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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이 논문은 《論語》⋅《孟子》 ‘何’의 단독용법과 고정용법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

으며, 단독용법을 살펴본 결과, 단독용법은 모두 다음의 6가지 물음의 기능으로 나

타났다. 

1. 사물에 한 물음(58차례) 2. 사람에 한 물음(9차례) 3. 장소에 한 물음

(2차례) 4. 원인에 한 물음(77차례) 5. 반어문에 쓰임(37차례) 6. 감탄을 나타

냄(1차례)

《論語》⋅《孟子》 ‘何’의 고정형식 용법은 모두 4가지가 있었으며, 그 빈도수는 다

음과 같다. 

1. ‘何以’(28차례) 2. ‘如~何’(11차례), ‘如之何’(35차례), ‘如何‘(5차례)

3. ‘何如’(35차례) 4. ‘何有’(10차례), ‘何~之有’(3차례)

《論語》⋅《孟子》 ‘何’의 용법을 토 로 여러 학자들의 번역의 차이점을 비교해보

면 모두 고정형식 용법과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번역상의 차이는 우선 

어법기능에 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어법기능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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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일치하더라도 번역자 표현문체 차이의 존재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I. 서언

《論語》 중의 의문 사 ‘何’가 나타난 몇 문장에 한 세 학자(楊伯峻, 成百曉, 

車柱環)의 번역상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人而不仁, 如禮何? 人而不仁, 如樂何?” 《論語3⋅3》

楊伯峻 成百曉 車柱環

如禮何
怎樣來 待禮 制度

呢
禮를 어떻게 하며

예는 해서 무엇할 것

이며

如樂何 怎樣來 待音 呢
을 어떻게 할 수 있

겠는가?
음악은 해서 무엇하랴

(2) 子曰: “能以禮讓爲國乎, 何有? 不能以禮讓爲國, 如禮何?” 《論語4⋅13》

楊伯峻 成百曉 車柱環

何有 這有甚麻困難呢?
무슨 어려움이 있는

가?

무슨 문제가 있겠는

가? 

如禮何 怎樣來 待禮 呢? 禮를 어찌하겠는가!
禮는 해서 무엇 하겠

는가?

(3) 子貢問曰: “賜也何如?” 子曰: “女, 器也。” 《論語5⋅3》 

楊伯峻 成百曉 車柱環

何如 是一個怎樣的人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子曰：“臧文仲居蔡, 山節藻棁, 何如其知也？” 《論語5⋅17》 

楊伯峻 成百曉 車柱環

何如其

知也?

這個人的聰明怎么這

樣呢？

어찌 지혜롭다 하겠는

가?

그가 지혜롭다는 게 

어쩐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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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子曰: “黙而識之, 學而不厭, 誨人不倦, 何有於我哉?” 《論語7⋅2》

楊伯峻 成百曉 車柱環

何有於

我哉?

这些事情我做到了哪

些呢

이 중에 어느 것이 나

에게 있겠는가?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

다

위의 5가지 예문을 살펴보면, ‘何’와 관련한 문장에 해서 번역상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5가지 예문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何’와 관련한 부분을 열거하면 다음

과 같다.1)

(1) 如禮何?/如 何?

(2) 何有?/如禮何?

(3) 何如?

(4) 何如其知也?

(5) 何有於我哉?

이러한 번역상의 차이는 ‘何’의 용법과 ‘何’와 관련한 고정형식에 한 이해의 차

이 혹은 번역상의 문체의 차이로 보여진다. 이러한 이해의 차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서는 그 용법에 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고 중국어의 허사 중에서 

소수의 허사 용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는데, 그 중의 하나가 ‘何’이다. 

‘何’는 자체의 단독적인 용법이외에 다른 단어들과 결합하여 상당히 많은 구나 고정

형식을 이룬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何’의 용법이 《論語》⋅《孟子》에서는 어떻게 쓰

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何’의 단독 용법

《論語》⋅《孟子》에 나타난 ‘何’의 용법을 살피기 이전에 기존에 ‘何’와 관련한 연

구경향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王力(1990:104-105) 楊逢彬(2003:193) 姚

 1) 실제로 ‘何’와 관련한 더 많은 문장에서 번역상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편폭의 제한 

때문에 본고에서는 세 학자의 번역상의 차이가 나는 문장을 5문장만 나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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振武(2015)에 의하면, ‘殷墟甲骨文刻辭 중에는 확실하게 증명된 의문 사는 존재

