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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본고는 중한 속격구조 ‘Gen的N’, ‘Gen의N’, ‘Gen적(인)N’이 ‘명사성 수식성분+

표지+명사 피수식 성분’이라는 동일한 통사구조에서 의미기능의 비대칭 관계를 보

이는 현상에서 출발하여, 중한 속격구조의 통사 의미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그 보편

적 특징을 이해하는 동시에 ‘的’, ‘-의’, ‘-적(인)’의 개별 특성을 귀납하였다.

통사 분석 결과, 중국어 속격표지 ‘的’와 결합하는 ‘Gen’은 거의 모든 민명사

(bare noun)하며 일부 ‘Gen’은 명사임에도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아 속성을 표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的’의 한국어 대응성분으로 불리는 ‘-의’는 결합 가능한 ‘Gen’ 

유형이나 자립성 등 측면에서 ‘的’에 거의 완벽하게 대응하지만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어 ‘Gen的N’ 구조가 표현하는 일부 기능을 담당하지 못한다. 반면 ‘Gen

적(인)N’ 구조는 결합 가능한 ‘Gen’ 성분에 제약이 있지만 정도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의’가 담당하지 못한 ‘Gen的N’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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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的/의/적(인)}N’의 기능 차이는 의미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원형적 

소유의미의 경우 ‘的’와 ‘의’가 각각 중한 표지로 사용되지만 비원형적 소유의미, 특

히 추상적 소유관계는 ‘的’, ‘-의’ 외에 ‘-적(*인)’이 표지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의’

와 ‘-적(*인)’의 교차적인 기능범위가 설정된다. ‘Gen’이 ‘N’의 성질을 묘사하는 속

성묘사의 기능의 경우, 결합하는 ‘Gen’의 구조나 품사에 따라 ‘的’가 ‘-의’ 혹은 ‘-적

(인)’ 중 하나에 대응하며 이 때 ‘-의’와 ‘-적(인)’은 상보적 관계를 가진다. 

‘Gen’과 ‘N’의 관계가 양도불가능한 소유나 대상의 속성 등 분리할 수 없는 내, 

외적 관계인 경우 일반적으로 표지를 생략하거나 생략 가능한 반면, 양도가능한 소

유나 임시적인 수식구조의 경우 속격표지를 잘 생략하지 않는다. 이는 언어학적 보

편성으로 본고의 분석과정에서도 입증되었다. 또한 중국어 표지 ‘的’와 한국어 표지 

‘-의’ 간에 생략 범위의 언어 개별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과 한국어 ‘-적(인)’의 특

수한 사용조건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Ⅰ. 서론

‘的’는 중국어에서 명사와 그 수식어를 연결하는 속격표지(genitive marker)1)로

서 사용빈도가 매우 높다. ‘的’는 ‘수식성분+的+N’(이하에서는 ‘Gen2)的N’으로 표

 1) Lander(2008)는 속격(genitive case)이란 어떤 명사류를 수식하는 성분(단어, 구, 

절)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속격의 주요 기능을 ‘소유자가 포함된 속격구가 소유물과 

소유관계에 의해 연결되었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속격하면 소유

격(possessive case)을 말하는데 Timothy Shopen(2007)은 이 두 용어의 사용상에 

적잖은 혼동이 존재함을 지적하였다. 그는 술어성 소유격(She has three children)으

로 인한 용어상의 중복으로 속격구조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밝혔으나 실제 속격과 

소유격은 의미범위에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본고는 속격과 소유격의 정의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며 이 두 개념이 표현하는 의미 

범위의 차이와 그 형식의 대응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속격은 넒은 의미범위를 가지는 

반면 소유격은 그 안의 일정 범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형적인 소유격은 속격과 

의미범위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고에서 다루는 중한 속격구조의 의미범

위는 물리적인 소유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보다 넓은 의미까지 포괄한다. 따라서 본고

는 기본적으로 속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소유의미만을 지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

도로 소유 혹은 소유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한 속격구조의 통사  의미특성 고찰  77

현)의 구조를 구성하는데 그 형식적 단순성에 비해 표현하는 의미는 상당히 다양하

다. 이는 한국어 대응형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1) a. 你看见 明的包包了吗？

b. 당신 소명의 가방을 봤습니까?

(2) a. 熟练以后便变为机械的动作了。

b. 익숙해지면 기계적인 동작이 된다.

(3) a. 这不仅仅是国家的问题，也是个人的问题。

b. 이것은 국가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다.

c. 이것은 국가적(인)3) 문제일 뿐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상술한 예문(1)에서 ‘的’는 한국어 ‘-의’에 대응하며 소유자와 소유물의 소유관계

를 표현한다. 반면 예문(2)a의 ‘的’는 형식적으로 예문(1)a와 동일하지만 그 의미관

계는 소유가 아닌 ‘동작’의 속성에 대한 묘사이며 한국어 대응형식도 ‘-적인’이 된다. 

예문(3)a의 ‘国家的问题’는 한국어의 ‘-의’와 ‘-적(인)’ 모두로 대체될 수 있다. 상술

한 예문은 한국어에서 다른 형식으로 표현되는 의미가 중국어에서 단일한 ‘Gen的

N’ 구조로 표현됨을 보여준다. 이처럼 중국어의 ‘Gen的N’ 구조가 한국어 대응에 

있어서 一 一이 아닌 一 多의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이 구조가 가지는 다의미성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이다.

본고는 중국어 속격구조 ‘Gen的N’의 다의미성이 언어학적으로 가지는 의미를 고

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Gen的N’ 구조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한국어 구조인 

‘Gen의N4)’, ‘Gen적(인)N’의 어법특성을 통사, 의미적 각도에서 비교 분석하고 이

를 통해 중한 속격구조가 가지는 보편성과 개별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Gen’은 ‘genitive case’의 약칭으로 본고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성분의 기호로 사용

되었다. 본고에서 다루는 ‘Gen’은 기본적으로 명사성 성분이지만 소수의 ‘수사+양사구

가 포함된다, 또한 중한 언어 대응과정에서 품사 불일치가 발생함으로 인해 일부 명사

와 형용사의 겸류사가 포함될 수 있다.

 3) ‘Gen적(인)N’ 은 ‘-적’과 ‘-적인’을 모두 포함하며 이에 관해서는 3.2에서 다루고자 한다.

 4) 한국어 띄어쓰기 표기법에 따르면 ‘-의’나 ‘-적(인)’은 수반하는 ‘N’과 띄어 쓰는 것이 옳

다 그러나 본고는 이를 구조를 도식화한 기호형식으로 사용한 것이기에 중간의 띄어쓰

기를 생략하고 ‘Gen의N’ ‘Gen적(인)N’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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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분석  연구방법

1. 선행연구 분석

그동안 중국어학계에서는 중국어 ‘的’에 관한 논문이 다양한 각도에서 다수 발표

되었다.5) 그러나 속격표지로서 ‘的’의 기능을 다른 언어와 비교한 연구는 그리 많

지 않다. ‘的’와 영어, 일본어, 베트남어의 해당 성분을 비교한 논문6)이 일부 발표

되었으나 대부분 번역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다. 한국어 비교연구 역

시 그 수가 많지 않으며, 특히 ‘的’의 기능을 언어학적 각도에서 분석하고 이를 ‘-의’, 

‘-적’과 동시에 비교한 논문은 전무하다. 

대표적인 연구로 중국학계에서 발표된 沈志暎(2011), 栾桐(2015)과 국내에서 

발표된 정향란(2007), 서허(2009), 서성(2010), 경연(2012) 등을 들 수 있다. 

沈志暎은 한국어 ‘-적’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중국어 성분을 비교하였는데 특히 정도

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栾桐도 한국어 ‘-적’과 중국어 ‘的’의 대응관계를 중점적으

로 묘사하였다. 서성은 형태론적 각도에서 ‘的’와 ‘-적’의 기능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的’와 ‘-적’이 모두 명사 뒤에 분포하는 공통점을 가졌지만 동사의 뒤에는 ‘的’

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서허와 경연은 ‘的’와 ‘-적’의 통사 의미적 특징을 비

교하였다. 정향란은 ‘-의’와 ‘的’를 비교하였으며 특히 선행어와 후행어의 의미관계

를 중심으로 ‘-의’의 생략현상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들 연구는 대부분 한국어에서 출발한 비교 분석으로 중국학생들이 ‘的’를 한국

어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분석 위주로 진행되었다. 또한 연구대상도 

‘-적’과 ‘-의’를 구분하여 ‘的’와 ‘-적’ 혹은 ‘的’와 ‘-의’ 간의 일대일 대응에 집중하고 

있어 ‘Gen的N’ 구조의 다의미성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성과를 중국어 

연구 및 교육에 적용하는 데도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선행연구 성과

 5) ‘的’에 관한 연구는 종류와 수량이 광범위하여 본고는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속

격표지 ‘的’와 타 언어의 대응형식 비교에 관한 논문만을 선행연구 범위로 선정하였다. 

 6) ‘的’와 영어 대응성분과의 비교 연구로 周雷云(1998), 朱建祥(2003), 刘国辉(2009), 

肖友泉(2012), 马晓红(2014), 许华 (2016)이 있으며 일본어의 비교연구로 宋义

淑⋅韩月玲(2000), 李敏(2010), 吴金霞⋅赵磊(2011), 田颖超(2015)가 있다. 베트

남어의 비교연구는 乔氏云英(2011)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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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반으로 ‘的’와 ‘-의’, ‘-적(인)’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중국어 속격구조 ‘Gen的

N’의 다의미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속격과 소유격에 관한 언어학 이론의 바탕 

위에 이들 구조의 보편적 그리고 개별적 특징을 귀납하고자 한다. 

