技
1.8%
0.0%
0.0%
2.4%
4.1%
4.5%
2.6%
0.0%
4.0%
0.8%
1.4%
0.0%
6.9%

표(8)

그래프(4)

구체적인 공간개념을 표현하는 항목의 경우 문학류를 출처로 한 예문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추상공간 혹은 시간범위에 해당하는 의미항목의 경우 다
수가 《百家讲坛》24)을 출처로 함이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은 문법화 정도가 높은
추상공간이나 시간범위의 표현에 있어서 ‘里边’이 덜 규범화되고 주관적이며 구어적
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상술한 심리감정의 범위화에서 ‘里边’의 사
용이 극소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사물/처소명사 > 추상명사 > 심리상태의 범위화’
로 이어지는 연계성을 지닌 문법화의 연속변이 속에서 ‘里边’의 문법화 정도가 다른
24) 《百家讲坛》은 TV 강연 프로그램의 발언으로 대화 녹취처럼 구어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문학작품보다 구어적이고 개인적인 표현의 성향을 지닌 자료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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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에 비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里头’ 의미별 출처 분석
‘里头’는 ‘里边’과 함께 구어성이 강한 표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각 의미별 출처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분석 결과는 차이를 보였다. 아
래 표(9) 및 그래프(5)와 같이 ‘里头’는 의미의 구체성이나 추상성에 관계없이, 심
지어 시간범위를 나타낼 때도 모두 공통적으로 문학을 가장 대표적인 출처로 삼았
다. 이는 상술한 ‘里边’과 구별되는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사물명사(용기형)의 내부공간
사물명사(비용기형)경계의 안쪽
운송수단 내부
처소명사 내부
신체부위 내부
수직 경계물 너머
집단의 범위
자연 지형물 범위
행정단위 범위
명사가 지시하는 추상공간
추상범위
비구체적 시간
구체적 시간

百家
7.3%
5.0%
11.9%
12.5%
2.9%
2.0%
18.9%
24.6%
15.0%
15.0%
29.0%
23.1%
16.7%

微博
21.0%
33.3%
16.9%
3.3%
10.1%
15.7%
7.2%
10.5%
10.5%
36.8%
23.3%
15.4%
12.1%

표(9)

그래프(5)

文学
66.1%
59.2%
66.1%
70.7%
79.2%
72.6%
64.4%
61.4%
56.4%
40.9%
37.6%
38.5%
50.0%

报刊
4.8%
1.7%
1.7%
12.7%
6.1%
5.9%
7.7%
3.5%
14.3%
5.5%
7.3%
15.4%
6.1%

科技
0.8%
0.8%
3.4%
0.8%
1.7%
3.9%
1.8%
0.0%
3.8%
1.8%
2.7%
7.7%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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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분석을 통해 ‘里边’, ‘里头’의 의미 기능에 따른 출처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里边’은 구체공간을 표현할 경우 ‘里{面/头}’과 마찬가지로 문
학과 微博를 주요 출처로 하지만, 추상공간이나 시간범위의 경우 구어성향이 비교
적 강한 《百家讲话》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里头’는 의미 기능의 구체성이
나 추상성에 관계없이 대부분 문학과 微博를 주요 출처로 하여 실제로 출처에 있어
서 ‘里面’과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은 ‘里{头/边}’ 모두가 구어적
성향을 지니지만 ‘里头’가 ‘里边’보다 모든 의미 기능에서, 심지어 의미가 추상화되
어도 고르게 안정적이며 규범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법화는 내용어에서 기능어로의 변화뿐 아니라 더 문법화 된 성분에서 덜 문법
화 된 성분으로의 점이적이고 연속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Givon(1979)에서 밝힌
바와 같이 문법화는 화용, 담화적인 차원에서 출발하여 통사를 거쳐 형태의 방향으
로 발전한다. Hopper & Traugott(1993)도 문법화가 화용론적 요인, 인지적 요인
으로 유발된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담론 기능을 제공하는 어휘항목들이 통사적으로
고착되고 마침내 형태론적으로 발전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구어
체에만 사용되는 표현은 화용, 담화적인 차원의 표현으로 서면어의 표현보다 규범
화 및 문법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里边’과 里头‘의 의미기
능에 따른 출처의 차이는 두 성분 간에 문법화 정도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 준
다.25)