하지 않는다’고 하 으며, 단지 인칭 사와 지시 사만 존재함을 설명하고 있다. 杨

伯峻、何乐士(1992, 2001)에서는 의문 사‘何’字는 고 의 문헌 중에서 가장 먼저 

《尚书》、《诗经》에 보이기 때문에, 西周시기에 사용되면서 이후에는 더욱 상용되었

다고 볼 수 있다고 하 다.2) 王力(1990:104-105)은 의문 사에 해 설명하면서 

‘何’에 해 간단한 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何’는 사물을 지칭할 때(간혹 사람을 지

칭하는 경우가 있음도 주를 달아 설명하고 있다. 목적어로 주로 쓰이며, 한정어 역

할을 할 때는 사람과 사물을 함께 지칭하고, 부사어로 쓰일 때는 현 중국어의 ‘爲

什么’ ‘怎麽’에 해당한다고 하는 간단한 설명을 하고 있다. 郭錫良(1992, 1999, 

2007)과 楊伯峻⋅何樂士(2001) 등에서도 전체 代詞에 한 서술 중에 ‘何’에 

해서는 간단한 서술로 소개를 하고 있다. 崔立斌(2004) 《孟子詞類硏究》에서는 전

체 총 7개의 의문 사(何, 曷(害), 孰, 誰, 惡, 奚, 焉)에 한 빈도수를 열거하고 

있다. 전체299개의 의문 사 중에서 ‘何’는 200차례 쓰이고 있음을 통계내었으며, 

‘何’에 한 각 문장성분 역할에 한 언급을 하고 한두 가지의 예문을 들고 있으

며, 고정형식 ‘何如’와 ‘如何’에 한 간단한 용법 소개가 있다. ‘何’에 한 개별적

인 용법에 해서 좀 더 자세한 분석과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殷國光(2008) 《呂

氏春秋詞類硏究》에서는 전체 의문 사에 한 자세한 분석을 한 내용이 있으며, 

王力의 《漢語史稿》(286-287)에서 제시한 상고음계에 따른 3가지 분류방식인 ʑ계
열(古禪母: 誰, 孰), ɤ계열(古匣母: 何, 奚, 曷, 胡, 盍, 侯), ɵ계열(古影母: 安, 

惡, 焉, 烏)을 언급하면서 문장성분 역할에 한 소개를 하고 있으며, 《呂氏春秋》

의 의문 사는 총 12개로 그 중에서 ‘何’의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04개의 의문 사 중에서 ‘何’가 217차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張玉金(2006)의 

《西周漢語代詞硏究》는 先秦시기 중에서 이른 시기의 代詞에 해서 세 한 분석

과 연구를 하 다. 그 연구 상은 西周시기의 전래문헌(《周易》(卦爻辭), 《詩經》

(雅, ), 《尙書》, 《逸周書》(일부))과 출토문헌(西周金文, 西周甲骨文, 출토된 《周

易》, 《詩經》, 《逸周書》)을 근거로 西周시기의 代詞에 해서 상당히 세 한 분석

을 하 기 때문에, 《論語》⋅《孟子》의 ‘何’자 분석을 통해서 비교를 하면 그 발전 변

화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張玉金(2006:319-321)은 또

 2) “在古文献中, 早见于 《尚书》、《诗经》, 可以说西周初就用它, 以后更常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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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존의 의문 사의 분류에 해서 소개하 는데, 王力과 楊伯峻⋅何樂士의 3가

지 분류설, 周法高의 4가지 분류설, 貝羅貝⋅吳福祥의 7가지 분류설, 王海棻의 

15가지 분류설이다. 張玉金(2006)은 王力과 周法高의 음을 기준으로 聲母가 같

으면 기능도 같다는 것은 의문의 기능이 점차 발전해가는 과정을 살피는 데는 한계

가 따를 수 있다고 하면서 의문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 분류를 중시해서 貝羅貝⋅
吳福祥의 7가지 분류설을 따른 다고 하 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 貝羅貝⋅吳福祥(2000)는 분류의 상은 선진시기 문헌의 언어를 상으로 

분류를 한 것이고, 王海棻(1987)의 15가지 분류설은 先秦시기 이후의 다양한 문

헌의 언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것이어서 좀 더 다양한 기능으로 발전된 상황을 서