2. 본고의 연구방법  연구 상

본고는 중국어 ‘Gen的N’ 구조와 한국어 ‘Gen{의/적(인)}N’ 구조의 통사 특성과 

의미관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코퍼스 분석법을 채택하였으며 

필요시 모어화자를 통해 언어자료나 예문을 추가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구체적으로 

북경어언대학(北京语 大学)에서 구축한 개방형 코퍼스 BCC의 ‘신문잡지(报刊)’항

목에서 ‘Gen的N’ 구조 예문 500개를 추출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추출과정에서 

예문은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중국어 자료

를 대상으로 통사 의미 분석을 진행한 뒤,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대응성분인 ‘Gen

{의/적(인)}N’ 예문을 수집하였다. 한국어 예문은 한국어 모어화자가 중국어 예문

에 근거하여 대응표현을 선정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며 예문의 문법성과 적정성 확보

를 위해 말뭉치, 관련 논문, 포털사이트 검색 등의 확인 과정을 거쳤다. 

추출된 ‘Gen的N’ 예문 500개를 대응하는 한국어 ‘Gen{의/적(인)}N’ 구조로 분

류한 결과는 아래 <표1>과 같다. 

‘Gen의N’  ‘Gen (인)N’ ‘Gen{의/ (인)}N’7) 총계

수량 351 5 144 500

비율 70.2% 1% 28.8%

문

他的手机 决定性的因素 地区的特性

그의 핸드폰 결정 (인) 요소
지역의 특성

지역 (인) 특성

<표1> ‘Gen的N’의 한국어 응성분에 한 정량분석

이하 3장과 4장에서는 ‘Gen的N’과 ‘Gen의N’, ‘Gen적(인)N’의 통사 특성과 의미 

특성을 각각 분석하고자 한다. 

 7) 대응성분으로 ‘-의’과 ‘-적(인)’이 모두 가능한 중의성을 지닌 ‘Gen的N’ 수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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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Gen{的/의/ (인)}N’ 구조의 통사 특성 비교

1. ‘Gen’의 유형 분류

속격구조에서 수식성분 ‘Gen’은 수반하는 ‘N’ 의미의 닻(anchor)8)을 내리는 역

할을 한다. 아래에서는 우선 중국어 ‘Gen的N’ 구조에 출현한 ‘Gen’의 유형을 분류

하고 이어 중한 속격구조 ‘Gen{的/의/적(인)}N’의 ‘Gen’ 유형을 비교하고자 한다. 

1) ‘Gen的N’ 구조  ‘Gen’의 유형 고찰

본고는 코퍼스에서 추출한 500개 중국어 예문을 대상으로 ‘Gen’의 유형을 분류

하였다. 기본적으로 대다수가 민명사(bare noun)이기 때문에 우선 명사와 기타 구

조로 분류한 뒤 명사를 다시 유형별로 세분하였다. 분류는 朱德熙(1982)의 기준을 

참고하였다. 朱德熙는 명사를 (1)가산명사 (2)불가산명사 (3)집합명사 (4)추상명

사 (5)고유명사9)로 구분하였는데, 본고는 불가산명사와 추상명사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구체]의 의미자질을 추가하였다. 즉, 개체양사를 부가할 수 없는 명사 중에

서 [-구체]의 자질을 지닌 부류는 추상명사로, [+구체]는 불가산 명사로 분류하였

다. 이 과정을 거쳐 <표2>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8) Lander(2008)는 소유격이 소유자를 통해 소유물의 개념을 수립하는 것을 ‘닻내림

(anchor)’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소유물을 맥락에 연결시킨다고 밝혔다. 가장 좋은 ‘닻

내림’은 구체성(concrete), 유생성(animate), 한정성(definiteness)을 지닌 것으로 대

명사류가 그러하다. 이러한 특성을 지니지 않은 소유격은 비원형적 소유의미를 나타내

며 이는 종종 형용사와 같은 비소유격 구조로도 나타난다.

 9) (1)가산명사: 자신만의 개체양사를 가진다(书(本)) (2)불가산명사: 개별적인 개체양사

가 없고 다음 3종류 양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a)도량형 양사(一尺 , 一斤肉) 

(b) (a)류 명사에서 전용된 양사(一桶水) (c)부정양사(一点儿水, 一些药) (3)집합명

사：군집을 표현하는 양사나 부정양사와만 결합한다(一批军火) (4)추상명사: ‘种’, ‘点

儿’, ‘些’나 ‘次’, ‘回’, ‘遍’등의 동량사를 부가할 수 있는 명사를 말한다(这种观念, 一种

风气) (5)고유명사: 일반적으로 양사의 수식을 받지 않는 명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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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기타

구조
총계

가산 불가산 집합 추상 고유

수량 270 14 14 151 39 12 500

비율 54% 2.8% 2.8% 30.2% 7.8% 2.4%

문
国家

业

水

钱

父母

子女

历史

关系

中国

西方
300部

<표2> ‘Gen的N’  ‘Gen’의 유형 분류

500개 예문 중에서 가산명사 ‘Gen’이 54%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추상명사가 

30.2%를 차지하였다. 반면 불가산명사나 집합명사, 고유명사는 소수에 불과했다. 

기타구조는 모두 수량구 형식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했다.

2) ‘Gen{的/의/ (인)}N’ 구조  ‘Gen’의 유형 비교 

이하에서는 앞서 제시한 ‘Gen’의 분류항목을 기준으로 한국어 ‘Gen{의/적(인)}N’ 

의 ‘Gen’을 분류, 비교하였다. 

‘Gen’이 가산명사인 경우 ‘的’나 ‘-의’는 결합이 자유롭다. 그러나 ‘-적(인)’은 모든 

가산명사와 결합 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래 예문과 같이 일부는 ‘-적(인)’과 결합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불가능하다.

(4) a. 学的操场 b. 초등학교의 운동장 c. *초등학교적 운동장

(5) a. 业的战略 b. 기업의 전략 c. 기업적(인) 전략10)

‘Gen’이 불가산명사인 경우 ‘的’와 ‘-의’는 결합이 가능하지만 ‘-적(인)’은 결합이 

불가능하다. 예문은 아래와 같다.

(6) a. 钱的作用 b. 돈의 역할 c. *돈적 역할

(7) a. 粮食的问题 b. 식량의 문제 c. *식량적 문제

10) 예문(5)c의 ‘기업적 전략’은 실체를 가진 가산명사 ‘기업’에 ‘-적’이 부가됨으로써 이러한 

기업들이 가지는 공통의 속성을 표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김용석(1986)은 ‘교과서

적’이라는 예로 들며 실체성(substantiality)을 가진 명사가 ‘-적’과 결합하여 해당 실체

가 공통으로 지니는 속성(property)을 나타내는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이들 명

사는 구체적인 특정명사(전화기, 타자기)보다는 통칭(기계)의 특징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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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이 집합명사인 경우 ‘的’와 ‘-의’는 결합이 가능하지만 ‘-적(인)’은 불가능하

다. 예문은 아래와 같다.

(8) a. 子女的安危 b. 자녀의 안전 c. *자녀적 안전

(9) a. 父母的钱 b. 부모의 돈 c. *부모적 돈

‘Gen’이 추상명사인 경우 ‘的’나 ‘-의’, ‘-적(인)’ 모두 결합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의’는 비원형적인 소유관계11)를 묘사하고 ‘-적(인)’은 주로 ‘N’의 속성을 묘

사한다. 예는 아래와 같다. 예문(12)와 같이 ‘N性’ 형태의 추상명사는 한국어로 대

체할 때 ‘-적(인)’이 가능하고 ‘-의’는 불가능하다.

(10) a. 现代的生活 b. 현대의 생활 c. 현대적(인) 생활

(11) a. 全世界的问题 b. 전 세계의 문제 c. 전 세계적(인) 문제

(12) a. 理论性的方法 b. *이론성의 방법 c. 이론적(인) 방법12)

‘Gen’이 고유명사인 경우 기본적으로 ‘的’, ‘-의’, ‘-적(인)’ 모두 결합이 가능하며 

이 때 ‘-의’와 ‘-적(인)’은 각각 소유와 속성묘사의 기능을 가진다. 다만 ‘-적(인)’은 

고유명사가 모종의 속성을 함축할 경우13)에만 가능하다. 예문은 아래와 같다.

(13) a. 韩国的设计 b. 한국의 디자인 c. 한국적(인) 디자인

(14) a. 明的衣服 b. 소명의 의복 c. *소명적(인) 의복

11) 소유의미의 원형성과 비원형성은 4장의 의미 분석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12) 중한 대응과정에서 반드시 형태소의 일대일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理性性的

方法’는 ‘-性’의 속성 의미를 고려하여 ‘이론적(인)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만약 형태소 그대로 ‘*이론성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한국어에서 비문이 된다. 