Ⅲ. 결론
본고는 말뭉치 분석을 통해 ‘里{边/面/头}’의 사용경향을 알아보고 의미 기능과
문체상의 특성을 귀납하였다. 전반적으로 ‘里边’, ‘里面’, ‘里头’의 의미 기능은 상보
적이거나 배타적인 기능분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성분간의 빈도와 선호도의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里面’의 사용빈도가 압도적으
로 높았고 일부 의미항목에서 ‘里边’이나 ‘里头’의 사용빈도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25) ‘里边’과 ‘里头’의 문법화 정도의 차이가 다른 복합방위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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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의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의미 기능의 경향성을 유발한 이유는 ‘里{边/面/头}’간의 미세한 기능 차
이로 귀납할 수 있으며 이는 접사의 어휘의미에 영향을 받은 경우와 문법화 정도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양분할 수 있다. 우선 접사의 어휘의미에 영향을 받은 경우는
참조물과의 거리, 지시공간의 넓이 및 경계성의 차이에서 드러났다. 참조물과의 거
리에 있어 ‘里边’은 ‘边’의 어휘의미의 영향을 받아 참조물의 안쪽 벽면, 참조물에
근접한 안쪽 공간을 지시할 수 있으나 참조물에서 멀리 떨어지거나 깊은 안쪽 공간
은 선호하지 않았다. 이에 비해 ‘里{面/头}’는 이러한 근접성의 제약을 받지 않는
다. 지시공간의 넓이나 경계성에서 ‘里头’는 ‘头’의 어휘의미에 영향으로 넓고 경계
가 모호한 공간을 선호하지 않지만 ‘里{边/面}’은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법화 정도의 차이로는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와 결합하여 해당
심리상태를 범위화 하는 기능에 있어서 ‘里面’이 매우 높은 출현빈도를 보인 반면
‘里{边/头}’는 극소수의 제한된 표현만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추상적
인 상태의 범위화에서 ‘里面’이 가장 적합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해당 성분
의 문법화 정도가 가장 높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끝으로 본고는 출처분석을 통해 ‘里面’과 ‘里{边/头}’가 각각 서면어와 구어에 대
한 강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음을 수치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동일하게 구어성향
을 지닌 ‘里边’과 ‘里头’ 간에도 의미 기능에 따른 출처의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里
头’는 구체적인 장소이든 추상적 범위이든 모두 문학, 微博를 주요 출처로 하는 반
면, ‘里边’은 추상적 범위나 시간범위에 있어서 특정한 구어자료만을 출처로 하고
있어 그 표현이 상대적으로 덜 규범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유사
하게 여겨지는 ‘里边’과 ‘里头’ 간에도 기능상의 차이가 존재함을 증명한다.
본고는 분석대상을 ‘里’류 복합방위사’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그 범위를 확대한다면 방위공간 개념에서 복합방위사의 지위와 방위접
사 ‘边/面/头’의 기능 및 문법화 정도의 차이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44 《中國文學硏究》⋅제65집

첨부: 결합성분 ‘X‘의 리스트
의미항목

결합성분 ‘X’

사물명사(용기형)의
내부공간
사물명사(비용기형)의
경계 안쪽 공간
운송수단의 내부공간

口袋, 衣袋, 袋子, 盒, 盒子, 包, 包子, 包包, 钱包, 书包, 杯, 杯子,
碗, 锅, 瓶子, 柜, 柜子, 抽屉, 箱子, 冰箱, 筒, 容器
镜子, 盘子, 衣服, 外套, 被子, 被窝, 缝, 夹层