술하기 위해 좀 더 세 한 분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何’와 관련해서 특정 문헌에 해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으로는 何樂士(1989)의 

< 《左傳》的‘何’>가 있다. ‘何’뿐만 아니라 ‘何’와 관련한 고정형식 등에 해서 매우 

세 한 분석을 하 지만, ‘何’에 해서 사, 형용사, 부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

다. 본고에서는 何樂士의 3가지 분류방식을 통일시켜 의문 사로 간주하여 분석하

고자 하며, 의문 사 전체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기술한 학

자들의 분류를 참고하면서, 의문 사 ‘何’의 단독용법과 ‘何’와 관련한 고정형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로 《論語》⋅《孟子》에 쓰인 의문 사는 총 9개로 빈도

수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代詞 何 焉 孰 誰 奚 惡 安 曷 盍(兼詞) 합계

《論語》 118 26 16 12 11 1 1 0 2 187

《孟子》3) 200 13 24 13 23 24 0 2 9 308

그 중 ‘盍’은 반어문의 문장에서만 쓰 으며, ‘何’와 ‘不’이 합쳐진 兼詞로 쓰인 특

수한 의문 사이지만, 함께 도표에 비교를 하 다. 《論語》와 《孟子》에 나타난 의문

사 ‘何’의 빈도수는 그 나머지 의문 사의 빈도수와 비교하면 318:177이다. 이를 

통해 의문 사의 사용에 ‘何’가 가장 광범위하고 비중있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孟子》의 의문 사 빈도수는 崔立斌(2004:187)의 통계수치를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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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물에 한 물음

《論語》에서 ‘何’의 사물에 한 물음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6) 何 五美? 《論語20⋅2》

(7) “巧笑倩兮, 美目盼兮, 素以爲絢兮”, 何 也? 《論語3⋅8》

(8) 夫子何爲4)? 《論語14⋅25》

(9) 何器也? 《論語5⋅4》

(10) 何哉, 爾所 達 ? 《論語12⋅20》 

(11) 我之大賢 , 於人何所不容? 《論語19⋅3》

《論語》에서 사물에 한 물음에 사용된 ‘何’는 모두 28개이며, 3개의 예는 주어

로 쓰이고16개의 예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이고 모두 동사의 앞으로 전치되어 사용

되었다. (6)은 주어로 쓰인 예이다. 殷國光(2008:279)은 《呂氏春秋》에서 ‘何 ’구

조에서만 ‘何’가 주어 역할을 한다고 하 는데, (6)은 ‘何 ’구조로 되어 있으며, 

(7)과 같이 앞에 다른 성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어라고 볼 수 있는 예이며, 《論

語》에는 이런 예가 총 3개 있었다. (7)은 ‘ ’뒤에 목적어가 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

문에 동사‘ ’의 목적어 전치로 볼 수밖에 없다. 《論語》에서는 (9)처럼 2개의 예가 

한정어로 쓰여 각각 명사와 所자구조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이하게 명사성

술어로 쓰인 예(10)이 있었는데 이는 동사‘ ’의 이중목적어에서 O1에 해당하는 부

분이 ‘何’이면서, 문두로 이동하 고, 뒤에 조사 ‘哉’가 쓰인 특이한 문형을 이루고 

있으며, (6)의 ‘何 ~’의 변형된 형식으로 볼 수 있다.5) 개사의 목적어는 고정형

 4) 殷國光(2008:280)에서는 ‘誰’와 ‘何’가 목적어 역할을 할 때 전치되지 않는 것은 자유

롭지 못하다고 하 으며, 그러한 예들은 관계동사의 뒤(26차례)가 부분이며, 어쩌다 

겸어동사의 뒤에 나타난 경우(1차례)가 있다고 하 다. 그 ‘誰’의 예로 ‘而名爲誰? 《韓

非子⋅報更》’와 ‘何’의 ‘如何’와 같은 고정형식을 예로 들고 있다. (8) ‘夫子何爲’例에서 

‘爲’는 ‘하다’의 의미로 관계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동사의 앞으로 전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何樂士(1989:242)는 《左傳》 중에서 “而事何也?”의 1가지 예에서 의문 사