13)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적(인)’과 결합할 수 있는 고유명사는 국가나 지역명(中国，韩

国，西方), 민족이나 국민(中华民族，中国人，华侨), 사상이나 이념(帝国主义，民主

主义，共产主义，资本主义义)，계급이나 조직(资产阶级，共产党员，党委，党组织) 

등이고 이 때 고유명사는 사물의 지시보다는 속성을 표현한다. 반면 ‘-적(인)’과 결합할 

수 없는 고유명사는 사물을 지시하는 기능이 강한 것들로 ‘31军，主席，1路(公交)，人

民 ，A城，3G网杯’ 등이 본고의 언어자료에서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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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기타 구조는 ‘수사+양사’ 구조를 말한다. 이 경우 ‘的’와 ‘-의’는 결합 가능

하지만 ‘-적(인)’은 결합이 불가능하며 예문은 아래와 같다. 

(15) a. 1000年的历史 b. 천 년의 역사 c. *천 년적(인) 역사

(16) a. 200家的 业 b. 200개의 기업 c. *200개적(인) 기업

중국어 ‘Gen的N’과 한국어 ‘Gen{의/적(인)}N’ 구조의 ‘Gen’ 유형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3>과 같다. 

명사 기타

구조
총계

가산 불가산 집합 추상 고유

‘的’
270 14 14 151 39 12 500

54% 2.8% 2.8% 30.2% 7.8% 2.4%

‘의’
270 14 14 148 39 12 495

54% 2.8% 2.8% 29.8% 7.9% 2.4%

‘ (인)’
56 0 0 79 14 0 149

37.6% 0% 0% 53% 9.4% 0%

<표3> ‘Gen的N’과 ‘Gen{의/ (인)}N’의 ‘Gen’ 유형 비교 분석

‘Gen’이 민명사인 경우, ‘的’와 ‘의’는 결합유형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적(인)’은 

제약이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的’와 ‘-의’는 가산명사와의 결합이 절반 이상을 차지

하는 반면, ‘-적(인)’은 추상명사와의 결합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대로 ‘的’와 ‘-

의’는 추상명사와의 결합이 두 번째로 높고 ‘-적(인)’은 가산명사와의 결합이 두 번

째로 높았다. 수량구인 기타 구조는 ‘的’와 ‘-의’만 결합가능하고 ‘-적(인)’은 불가능

했다. ‘Gen的N’ 구조 중 일부는 ‘-의’와 ‘-적(인)’ 모두로 대체되는 중의성을 가진다.

2. ‘Gen’의 정도부사 수식 가능성

1) ‘Gen的N’ 구조  ‘Gen’의 정도부사 수식 가능성 고찰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어 ‘Gen的N’ 구조에서 일부 ‘Gen’은 정도부사 ‘很’이

나 ‘非常’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정도부사의 수식 가능 여부에 따라 ‘Gen的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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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개 예문을 분류해 보면 아래 <표4>과 같다.

수식가능 수식불가 총계

수량 73 427 500

비율 14.6% 85.4%

<표4> ‘Gen的N’  ‘Gen’의 정도부사 수식 가능 여부 

예문(17)과 같이 ‘Gen’이 ‘很’, ‘非常’의 수식을 받는다는 것은 명사 ‘Gen’이 정도

성을 지님을 의미하며 14.6%에서 이러한 특성이 발견되었다.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Gen’14)은 품사적으로 명사이지만 속성을 표시하는 형용사적 특성을 보유하

거나 형용사와 겸류사15)이다. 반면 85.4%는 예문(18)처럼 정도부사의 수식이 불

가능하다. 정도부사의 수식 가능성은 해당 구조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17) a. 女人的性格 b. 很女人的性格

(18) a. *很先生的耳朵 b. *很银行的钱

2) ‘Gen{的/의/ (인)}N’ 구조  ‘Gen’의 정도부사 수식가능성 비교

중국어 ‘Gen的N’과 한국어 ‘Gen{의/적(인)}N’ 구조에서 ‘Gen’의 정도부사 수식 

가능성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기본적으로 아래 예문(19)와 같이 소유관계만

을 표현하는 ‘Gen的N’ 구조와 대응하는 한국어 ‘Gen의N’는 수식을 받을 수 없다. 

(19) a. 师的书 → *{很/非常} 师的书

b. 선생님의 책 → *{매우/아주} 선생님의 책

‘의’와 ‘-적(인)’ 모두로 대응 가능한 중의구조인 ‘Gen的N’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Gen的N’ 구조에서 일부 ‘Gen’은 명사이지만 정도성

을 보유하고 있기에 ‘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예문(20)a의 ‘质量’은 정도부사의 

수식이 불가능하지만, (21)a의 ‘韩国’는 수식이 가능하다. 이들의 한국어 대응표현

14) 이러한 예로 ‘他很中国’, ‘这是一个很个人的东西’, ‘这个 饰品很民族’ 등이 있다. 

15) 본고 조사대상의 예로 经济，和平，系统, 标准，保险，精神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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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의’와 ‘-적(인)’이 모두 가능하다. 우선 ‘-의’를 사용하여 소유를 표현하는 경우, 

예문(20)b, (21)b처럼 모두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반면 ‘Gen적(인)N’ 

구조의 경우 결합구조에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예문(20)c, (21)c처럼 ‘Gen적N’ 

으로 표현될 경우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지만, ‘Gen적인N’은 결합하는 

‘Gen’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품질’은 (20)d처럼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지만 ‘한국’은 (21)d처럼 수식이 가능하다. 

(20) a. 质量的差 → *{很/非常}质量的差

b. 품질의 차이 → *{매우/아주} 품질의 차이

c. 품질적 차이 → *{매우/아주} 품질적 차이

d. ??품질적인 차이→ *{매우/아주} 품질적인 차이

(21) a. 韩国的 食店 →  {很/非常}韩国的 食店

b. 한국의 식당 → *{매우/아주} 한국의 식당

c. ??한국적 식당 → *{매우/아주} 한국적 식당

d. 한국적인 식당 →  {매우/아주} 한국적인 식당

‘-적(인)’에 관해 국어학계에서는 ‘-적’과 ‘-적인’의 기능을 구분하여 보는 견해가 

있다.16) 이들은 술어형 구조인 ‘S는 –적이다’ 형태로의 교체가능 여부에 따라 가능

하면 ‘-적(인)’으로 표현되는 반면, 불가능하면 ‘-적’으로 표현된다고 보았다. 이 때 

‘-적(인)’과 결합할 경우 정도성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적’과만 결합하고 ‘-인’의 

부가가 비문법적인 경우는 정도성을 가지지 못하고 이 때 ‘-적’은 수식과 피수식 성

분의 연결기능을 가진다고 밝혔다. 예문(20)은 ‘*차이가 품질적이다’로 교체가 불가

능하므로 ‘품질적 차이’가 정확한 표현이고 ‘품질적인 차이’는 원칙적으로 비문이 된

다.17) 이 때 ‘품질적 차이’는 엄밀하게 말해서 중국어의 ‘在质量上的差 ’에 해당하

16) 본고는 중국어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논문이기에 ‘-적’과 ‘-적인’의 분류는 깊게 다루지 

않을 것이며 중국어의 대응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능 차이만을 보겠다. ‘-적(인)’에 관한 

분석은 김용석(1986), 임유종(1994), 김광해(1995) 등을 참고하였다. 

17) 파생어미 ‘-적인’이 가지는 높은 생산성 및 조어능력으로 인해, ‘-적’과 ‘-적인’이 구어에

서 명확한 경계 없이 혼용되는 상황이 존재한다. 특히 ‘-인’의 부가가 무조건적으로 발

생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모순이 논리적이다’는 비문이기 때문에 ‘논

리적 모순’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실제 언어사용과정에서는 ‘논리적인 모순’의 표현도 화

자에 따라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본고는 문법적으로는 비문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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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정도부사 수식이 불가능하다(*매우 품질적 차이). 반면, 예문(21)은 ‘식당이 한

국적이다’의 형식으로 교체가 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한국적인 식당’이 올바른 

수식구조이며 ‘*한국적 식당’은 비문이 된다. 결과적으로 ‘매우 한국적인 식당’과 같

이 정도부사 수식이 가능하며 이는 한국적 특색을 풍부하게 지닌 식당을 의미한다. 

이처럼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적인’ 구조는 정도성을 표현할 수 있다. 

끝으로 ‘-의’와 결합이 불가능한 ‘Gen(N性)’의 경우 중국어에서는 정도부사의 수

식이 불가능하다. 대응하는 한국어 형식으로 ‘-적’과 ‘-적인’이 모두 가능한데 이 때 

‘-적인’은 정도부사의 수식이 가능하다.

(22) a. 决定性的因素 → *{很/非常}决定性的因素

b. 결정적 요소 → *{매우/아주} 결정적 요소

c. 결정적인 요소 →  {매우/아주} 결정적인 요소

상술한 분석을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소유의미 ‘Gen的N’과 이에 대응하

는 ‘Gen의N’는 일괄적으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Gen적N’ 구조는 중

국어의 ‘在Gen上的N’으로 교체가 가능하며 이는 어떤 범위 안에 존재하는 ‘N’을 의

미하는 비원형적 소유의미18)이기 때문에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반면 

‘Gen적인N’은 ‘Gen’은 정도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식이 가능하다.