车，车子，地铁，火车，飞机，船舱，车厢
墓, 墓葬, 实验室, 宫廷, 坟墓, 园子, 车间, 院子, 浴室, 校园, 公园,
医院, 银行, 房子, 家, 大学, 屋子, 客栈, 走廊, 屋, 室, 房, 客厅, 监
처소명사의 내부공간 狱, 餐厅, 学校, 楼, 教堂, 厂, 卧室, 仓库, 大厅, 电梯, 饭店, 书房,
房间, 宿舍, 教室, 厕所, 寝室, 公司, 办公室, 店, 花园, 厨房, 会场,
公馆
신체부위 명사의
手, 嘴, 嘴巴, 喉咙, 眼睛, 眼眶, 耳朵, 鼻子, 鼻孔, 肚子, 脑, 脑子,
내부공간
脑海, 脑袋, 头脑, 胃, 血液, 血管, 细胞, 心
수직 경계물 너머의 공간 墙, 门, 柜台, 窗户, 窗子, 床
사물명사에서 파생된
电话, 电视, 电脑, 信, 书, 诗, 文章, 小说, 作品, 名字, 字
추상공간
湖, 山, 大山, 海, 海洋, 河, 风, 沙漠, 树林, 森林, 草丛, 池, 池塘,
자연 지형물의 범위
空气, 大气, 光, 阳光, 天空, 土壤, 泥土
행정구역의 범위
县, 省, 镇, 局, 市, 城市, 小区, 村, 村子
人, 女人, 男人, 学生, 人群, 军队, 队伍, 部队, 群众, 圈子, 班, 太阳
집단의 범위
系, 银河系
电视剧, 电影, 剧, 视频, 戏, 游戏, 话, 声音, 歌, 故事, 家庭, 环境,
추상범위
空间, 范围, 领域, 生命, 生活, 汉语, 文学, 思想, 爱情, 记忆, 心灵,
心底, 文化, 系统, 制度, 事, 历史, 过程
비구체적 시간범위
日子, 时间, 年代, 时期, 时代, 世纪
구체적 시간범위
分钟, 小时, 天, 月, 年
幸福, 痛苦, 沉默, 温柔, 成熟, 寂寞, 高兴, 激动, 矛盾, 喜悦, 哀伤,
심리감정의 범위화
忧愁, 惊喜, 快乐, 惊慌, 惊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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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稿采用语料库分析方法，找出“里边”、“里面”、“里头”的使用倾向，归纳
出其功能和语体上的差异。整体而言，“里边”、“里面”、“里头”功能的区分不太明
显，稍有混用的趋势。但在有些功能上，“里边”或“里头”的使用频率显示稍微增
加或减少，这正好证明“里边”、“里面”、“里头”功能确有不同之处。
“里边”、“里面”、“里头”的功能差异主要表现在如下两个方面。第一是方位
词缀“边”、“面”、“头”的语义所致的影响，第二是“里边”、“里面”、“里头”之间语法
化程度不同。首先，方位词缀“边/面/头”的使用倾向对离参照物的距离和所指
的空间大小造成影响，结果在表示参照物内部壁面或离参照物很近的空间时，
只有“里边”即可。至于浩大而无边界的空间，一般不太选用“里头”。其次，在“形
容词+方位词”的结构中，“里边”、“里面”、“里头”的使用频率相差深远，“里面”最
多，“里边”及“里头”几乎寥寥无几，表明“里边”、“里面”、“里头”的语法化程度不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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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于“里边”、“里面”、“里头”的语体，语料库分析结构显示，“里面”多用于书
面语，而“里边”、“里头”富有口语色彩。此外，“里边”和“里头”根据语义功能不
同，例句来源也稍微不同，证明“里边”、“里头”在语体和语法化程度上存在一些
差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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