가 동사의 뒤에 쓰 다고 하고 부정문에서의 代詞가 동사의 뒤에 쓰인 예는 수 십 개

의 예가 있다고 하면서 의문문에서 代詞의 위치 변화는 부정문에서의 사 위치 변화

보다 느리다고 설명하고 있다. 先秦시기의 언어에서 의문 사가 앞으로 전치되는 것이 

상당히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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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何以’에만 나타나고, 모두 5개의 예가 있으며, 모두 ‘何以’구조로 되어 있어 본 

통계에는 적용하지 않고 별도로 고정형식‘何以’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孟子》에서 ‘何’의 사물에 한 물음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2) 畜君何尤? 《孟子⋅梁惠王下》 

(13) 何由知吾可也? 《孟子⋅梁惠王上》 

(14) 若孔子主癰疽 侍人瘠環, 何以爲孔子? 《孟子⋅萬章上》

(15) 敢問不見諸侯, 何義也? 《孟子⋅萬章下》

(16) 一 何也? 《孟子⋅告子下》 

(17) 何哉, 君所 踰 ? 《孟子⋅梁惠王下》 

《孟子》에서 사물에 한 물음에 사용된 ‘何’는 모두 48개이며, 주어 4개, 동사의 

목적어 15개, 개사목적어 16개(爲:146), 由:1, 以:1(‘以A爲B’구조)), 술어 4개, 

한정어 11개의 예로 나타났다. 주어로 쓰인 예는 모두 (6)의 예처럼 ‘何 ~’형식으

로 쓰인 경우이다. (12)의 예는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예이다. (13)과 (14)는 개

사 ‘由’의 목적어로 쓰 으며 1번 나타나고, (15)는 ‘以A爲B’구조에서 A에 해당하

는 ‘何’가 앞으로 전치된 형식이다. 술어로 쓰인 예 중에서 (16)과 같이 판단문의 

형식으로 의문을 나타내는 문장이 2번 나타났으며, (17)과 같이 판단의문문의 형식

에서 술어로 쓰인 ‘何’가 문장 앞으로 도치된 경우가 2번 나타났다. 이는 《論語》의 

예(10)과 같이 도치된 형식임을 알 수 있다. 《孟子》에서는 《論語》에서 보다 ‘何’가 

개사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더 다양하게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5) 이와 관련한 자세한 분석은 정진매⋅변형우(2014)의 < 《論語》⋅《孟子》에 나타난 동사 

‘ ’의 어법특징 고찰>을 참고할 수 있다. 《中國文學硏究》 제56輯.

 6) ‘何’가 개사목적어로 쓰일 때 ‘爲’의 목적어로 쓰인 14개의 예는 모두 원인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사물을 나타내는 부분의 통계에 적용하지 않고 원인에 한 물음 부분에서 설

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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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論語》와 《孟子》에서 사물을 묻는 ‘何’의 문장성분역할

주어 동사 목적어 개사 목적어 술어 한정어 합계

《論語》 사물을 

묻는 ‘何’
3 16 0 1 2 22

《孟子》 사물을 

묻는 ‘何’
4 15 2 4 11 36

합계 7 31 2 5 13 58

통계의 결과 《論語》와 《孟子》에서 ‘何’가 동사목적어로 쓰여 사물을 묻는 용법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孟子》에서는 특히 한정어로 쓰여 사물을 

묻는 경우가 《論語》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2. 사람에 한 물음

《論語》에서 ‘何’의 사람에 한 물음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8) 伯夷⋅叔齊何人也? 《論語7⋅15》

《論語》에는 단지 1차례 한정어 역할로써 사람에 한 물음의 용법이 있다. 

(19) 周公何人也? 《孟子⋅公孫丑下》

(20) 王何卿之問也? 《孟子⋅萬章下》

(21) 何事非君? 何使非民? 《孟子⋅萬章下》

《孟子》에서도 비록 그 예는 많지 않지만, (19)(20)과 같이 한정어 역할(何人:3, 

何卿:1)하는 경우가 4차례 나타났으며, (20)처럼 ‘何’가 단독으로 목적어 역할을 

하여 사람에 한 물음의 용법도 4차례 나타났다. 한정어 역할은 사실상 엄격한 의

미에서 ‘何’자체로써 사람에 해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한 물음으로 

따로 분류하지 않고 하나의 용법으로 사물과 사람을 함께 묶어서 분류할 수도 있으

나, 피수식어가 ‘人’과 ‘卿’으로 되어 있고 본고에서 ‘何’에 한 세 한 분석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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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사람을 묻는 용법으로 분류하 다. (20)과 관련하여 崔立斌(2004:189)은 