‘-의’ ‘- ’ ‘- 인’ 정도부사 수식 가능

‘Gen的N’

○ X X 수식불가

X ○ X 수식불가

X X ○ 수식가능

X ○ ○ ‘- 인’ 수식가능

‘- ’ 수식불가

<표5> ‘Gen的N’에 응하는 ‘Gen{의/ (인)}N’ 의 정도부사 수식 여부

3. ‘Gen’의 자립성

다음으로 ‘Gen’의 자립성(Free)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的’나 ‘-의’와 공기하는 

구어에서 사용될 수도 있는 예문을 ‘??’로 표시하였다. 예로 ‘기술적 진보’가 있다.

18) 이하 4장 의미 분석에서 전체-부분관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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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은 모두 자립성을 지니는 반면 ‘-적(인)’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때 대다수

의 ‘Gen’은 자립적이지만 예(25)b와 같이 소수는 비자립적 특성을 지닌다. 

(23) a. 水的特性: 水(F) b. 书的意义: 书(F)

(24) a. 사회의 문제: 사회(F) b. 한국의 수도: 한국(F)

(25) a. 역사적 문제: 역사(F) b. 소극적(인) 태도: *소극(F)19)

자립성 여부에 따른 결과는 아래 <표6>과 같다.

결합 성분 자립성

‘的’ 모든 ‘N’ +

‘의’ 모든 ‘N’ +

‘ (인)’
가산명사, 추상명사, 고유명사

(단 한자어나 외래어로 제한)
±

<표6> ‘Gen的N’, ‘Gen{의/ (인)}N’  ‘Gen’의 자립성 여부 분석

4. 소결

인지언어학 이론에 따르면 ‘범주(category)’란 사람이 사물에 대해 가지는 보편적

이고 본질적인 개괄과 반영이고 범주화(categorization)란 다른 사물을 하나의 유

형으로 귀납하는 과정이다. 범주화는 범주 성분의 공통된 특성에 따라 구축되며 

‘Gen的N’, ‘Gen의N’, ‘Gen적(인)’의 통사적 공통점 역시 이들의 범주화에 영향을 

미친다. 아래는 상술한 통사 분석을 기준으로 각 구조의 범주영역을 도식화하였다.

19) ‘소극적’에 출현하는 ‘소극(消極)’은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거나 상황을 개선하려는 기백

이 부족하고 비활동적임’이라는 의미로《표준국어대사전》의 품사분류에 따르면 명사이지

만 자립성을 지니지 못한다. 이처럼 ‘-적(인)’과 결합하는 일부 ‘Gen’은 비자립적인 특

성을 지니는데 유사한 예로 ‘적극적/합리적/광적/전적’ 등이 있다. 이들 어휘는 주로 한

국어에서 명사지만 중국어에서 형용사로 표현되는 품사 불일치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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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Gen’의 유형에 따른 범주 도식

<그림1>을 보면 ‘-적(인)은 가산명사, 고유명사, 추상명사와만 결합이 가능한 반

면 ‘的’와 ‘-의’는 모든 명사류와 결합이 가능하다. 즉 ‘Gen’ 유형에 있어서 ‘的’와 ‘-

의’은 공통된 특성을 지닌 반면, ‘-적(인)’은 일부만을 공유한다. 

정도부사의 수식 가능성도 아래 <그림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2> ‘Gen’의 정도부사 수식 여부에 따른 범주화

‘Gen的N’의 ‘Gen’ 중 일부는 정도성을 표현할 수 있는 명사라서 정도부사의 수

식이 가능하지만 소유관계의 소유자를 지시할 경우는 수식이 불가능하다. 즉, 결합

가능과 불가능 영역 모두에 해당된다. 반면 ‘-의’는 정도부사와 결합이 전혀 불가능

하다. ‘Gen적(인)N’의 경우 ‘-적’ 구조는 수식이 불가능하지만 ‘-적인’은 수식을 받

을 수 있다. 즉, ‘Gen적(인)N’ 구조 내부적으로 어법 특성의 차이가 존재한다.

끝으로 ‘Gen’의 자립성에 있어서 중국어 ‘Gen的N’ 구조나 한국어 ‘Gen의N’ 구조

의 ‘Gen’은 모두 자립적이다. ‘-적(인)’의 경우 다수가 자립적이지만 소수 의존적(비

자립) 성분도 존재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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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Gen’의 자립성에 따른 범주화

이상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중한 속격구조 ‘Gen的N’, ‘Gen의N’, ‘Gen적(인)N’의 

통사적 특징을 확인하였다. ‘的’는 결합 가능한 ‘Gen’ 범위가 가장 크고 정도성을 

지닌 동시에 명사의 특징인 자립성도 지닌다. ‘-의’는 결합하는 ‘Gen’ 유형이 넓고 

자립성도 있어 기본적으로 ‘的’와 유사하지만 정도성에 있어서 중국어 ‘的’와 달리 

제약을 받는다. ‘-적(인)’은 한자어나 외래어로 구성된 가산명사, 추상명사, 고유명

사와만 결합하는 등 제약이 강하다. 그러나 일부 ‘Gen’이 정도성을 지니고 있어 정

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즉, ‘-의’가 담당하지 못한 영역을 분담하고 있다.

Ⅳ. ‘Gen{的/의/ (인)}N’ 구조의 의미 특성 비교

소유는 속격구조의 가장 대표적이며 기본적인 의미지만 유일한 의미는 아니다. 

속격구조는 소유의미 외에 다양한 비원형적 소유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대상의 속

성에 대한 묘사기능도 가질 수 있다. 

Timothy Shopen(2007)은 속격구조의 의미영역은 단순히 ‘소유’라는 단어가 지

시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영역을 차지한다고 밝히면서 소유자와 소유물의 소유관계

(John’s sandwich)외에 친족관계(John’s sister), 부분-전체관계(the bottom of 

the basket), 다른 추상적 관계(John’s birthday, the population of London, 

the mayor of London, the destruction of the city, the arrival of the 

enemy) 등도 모두 속격구조의 의미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Dixon(2010)도 소

유의미의 유형을 (1)일시적 소유(John’s car), (2)전체-부분관계(Mary’s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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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or of the cabin), (3)혈연이나 결혼으로 인한 친족관계(My mother), (4)

자질 혹은 속성(John’s temper), (5)방향 혹은 위치(the front of the van), (6)

관계(Carol’s ancestral village), (7)명사화(John’s discovery, the refugees’ 

settlement)로 구분했다.

Lander(2008)는 소유의미의 원형성에 주목하였다. 그는 속격을 전형적인 소유

와 비전형적인 소유로 구분하였는데 전형적인 소유는 ‘Gen’이 구체, 유생, 한정의 

특징을 지닌 반면 비전형적 소유20)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Seilor(1983)21)는 

원형적 소유의 특징으로 (1)소유자가 유생(일반적으로 사람, 더 원형적인 경우 1인

칭 자아)일 것, (2)소유물이 감지 가능하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사물일 것, (3)소유

자는 주동적, 소유물은 피동적일 것(①소유물이 소유자의 지배나 통제를 받거나 ②
소유관계가 독점적인 경우)를 들었다. 본고는 상술한 이론을 근거로 ‘Gen的N’와 

‘Gen{의/적(인)}N’ 구조가 표현하는 의미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1. ‘Gen的N’ 구조의 의미 분류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분류한 결과 ‘Gen的N’는 ‘Gen’과 ‘N’의 의미관

계에 따라 크게 원형적 소유의미, 비원형적 소유의미, 속성묘사로 분류되었고 이는 

다시 하위 의미로 세분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20) Lander는 (1)동사가 다른 술부의 논항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명사적 특징을 요구하는 

경우, (2)속격이 관계절의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 (3)속격이 수량구조에 사용된 경우, 

(4)속격항목이 같은 지시체의 다른 명사적 특징을 포함한 경우, (5)속격이 부치사

(adposition)나 공간부사의 목적어를 표지하는 경우를 비전형적 소유의 예로 들었다.

21) 张敏(1988)을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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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소유     비원형  소유     속성묘사

문 수량 비율강   ←         지시성       →    약
약   ←         묘사성       →    강

① 친족 계 他的父母 3 0.6%

② 유생물-신체부 계 先生的耳朵 1 0.2%

③ 물리  소유 계 王的钱 109 21.8%

④ 체-부분 계 杯子的图案 12 2.4%

⑤ 체-부분 수량 계 总额的七分之一 4  0.8%

⑥ 창작자-결과물 계 主席的著作 7 1.4%

⑦ 추상  소유 계 价格的标准 209 41.9%

⑧ 추상  소유 계 & 속성묘사 个人的问题 133 26.6%

⑨ 수량속성묘사 300部的电影 12 2.4%

⑩ 성질묘사 群众性的活动 10 2%

총계 500

<표7> ‘Gen的N’  ‘Gen’과 ‘N’의 의미 계 분류

<표7>의 좌측은 원형적 소유의미로 대부분 ‘Gen’이 유생성, 구체성, 한정성을 지

니고 ‘N’은 ‘Gen’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친족, 신체부위 혹은 구체적 소유물로 

‘Gen’과 ‘N’의 명확한 소유관계가 형성된다. 원형적 소유의미의 ‘Gen’은 ‘N’의 지시

성(referntiality)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즉, ‘Gen’은 ‘부모’가 누구의 부모인지, 

‘귀’가 누구의 귀인지를 명확하게 지시함으로써 비한정적인 민명사 ‘父母’, ‘耳朵’의 

지시대상을 한정시킨다. 반면 표의 우측으로 갈수록 ‘Gen’의 특성은 약화되고 이로 

인해 속격구조는 비원형적인 소유의미를 표현하게 되며 더 나아가 속성묘사의 의미

를 가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유생명사의 친족관계, ②유생명사와 신체부위의 관계, ③유생

명사와 소유물(구체 혹은 추상)의 물리적 소유관계는 원형적 소유의미이다. 