‘何’를 주어로 분류하 지만, 楊逢彬(2017:87-88)은 《逸周書》에 나타난 20여개의 

고정형식‘何~非~’의 예와 같은 형식이라고 하면서, ‘何’는 뒤에 오는 동사의 목적

어임을 설명하 다. 본고에서는 楊逢彬(2017)의 의견에 동의하며 ‘何’는 사람에 

한 물음에 쓰인 동사의 목적어 전치로 보았다. 何樂士(1989)의 《左傳》에서의 용법

을 참고해보면, 문장성분 역할에 한 언급은 없지만, 사람에 한 물음이 10차례 

나타난다고 하 다.7) 참고로 ‘王子墊問曰, “士何事?” 孟子曰, “尙志.” ’ 《孟子⋅盡

心上》의 문장에서 ‘何事’는 (21)의 ‘何事’와 같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람

에 해 묻는 것이 아닌 사물에 한 물음인 것에 주의해야 한다. 사물에 한 물

음임을 알 수 있는 근거는 ‘何事’의 물음에 해 ‘尙志’로 답한 언어환경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다. 張玉金(2006)의 통계에 의하면 西周시기에는 사람에 한 물음의 

‘何’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論語》와 《孟子》에서 사람을 묻는 ‘何’의 문장성분역

할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論語》와 《孟子》에서 사람을 묻는 ‘何’의 문장성분 역할

동사목적어 한정어 합계

《論語》 사람을 묻는 ‘何’ 0 1 1

《孟子》 사람을 묻는 ‘何’ 4 4 8

합계 4 5 9

통계의 결과 《論語》에서는 ‘何’가 한정어로 쓰여 사람을 묻는 용법이 1차례밖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孟子》에서는 ‘何’가 동사목적어로 쓰인 경우 4차례, 한정어로 

쓰인 경우 4차례로 나타났다.

 7) 何樂士(1989)의 < 《左傳》的‘何’>에서 ‘何’의 단독용법 통계수치를 보면 일의 체(代

事):118, 사물의 체(代物): 11, 장소의 체(代處所):11, 사람을 체(代人):10로 

통계를 하 다. 《孟子》에는 “王子墊問曰, ‘士何事?’ 孟子曰, ‘尙志.’ ”의 예문을 보았을 

때, ‘何事非君, 何使非民’의 문장에서 ‘何事’부분이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士何事?’의 ‘何’는 사물을 나타내는 ‘何’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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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소에 한 물음

《論語》에는 장소에 한 물음의 ‘何’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孟子》에는 2차례 나

타났다.

(22) 先生 何之? 《孟子⋅告子下》

(23) 牛何之? 《孟子⋅梁惠王上》

(22)(23)의 예는 모두 동사 ‘之’의 목적어로 쓰 으며, 전치되어 쓰 다. 張玉金

(2006)의 통계에 의하면 西周시기에는 장소에 한 물음은 7차례 나타났으며, 何

樂士(1989)의 통계에 의하면 《左傳》에는 11차례 나타난 것으로 보면 장소에 한 

물음은 春秋戰國시기에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左傳》

에 비해서 편폭이 작은 문헌이기 때문에 《孟子》의 빈도수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

인다. 

4. 원인에 한 물음 

張玉金(2006:325-327)에 의하면 전체 62개의 ‘何’용법 중에서 원인에 한 물

음은 7차례 나타나는데 부사어로 쓰이거나 혹은 개사 ‘以’와 ‘用’을 사용하는 예들이

며, 《孟子》에서처럼 술어로 쓰여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는 없었다. 

《論語》에서 ‘何’의 원인에 한 물음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24) 何莫由斯道也? 《論語6⋅17》 

(25) 何爲其然也? 《論語6⋅26》 

(26) 其進也, 不 其 也, 唯何甚? 《論語7⋅29》

(27) 不忮不求, 何用不臧? 《論語9⋅27》 

(24)(26)과 같이 부사어로 쓰인 예가 16개 있었으며, (25)(27)과 같은 5개의 

예가 개사(以:1, 爲:3개, 用:1개)의 목적어로 쓰 으며, 모두 원인을 나타내고 있

다. ‘何以’가 원인을 나타내는 것은 1번 쓰 으며, 기타 다른 용법을 함께 나타내고 

있어서 고정형식 ‘何以’ 부분에서 다루기 위해 통계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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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子》에서 ‘何’의 원인에 한 물음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28) 爾何曾比予於管仲? 《孟子⋅公孫丑上》