‘Gen’의 유생성, 구체성, 한정성이 보장받지 못하거나 ‘N’이 추상적 사물인 경우 

소유의미의 원형성은 약화된다. ④무생물인 전체와 귀속(혹은 부착)된 부속물인 전

체-부분관계 역시 ‘Gen’의 유생성이 보장받지 못하면서 원형성이 약화된다. 전체와 

부분은 소유로 해석될 수 있지만 동시에 존재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

원형적이다. ⑤전체-부분 수량관계의 경우, ‘N’이 ‘Gen’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Gen’

의 유생성이나 구체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N’은 추상적인 수량범주이기 때문에 소

유관계가 불분명하다. ⑥창작자-결과물관계 역시 ‘Gen’과 ‘N’의 직접적인 소유관계

를 보장받지 못한다. 다만 관계를 고려하여 물리적 소유관계를 함축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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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추상적 소유관계는 ‘Gen’과 ‘N’이 추상명사인 경우로 이 때 추상명사 ‘Gen’은 은

유기제의 사상을 통해 유생 소유자의 소유자질을 부여받는다. 단 이는 물리적인 소

유라고 보기 어렵기에 본고는 추상적 소유관계라고 명명하였다. ⑧추상적 소유관계 

및 속성묘사는 ‘Gen的N’ 구조가 소유와 속성 묘사라는 두 기능을 표현하는 중의구

조이다. 

⑨수량속성묘사는 ‘수량구+的+N’ 구조를 말한다. 중국어는 수량구가 명사를 수

식할 때 본래 ‘的’를 부가하지 않는데, 이와 같이 ‘的’가 부가될 경우 ‘N’의 수량에 

대한 묘사적 효과를 가진다. ⑩성질묘사는 ‘Gen’이 명사임에도 특정한 속성을 가지

는 경우로 앞서 말한 ‘⑧추상적 속성’과 달리 소유의미와 중의관계를 가지지 않는

다. 아래에서는 상술한 의미항목에 따라 세 구조의 의미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Gen{的/의/ (인)}N’ 구조의 의미 비교

아래에서는 상술한 <표7>의 의미항목을 기준으로 ‘Gen的N’, ‘Gen의N’, ‘Gen적

(인)N’ 구조의 사용여부와 각 예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의미항목의 경계는 

명확한 구분이 어렵고 교차적인 상태가 존재할 수 있다. Seilor(1983)은 명사구의 

수식성분 한정어(derterminer)를 기능에 따라 지시확정(specifying a reference)

과 개념묘사(characterizing a concept)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지시대상을 확정하

고 중심어의 외연에 기능하는 반면, 후자는 개념의 내용을 증가시키고 내적 함의에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절대적인 대립관계가 아니며 일종의 연속선으로서 

한쪽 끝이 지시확정이라면 다른 끝은 개념묘사이며 각종 한정어는 이 연속선 위의 

각기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고의 원형적 소유와 비원형적 소유, 그리고 속

성묘사 역시 이러한 각도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1) 친족 계

‘Gen’과 ‘N’의 관계가 혈연 혹은 혼인으로 이루어진 친족관계를 말한다. ‘Gen’은 

유생성, 구체성, 한정성을 지니고 술어형 소유구조인 ‘Gen有N’ 혹은 ‘Gen는 N이

(가) 있다/Gen은 N을(를) 가지고 있다’로 전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형적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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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계로 볼 수 있다. ‘的’와 ‘-의’는 사용 가능하고 ‘-적(인)’은 불가능하다. 

(26) a. 我的父亲 b. 나의 아버지

(27) a. 明的妈妈 b. 소명의 엄마

2) 유생물-신체부 계

‘Gen’이 유생물이고 ‘N’이 그 신체부위인 의미관계를 말한다. 신체부위 ‘N’은 

‘Gen’의 일부이며 분리될 수 없고 배타적인 독점권을 가진다. 또한 술어형 소유구

조로 전환이 가능하기에 원형적 소유관계라 할 수 있다. ‘的’와 ‘-의’가 이 의미관계

를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적(인)’은 불가능하다. 

(28) a. 明的手 b. 소명의 손

(29) a. 妈妈的头发 b. 엄마의 머리카락

3) 물리  소유 계

‘Gen’은 소유자, ‘N’은 피소유물로 일시적인 소유관계를 형성한 경우이다. ‘Gen’

은 유생성, 구체성을 지니며 ‘N’도 구체적 사물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추상개념인 

경우도 있다. 술어형 소유구조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원형적 소유의미 중 하나이

다. ‘的’와 ‘-의’는 이 의미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적(인)’은 불가능하다. 

(30) a. 朋友的包 b. 친구의 가방

(31) a. 人的力量 b. 사람의 힘

4) 체-부분 계

‘N’이 ‘Gen’에 종속 혹은 부착된 부속물(혹은 귀속된 인물)이며 ‘Gen’은 그 주체

이다. ‘Gen’과 ‘N’은 일종의 유사 소유관계를 형성하지만 ‘Gen’이 무생물일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관계가 원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은유기제를 통해 무생물 

‘Gen’(전체)이 ‘N’(부분)을 소유하거나 ‘N’이 ‘Gen’에 존재한다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 ‘Gen有N22)’ 혹은 ‘Gen에 N이 있다’로 전환이 가능하다. ‘的’와 ‘-의’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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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32) a. 杯子的图案 b. 컵의 도안

(33) a. 店的店长 b. 상점의 점장

5) 체-부분 수량 계

‘N’이 ‘Gen’의 전체 중 일부 수량을 차지하는 의미관계를 말한다. ‘Gen’과 ‘N’ 사

이에 관련성이 존재하지만 ‘Gen’의 유생성, 구체성이 보장받지 못하며 ‘N’ 역시 추

상적인 수량범주이기에 비원형적이다. ‘的’와 ‘-의’가 이 의미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34) a. 收益的三分之一 b. 수익의 1/3 

(35) a. 学生的五分之一 b. 학생의 1/5

6) 창작자-결과물 계

‘Gen’이 창작자 혹은 기원(起源)이고 ‘N’은 결과물인 관계이다. ‘Gen’와 ‘N’ 간의 

직접적인 소유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창작자와 결과물이라는 관계에 기반 하여 소

유 가능성을 함축할 수 있기에 비원형적인 소유로 보았다. ‘的’와 ‘-의’가 사용된다.

(36) a. 徐志摩的《雨巷》 b. 서지마의 《우항》

(37) a. 主席的著作 b. 주석의 저작

7) 추상  소유 계

추상명사 ‘Gen’과 ‘N’이 결합하여 물리적 소유관계가 아닌 추상적 소유관계를 묘

사하는 경우이다. 무생물 혹은 추상개념인 ‘Gen’이 은유의 투사과정을 거쳐 유생물 

‘Gen’의 특징인 소유자질을 갖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한국어 ‘-의’에 대응하지만 예

문(40), (41)처럼 일부는 ‘-적’으로 대체되기도 한다(‘*-적인’은 불가). 이 때 ‘Gen

적N’ 은 ‘在Gen上的N’으로 해석되고 ‘Gen의N’으로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 사용과정에서 ‘-적(*인)’구조에 ‘인’을 무조건적으로 부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22) ‘有’자문은 주어의 유생성 여부에 따라 보유와 존재의미를 모두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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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순수하게 ‘-적(*인)에 해당하는 예는 그리 많지 않다. 

(38) a. 价格的标准 b. 가격의 표준 c. *가격적(*인) 표준

(39) a. 品质的差 b. 품질의 차이 c. 품질적(*인) 차이

(40) a. 逻辑的矛盾 b. 논리의 모순 c. 논리적(*인) 모순

8) 추상  소유 계 & 속성묘사

‘Gen的N’가 ‘Gen’과 ‘N’의 추상적 소유관계를 표현하는 동시에 ‘Gen’이 ‘N’의 속

성을 묘사하는 기능도 가지는 중의구조이다. 이 때 ‘Gen’과 ‘N’은 추상명사이다. 

‘Gen的N’ 구조가 표현하는 추상적 소유와 속성묘사의 두 의미는 한국어 대응 형식

에서 차이를 보인다. 추상적 소유관계는 ‘-의’, 속성묘사는 ‘-적(인)’이 대체 된다.23)

(41) a. 民族的特性 b. 민족의 특성 c. 민족적(인) 특성

(42) a. 知识的力量 b. 지식의 힘 c. 지적(인) 힘

9) 수량속성묘사24)

‘Gen’이 ‘N’의 수량속성을 묘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사용되는 중국어와 한

국어 표지는 각각 ‘的’와 ‘-의’이다. 

(43) a. 三百斤的白菜 b. 300킬로의 배추

(44) a. 三万字的论文 b. 3만자의 논문

일반적으로 중국어나 한국어에서 ‘수량구’는 표지 없이 바로 명사를 수식할 수 있

다. 하지만 속격표지가 추가될 경우 ‘N’이 해당 수량이 이르는 정도라는 수량속성을 

23) 추상적 소유와 속성묘사는 한정성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민족의 특성’이 추

상적인 소유관계를 표현할 경우 ‘이 두 민족의 특성/어떤 한 민족의 특성’이라는 형태로 

민족이 지시하는 대상의 한정성을 높일 수 있지만, 속성 묘사의 경우 ‘*이 두 민족적인 

특성/*어떤 한 민족적인 특성’과 같이 한정성을 높일 수 없다. 

24) Lander(2008)이 분류한 비소유 기능의 속격 중에서 수량구조에 사용되는 속격이 한 

항목으로 소개되었다. 그는 이러한 구조가 사용되는 이유로 수량성분이 가지는 명사적 

속성 혹은 이러한 성분이 종종 명사류 중심의 자질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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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 때 출현하는 양사는 대부분 비원형 양사(도량형, 차용

양사)이며 전형적인 개체양사 ‘个’는 잘 출현하지 않는다. 본고는 개체양사 ‘个’와 

도량형 양사 ‘斤’, ‘米’, 차용양사 ‘身’, ‘桌子’, ‘字’를 대상으로 코퍼스 조사를 진행한 

결과 비원형 양사가 개체양사보다 ‘수량’+的+N’ 구조를 사용하는 비율이 훨씬 높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的’를 수반한 수량구가 일반적인 양적 정보의 제공 

외에 명사적인 수식기능을 가짐을 보여준다. 관련 수치는 아래 <표8>과 같다.

양사종류　 수량+的+N(a) 수량+N(b) 총계(c=a+b) 비율(a/c)

개체

양사

一个 2505 1118704 1121209 0.2%

三个 219 196430 196649 0.1%

一本 182 11465 11647 1.6%

三本 16 1049 1065 1.5%

一张 617 59037 59654 1.0%

三张 61 2161 2222 2.7%

도량형

양사

一斤 280 1786 2066 13.6%

三斤 37 317 354 10.5%

一米 260 758 1018 25.5%

三米 124 204 328 37.8%

차용

양사

一身 2476 16182 18658 13.3%

一桌子 228 352 580 39.3%

十万字 201 24 225 89.3%

五百字 18 12 30 60.0%

<표8> 양사별 ‘수량+的+N’와 ‘수량N’ 구조의 수량 비교

10) 성질묘사

‘N’은 대상, ‘Gen’는 대상의 속성을 묘사하는 의미관계를 말한다. 이 때 ‘Gen’은 

명사지만 형용사적 속성을 지니거나 형용사에서 파생된 부류로 유생, 구체, 한정성

을 보장받지 못한다. 상술한 ‘8)속성묘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성질묘사의 ‘Gen的N’

은 중의성을 가지지 않아 소유의미를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이다. ‘Gen’이 ‘N’의 분류

에 기여할 경우25) 예문(45)처럼 ‘-의’로 표현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속성으로 ‘N’

의 성질을 묘사하거나 ‘Gen’의 ‘N性’인 경우 ‘-적(인)’으로만 대체가 가능하다. 

25) 바지를 분류하는 상황에서 각각의 바지를 지시할 때 ‘황색의 바지는 저쪽에, 검은색의 

바지 이쪽에 두어라’ 등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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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a. 黄色的裤子 b. 황색의 바지

(46) a. 机械的动作 b. 기계적인 행동

상술한 의미 분석을 종합하여 ‘Gen{的/의/적(인)}N’ 구조의 의미 대응관계를 정

리해 보면 아래 <표9>와 같다. 

소유                             속성묘사 ‘的’ ‘-의’ ‘- (인)’

① 친족 계 + + -
② 유생물-신체부 계 + + -
③ 물리  소유 계 + + -
④ 체-부분 계 + + -
⑤ 체-부분 수량 계 + + -
⑥ 창작자-결과물 계 + + -
⑦ 추상  소유 계 + + +‘- (*인)’

⑧ 추상  소유 계 & 속성묘사 + + +
⑨ 수량속성묘사 + + -
⑩ 성질묘사 + + +

<표9> ‘Gen{的/의/ (인)}N’의 의미 응 계

3. 의미 계와 표지생략의 상 성

‘Gen{的/의/적(인)}N’ 에서 표지 ‘的’, ‘-의’, ‘-적(인)’의 생략여부는 해당 구조의 

의미관계와 상관성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소유관계에서 표지의 생략은 소유자와 소

유물간 관계의 긴밀성과 관련 있다. 소유자와 소유물의 관계가 양도불가

(unalienable)할 경우 고정적이고 분리할 수 없는 영구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친

족, 신체부위 혹은 모종의 속성(이름이나 성격)이 여기에 포함된다. 반면 양도가능

(alienable)이라 하면 비영구적이며 임시적인 소유로 개인 물품. 재산과 소유자의 

관계를 말한다. Haiman(1985)은 이러한 속격구조의 양도가능성에 관한 범언어적 

보편성을 찾고자 노력하였으며 이를 통해 아래와 같은 소유격 위계를 수립하였다. 

신체부  > 친족 계 > 일반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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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계는 좌측으로 갈수록 양도불가능하며 이는 소유자와 소유물의 관계가 긴밀

함을 의미한다. 또한 위계는 함축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 한 언어에서 일반사물이 

양도불가능한 경우 이보다 좌측에 위치한 친족관계와 신체부위는 모두 양도불가능

한 관계가 된다. 이러한 양도(불)가능성은 두 성분의 통사적 거리에 반영된다. 즉, 

양도가능한 관계는 두 성분의 통사적 거리가 멀거나 중간에 다른 성분(굴절, 접사 

등)이 삽입 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관계는 거리가 가깝거나 다른 성분의 삽입 없

이 직접 연결된다. 张敏(1988) 등은 Haiman이 제시한 소유격 위계가 대다수 언

어에서 증명되지만 중국어에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보편적 위계

와 달리 중국어에서 신체부위명사는 예(48)처럼 ‘的’ 생략이 제약을 받고 ‘的’가 있

는 (48)a가 무표(unmarked)구조로 인식된다. 반면 친족관계는 (47)b가 무표적이

고 (47)a는 특정한 조건에서만 사용 된다.26) 이는 보편적 위계와 차이를 보인다.

(47) a. 我的爸爸 b. 我爸爸

(48) a. 王的手 b. * 王手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중국어의 위계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도 한다. 

친족 계 >  신체부  > 일반사물  혹은
친족 계

신체부
> 일반사물

이처럼 속격표지 생략은 ‘Gen’과 ‘N’의 의미관계의 긴밀성과 관련 있다. 아래에서

는 상술한 기준에 따라 ‘的’, ‘-의’, ‘-적(인)’의 생략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친족 계

친족관계에서 중국어 표지 ‘的’는 생략되는 것이 무표적이다. 특히 소유자가 대명

26) ‘ 王手’는 특정한 맥락이 주어진 구어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这是 手?’

라는 구어 질문에 ‘ 王手’라고 대답할 수는 있다. 그러나‘ 我爸爸’가 맥락의 조건이 없

이사용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어에서 친족관계의 표지 생략은 무표적이지만 신체

부위는 표지 삽입이 상대적으로 무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무표적 표현

을 기준으로 하여 중국어의 소유격 위계를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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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27) ‘-의’는 생략가능 하지만 소유자가 대명사인 경우 1, 

2인칭은 음운압축 형식인 ‘내’, ‘네’로 표현하고 3인칭의 경우 생략이 불가능하다. 

(49) a. 春娇(*的)阿姨 b. 춘교(의) 이모

(50) a. 我(*的)姐姐 b. 나*(의) 언니(내 언니) 

‘的’를 생략할 경우 간혹 구조의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위 예문(49)에서 ‘的’를 

생략하면 春娇’라는 사람의 이모를 지시할 수도 있지만 ‘春娇’라는 이름을 가진 이

모를 지시하는 등위관계가 될 수도 있다.28) 

2) 유생물-신체부  계 

‘Gen’과 ‘N’이 유생물과 그 신체부위인 경우 관계는 긴밀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중국어에서는 친족관계에 비해 양도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的’는 생략하지 않

는 것이 무표적인데 반해 한국어 ‘-의’는 생략이 비교적 자유롭다. 

(51) a. 春娇*(的)手 b. 춘교(의) 손

3) 물리  소유 계

‘Gen’과 ‘N’이 일시적, 물리적 소유관계인 경우로 앞서 소유격 위계의 가장 오른

27) 张敏(1988)은 Seilor(1983)의 견해를 인용하며 ‘Gen’이 소유자 기능을 할 때 인칭대

사가 출현하면 ‘Gen’과 ‘N’사이에 어떠한 성분도 개입할 수 없는 양도불가능한 관계가 

언어보편적 현상이라고 밝혔다. 서아프리카의 Mende언어에서 양도불가능한 관계는 직

접적인 결합방식으로 구성되는데 이 때 ‘N’은 신체부위, 공간, 친족관계이고 ‘Gen’은 대

명사라고 밝혔다. 실제로 张敏은 중국어에서 친족이 ‘N’으로 출현할 때 ‘Gen’이 인칭대

사인 경우 생략이 더 용이한 점도 이러한 언어보편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

다. 한국어에서도 1인칭과 2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표현인 ‘나의’ 와 ‘너의’가 ‘내’와 ‘네’

로 음운압축이 되는 것도 이러한 보편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28) ‘春娇的阿姨’에서 ‘的’가 생략된 ‘春娇阿姨’의 의미는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春娇阿姨去哪了？’라는 문장에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春娇’의 이모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소유관계로 이해하기 쉽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른다면 ‘春娇’

라는 이름을 가진 이모로도 이해할 수 있다. ‘父亲的母亲(아버지의 어머니)’도 ‘的’가 

생략되면 ‘父的母亲(아버지 어머니)’의 등위관계만을 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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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항목에 해당한다. 이 때 ‘的’는 생략이 불가능하지만 ‘-의’는 생략이 자유롭다. 이

는 범언어적 소유격 위계의 보편성 하에서 언어별 위계 정도의 차이로 볼 수 있다.

(52) a. 春娇*(的)手机 b. 춘교(의) 핸드폰

(53) a. 教室*(的)桌子 b. 교실(의) 책상

4) 체-부분 계

전체와 부분 관계인 경우 ‘的’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의’는 생략 가능하다. 

(54) a. 杯子*(的)图案 b. 컵(의) 도안

(55) a. 店*(的)店长 b. 상점(의) 점장

5) 체-부분 수량 계

전체와 부분수량인 의미관계에서 ‘的’나 ‘-의’는 모두 생략이 불가능하다.

(56) a. 学生*(的)五分之一 b. 학생*(의) 1/5 

(57) a. 收益*(的)三分之一 b. 수익*(의) 1/3 

6) 창작자-결과물 계

창작자와 결과물의 관계인 경우 ‘的’, ‘-의’ 모두 대부분 생략이 불가능하다.29)

(58) a. 徐志摩*(的)《雨巷》 b. 서지마*(의) 《우항》

(59) a. 主席*(的)著作 b. 주석*(의) 저작 

29) 기원과 결과물 관계인 ‘한국에서 생산된 김치’를 말하고자 할 경우 중국어 표현은 ‘韩国

的泡菜’가 적절하다. 만약 ‘的’를 생략하여 ‘韩国泡菜’라고 표현할 경우 김치가 가지는 

속성적인 자질을 표시한다. 이는 朱德熙1982)가 ‘的’구조를 논하면서 ‘的’가 생략될 경

우 소유보다는 속성의미를 더 강하게 가지게 된다고 지적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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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상  소유 계

추상적 소유관계의 경우 ‘的’는 생략이 가능하다. 한국어 대응형식은 ‘-의’만 가능

한 구조와 ‘-의’ 와 ‘-적’이 모두 가능한 중의구조로 구분된다. ‘-의’는 대부분 생략이 

가능하지만 ‘-적’은 생략이 불가능하다. 

(60) a. 价格(的)标准 b. 가격(의) 표준

(61) a. 品质(的)差 b. 품질(의) 차이 c. 품질*(적) 차이

(62) a. 逻辑(的)矛盾 b. 논리*(의) 모순 c. 논리*(적) 모순

8) 추상  소유 계 & 속성묘사

‘Gen的N’ 구조가 추상적 소유관계와 속성묘사를 모두 표현하는 중의구조인 경우 

‘的’는 생략이 가능하다. 대응하는 한국어 형식 ‘-의’와 ‘-적’의 경우 일부는 생략이 

가능하지만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또한 생략이 가능하다 해도 생략 이후에 

그 기능을 구분하기 어렵다. 예문은 아래와 같다. 

(63) a. 民族(的)特性 b. 민족(의) 특성 c.민족(적인) 특성

(64) a. 本质(的)问题 b. 본질*(의) 문제 c.본질*(적인) 문제

9) 수량속성묘사

중국어와 한국어의 ‘수+양+명’ 구조에서 속격표지가 필수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的’와 ‘-의’는 생략이 가능하다. 다만 속격표지가 있는 구조와 생략된 구조를 동일

한 의미와 기능을 가진 구조라 보기는 어렵다.

(65) a. 三百斤(的)白菜 b. 300킬로(의) 배추

(66) a. 三万字(的)论文 b. 3만자(의) 논문30)

30) 한국어에서 수량이 지칭하는 기능으로 표현될 경우 ‘수량구+명사’ 어순에서 ‘-의’가 생

략될 때 어색한 경우가 있다. ‘한 잔 물’은 ‘한 잔의 물’이나 ‘물 한 잔’으로 교체해야 하

고 ‘세 권 책’ 역시 ‘세 권의 책’이나 ‘책 세 권’으로 교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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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성질묘사

‘N’은 대상, ‘Gen’는 대상의 성질을 표현하는 경우 이때의 ‘的’는 ‘-의’와 ‘-적’ 모

두로 대체 가능하며 두 표지는 상보적 관계를 가진다. 표지 생략에 있어서 ‘的’와 ‘-

의’는 생략이 가능한 반면 ‘-적인’은 생략이 불가능하다. 

(67) a. 黄色(的)裤子 b. 황색(의) 바지

(68) a. 机械(的)动作 b. 기계*(적인) 행동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10>과 같다. 

의미항목 ‘的’ ‘-의’ ‘- (인)’

소

유

친족 계

속성

묘사

○ ○
신체부 계 △ ○
물리  소유 계 × ○

체-부분 계 × ○
체-부분 수량 계 × × 

창작자-결과물 계 × ×
추상  소유 계 ○ △ ×
추상  소유 계 & 속성묘사 ○ △ △

 수량속성묘사 ○ ○
성질묘사 ○ ○ ×

<표10> ‘Gen{的/의/ (인)}N’ 구조의 표지 생략가능성 분석

전반적으로 볼 때 속격표지는 ‘Gen’과 ‘N’ 관계의 긴밀성과 관련이 있다. 기존 학

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가장 원형적인 소유의미이자 양도불가한 친족관계, 신체

부위는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생략이 가능하거나 생략된 구조가 무표적이다. 또한 

대상의 속성 역시 내부적 자질로서 대상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기에 성질묘사나 수

량속성묘사도 표지 생략이 가능하다. 중국어 ‘的’와 한국어 ‘-의’ 모두 소유의 가장 

원형적인 상위항목과 속성묘사의 항목에서 표지가 생략되고 비원형적인 중간 항목

으로 갈수록 표지 생략이 어려워진다. 다만 ‘的’에 비해 ‘-의’는 생략이 용이하여 생

략 가능한 범위와 경계에 차이를 보이는데 보편성하의 언어 개별적 차이로 이해해

야 할 것이다. 또한 ‘-적(인)’은 ‘-의’에 비해 표지로서의 문법화 정도가 낮아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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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생략에 제약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지의 생략은 실제로 의미 관계 외에 음절, 맥락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는

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을 통해 ‘Gen’과 ‘N’의 의미관계와 표지생략 간의 일정한 상

관성이 중국어, 한국어에서 모두 보편적으로 출현함을 확인할 수 있다. 

4. 소결

이상의 분석을 통해 중국어 ‘的’의 의미는 크게 소유와 속성묘사로 귀납할 수 있

으며 세부 의미항목이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대응형식

에 있어서 ‘的’의 소유의미는 대부분 ‘-의’에 대응하지만 모든 ‘Gen의N’ 구조가 소유

의미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Gen’이 모종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 ‘Gen의N’의 

‘Gen’도 묘사적인 기능을 하는데 이는 비원형적 소유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

국어 ‘-적(인)’은 본래 ‘N’의 속성묘사를 위한 표지로 소유의미를 담당할 수 없다. 

다만 ‘인’이 부가되지 못하고 ‘-적’으로만 표현된 경우 정도를 표현하는 묘사기능은 

가지지 못한다.

중국어에서 ‘的’라는 단일표지가 소유와 속성의 의미기능을 겸하는 것은 두 개념

의 관련성 때문이다. 동일한 통사 분포와 의미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에 하나의 

의미에서 인지기제를 통해 다른 의미로 쉽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31) 중한 속격

구조인 ‘Gen{的/의/적(인)}N’ 구조에서 가장 원형적인 소유의미가 비원형적 소유나 

속성묘사로 확장되는 과정에는 통사적 분포의 동일성과 은유 기제가 작용한다. 

우선적으로 원형적 소유의미에서 비원형적 소유의미(존재의미)로의 확장을 살펴

보자. ‘的’나 ‘-의’가 표현하는 원형적 소유관계는 소유자인 ‘Gen’의 유생성, 구체성, 

한정성을 기초로 한다. [+유생] 소유자가 지닌 소유자질은 은유과정을 거쳐 [-유

생] 소유자에게 투사되며 이를 통해 전체가 부분을 보유하는 의미를 형성하게 된

다. 이러한 비원형적 소유의미는 무생의 주체 안에 소속물이 존재하는 존재의미로

도 확장될 수 있다. 예로 ‘杯子的图案(컵의 도안)’, ‘店的店长(상점의 점장)’ 등과 

31) Seilor(1983: 张敏1988을 재인용함)은 전통적인 한정어의 협의적인 범위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명사구에서 중심어가 아닌 다른 성분을 모두 한정어의 범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들 성분 간의 관계가 절대적인 대립관계가 아니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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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투사관계를 도식화 하면 <그림4>와 같다.

<그림4> 원형  소유의미에서 비원형  소유/존재의미로의 투사

다음으로 원형적 소유의미에서 추상적 소유의미로의 확장과정을 살펴보자. 유생

소유자 ‘Gen’의 소유자질은 은유기제를 거쳐 추상명사에 투사될 수 있다. 이를 통

해 [-유생], [-구체]의 추상명사는 소유자로 기능하면서 추상개념 ‘N’을 보유하는 

추상적 소유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예는 ‘民族的特性(민족의 특성)’，‘经济

的效益(경제의 효익)’ 등이 있다. 도식은 아래 <그림5>와 같다. 

<그림5> 원형  소유의미에서 추상  소유로의 투사

이러한 추상적 소유관계에서 일부 추상명사 ‘Gen’이 특정한 속성을 지닐 경우, 

이 속성은 ‘N’의 내부자질을 묘사하는 기능을 갖게 되고 묘사적인 수식관계를 형성

하게 된다. 마치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기능과 유사하다. 이러한 속성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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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은 통사적으로 ‘명사+속격표지+명사’라는 소유격과 동일한 통사적 환경에서 

출현하며 중국어에서는 ‘的’라는 단일 표지로, 한국어에서는 때로는 ‘-의’로(‘黄色的

裤子(황색의 바지)’), 때로는 ‘-적인’으로(‘机械的动作(기계적인 동작’) 표현된다. 

이러한 인지기제와 의미 확장 과정을 통해 중국어 ‘Gen的N’은 소유와 속성이라

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고, 이는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각기 다른 형식으로 표

현되면서 ‘的’와 ‘-의’, ‘-적(인)‘이 대응되는 一 二의 대응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Ⅴ. 결론

본고는 중한 속격구조 ‘Gen的N’, ‘Gen의N’, ‘Gen적(인)N’이 ‘명사성 수식성분+

표지+명사 피수식 성분’이라는 동일한 통사구조에서 의미기능의 비대칭적 관계를 

보인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중한 속격구조의 통사 의미 특성을 비교 분석함으로

써 속격구조의 보편적인 특징을 이해는 동시에 중한 속격표지 ‘的’, ‘-의’, ‘-적(인)’

의 개별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통사 분석 결과, ‘的’와 결합하는 ‘Gen’은 거의 모든 민명사 및 수량구와도 결합

하며 일부 ‘Gen’은 속성을 표현하는 정도성의 특징도 가지고 있었다. 즉, 속격구조

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유부터 속성묘사의 기능까지를 모두 ‘的’라는 단일표지로 표

현하였다. 반면 일반적으로 ‘的’의 한국어 대응성분으로 불리는 ‘-의’는 ‘Gen的N’ 구

조의 대부분 의미를 대체할 수 있지만 정도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Gen的N’의 

일부 속성묘사의 기능을 담당할 수 없다. 반면 ‘Gen적(인)N’ 는 출현 가능한 ‘Gen’

유형에 제약이 존재하지만 정도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가 담당하지 못

한 ‘Gen的N’의 일부 의미를 분담하고 있다.

‘Gen{的/의/적(인)}N’의 기능 분할은 의미비교과정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다. 

원형적인 소유의미의 경우 ‘的’와 ‘의’가 표지로 사용되지만 비원형적인 소유, 특히 

추상적 소유관계는 ‘的’, ‘-의’ 외에 ‘-적(*인)’이 표지로 사용된다. ‘Gen的N’ 구조가 

추상적 소유와 속성묘사를 모두 표현하는 중의구조의 경우 ‘Gen的N’ 구조는 ‘-의’와 

‘-적’ 모두로 대체될 수 있다. ‘N’의 성질을 묘사하는 성질묘사에서는 결합하는 

‘Gen’의 형태나 품사에 따라 ‘的’가 ‘-의’ 혹은 ‘-적인’으로 구분되어 대응하며 ‘-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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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은 상보적인 관계를 가진다. 

‘Gen’과 ‘N’의 관계가 양도불가능한 소유나 대상의 속성 등 분리할 수 없는 내, 

외적 관계인 경우 일반적으로 표지를 생략하거나 생략 가능한 반면, 양도가능한 소

유나 임시적인 수식구조의 경우 속격표지를 잘 생략하지 않는다. 이는 언어학적 보

편성으로 본고의 분석과정에서도 입증되었다. 또한 중국어 표지 ‘的’와 한국어 표지 

‘-의’ 간에 생략 범위의 언어 개별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과 한국어 ‘-적(인)’의 특

수한 사용조건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사용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기능은 언어마다 각기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

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식과 의미의 비대칭 현상과 다양성은 중국언어학계의 

계속적인 연구과제가 될 것이며 특히 중한언어비교를 통해 발견된 보편성 및 언어

개별적 특징은 향후 중국어 연구 및 교육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參 文獻】

吕叔湘  《现代汉语八百词》 北京 商务印书馆，1991.

张  敏 《认知语 学与汉语名词短语》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88.

朱德熙  《语法讲义》 北京 商务印书馆，1982.

乔氏云英 <漢語定中結構中的助詞“的” 越南語定中結構中的助詞“c(？)a”的 比研究> 

《哲学与人文科学辑》 2011, 第s1期.

栾 桐 <韓國語後綴“적”和漢語結構助詞“的”的 應關係> 延边大学硕士学位论文 2015.

刘国辉 <向心結構還是領屬結構———以英語“of”結構和漢語“的”字結構為視點> 《外语学

刊》 2009, 第3期.

梁顺德 <结构助词“的”的使用规律>，《天津大学学报社会科学版》 1999, 1期.

马晓红 <英譯漢定中結構中“的”字使用情況 察> 南昌大学硕士学位论文 2014.

宋义淑⋅韩月玲 <關於“の” “的”的幾點異同> 《大连民族学院学报》 2000, 第4期.

沈志暎 <韩语“x적”词和汉语相关对应形式的对比研究> 上海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11.

吴金霞⋅赵磊 <漢語和日語中“的”字翻譯方法 比> 《内蒙古民族大学学报(社会科学

版)》 2011, 37卷3期.

李  敏 <“的字結構” “の字結構”的異同 察>　南昌大学硕士学位论文 2010.

田颖超 <試論漢語“的”字的日譯法---以井口晃《紅高粱》譯本為例> 曲阜師範大學硕士学

位论文 2015.



한 속격구조의 통사  의미특성 고찰  107

朱建祥 <議結構助詞“的”及其在英漢翻譯中的省略> 《合肥教育学院学报》 2003, 20卷4期.

周雷云 <漢語“的”字結構的分析及英譯初探> 《上海海运学院学报》 1998, 02期.

肖友泉 <“的”的語法地位和相關語類問題兼及“的” “of”、“-’s”的語法學比 > 南昌大学

硕士学位论文 2012.

许华  <漢語“的”字在英文中的表達 一一 以魯迅作品的漢英 照本為例> 《 教育学

院学报》 2016, 第1期.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tdweb2.korean.go.kr)》

김광해 《어휘연구의 실제와 응용》，집문당, 1995.

남영신 《남영신의 한국어 용법 핸드북》，모멤토출판, 2005.

임유종 <“的”의 통사와 의미 특성>, 《한국어논집》 제25집, 1994.

경  연 <한국어 접미사 ‘-적’과 중국어 구조조사 ‘的’의 대한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 학

위논문 2012.

김광해 <‘의’의 意味>，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김선효 <‘한국어 학습자의 관형격조사 ‘의’의 사용 실태에 관한 소고( ): 일본어를 

모어로 하는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한국어교육》 18권 3호, 2007.

김용석 <접미사 ‘-적’의 용법의 대하여>, 배달말학회  《배달말》 11권, 1986.

서  성 <한국어 ‘적’과 중국어 ‘的’에 관한 비교연구>，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정향란 <한국어 조사 ‘의’의 실현 양상과 해당 중국어 표현의 대조>，《이중언어학》 33

권, 2007.

Haiman J. Natural Syntax,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R. M. W. Dixon Basic Linguistic Theory Volume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Yury Lander, Varieties of genitive The Oxford Handbook of Ca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Timothy Shopen,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ume 2: 

Complex Construct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asymmetric relation of the function of 

genitive structure as ‘Gen的N’, ‘Gen의N’ and ‘Gen적(인)N’. we try to 

understand the universal characteristics and the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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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of the genitive structur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syntactic semantic properties of the genitive marker ‘的’, ‘-의’ and 

‘-적(인)’ in chinese and korean.

As a result of the syntactic analysis, ‘的’ can be expressed as a 

sign, from the most representative property in the genitive structure 

to the function of the attribute description. The Korean ‘-의’ perfectly 

corresponds to the meaning of ownership, which is the representative 

meaning of ‘的’, but it can’t carry some semantic functions of ‘Gen的

N’. On the other hand, the ‘Gen적(인)N’ shares the meaning of ‘Gen的

N’ that ‘-의’ doesn’t take care of. In the case of prototypical meaning 

of possessive, ‘的’, ‘-의’ were used as markers respectively, while in 

the case of non-prototypical meaning of possessive, especially 

abstract ownership relations, ‘-적(인)’ is used as marker.

Finally, the unalienable relations generally omit the mark or omit 

the marker easily. On the other hand, alienable possession or 

temporary modifying structure doesn’t omit the marker. We found 

that linguistic universality has also been proved in this analysis.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re 

are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range of marker omission in Chinese 

marker ‘的’ and Korean marker ‘-의’, and ‘-적(인)’.

【主題語】

‘的’, ‘-의’, ‘-적(인)’, 소유격, 속격, 수식구조

‘的’，‘-ui’, ‘-jeck(in)’，‘所有格’，‘属格’，‘偏正结构’ 

‘de’, ‘-ui’, ‘-jeck(in)’, ‘possessive case’, ‘genitive case’, ‘modifying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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