(29) 此非吾君也, 何其聲之似我君也? 《孟子⋅盡心上》

(30) 如知其非義, 斯速已矣, 何待來年? 《孟子⋅滕文公下》

(31) 鄰國之民不加 , 寡人之民不加多, 何也? 《孟子⋅梁惠王上》

(32) 如不待其招而往, 何哉? 《孟子⋅滕文公下》 

(33) 今恩足以及禽獸, 而功不至於百姓 , 獨何 ? 《孟子⋅梁惠王上》

(34) 父母之不我愛, 於我何哉? 《孟子⋅萬章上》

(35) 匡章, 通國皆稱不孝焉, 夫子 之遊, 又從而禮貌之, 敢問何也? 《孟子⋅
離婁下》

(36) 予何爲不受? 《孟子⋅公孫丑下》

《孟子》에서 ‘何’가 부사어로 쓰여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는 모두 14번 나타났다. 

부사어로 쓰여 원인을 나타낼 때에는 일반적으로 (30)과 같이 바로 술어가 오는 형

태이지만, (28)과 같이 ‘何’뒤에 부사(曾:2, 不:2)가 온 경우는 4번 나타났으며, 

(30)와 같이 바로 뒤에 ‘주어+之+술어’의 구조가 온 경우는 2번 있었다. 

《孟子》에서 ‘何’가 술어로 쓰여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는 29번 나타났다. ‘何’가 

술어로 쓰여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의 특징은 ‘何’앞의 주어가 부분 사건을 나타내

는 비교적 복잡한 구조를 띠는 것이다.8) 29개 중에서 23개는 ‘何也’의 형식으로 

어기조사 ‘也’를 썼고, 6개는 다른 어기조사(哉:4, :2)를 사용하 다. 일반적으로 

‘何也’의 형식으로 의문을 나타낼 때는 (31)(32)처럼 복잡한 구조의 주어와의 사이

에 다른 문장성분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33)(34)(35)의 경우처럼 5개의 

예가 부사(獨:2개), 개사구(於我:1개), 관용구(敢問:2개)가 쓰 다. 참고로 앞에 

예시한 (16)‘一 何也?’ 《孟子⋅告子下》의 경우에 ‘何也’는 원인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사물을 묻는 용법도 있기 때문에 원인을 묻는 용법과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 

원인을 나타내는 ‘何也’는 사물을 나타내는 ‘何也’의 용법이 활용되어 쓰인 파생용법

 8) 崔立斌(2004:189): “ ‘何’作 語時, 主語大多是表示事件的比 複雜的結構.” 하지만, 

원인을 나타낸다는 서술은 없었다. 何樂士(1989:244)는 《左傳》에 ‘何也’가 12번 나타

난다고 하 는데, 원인 혹은 상황을 나타내면서 모두 묻는 말 중에 쓰이고 복문의 뒤에 

쓰인다고 하 으며, 2번의 예는 반어문에 쓰 다고 하 다. 《論語》⋅《孟子》에는 ‘何也’

가 반어문에 쓰인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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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다.9)

《孟子》에서 (36)과 같이 ‘何’가 개사의 목적어로 쓰여 원인을 나타내는 경우는 

16번 나타났으며, 모두 개사‘爲’의 목적어로 쓰 다. 

《論語》와 《孟子》에서 원인을 묻는 ‘何’의 문장성분역할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論語》와 《孟子》에서 원인을 묻는 ‘何’의 문장성분역할 

부사어 개사목적어 술어 합계

《論語》 원인을 묻는 ‘何’ 16 4 0 20

《孟子》 원인을 묻는 ‘何’ 14 14 29 57

합계 30 18 29 77

통계의 결과 《論語》에서는 ‘何’가 부사어로 쓰여 원인을 묻는 용법으로 쓰인 경우

가 훨씬 많이 나타났지만, 《孟子》에서는 ‘何’가 부사어나 개사목적어보다 술어로 쓰

여 원인을 묻는 경우가 더 많이 나타났다. 

5. 반어문에 쓰임

《論語》에서 ‘何’가 반어문에 쓰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37) 賜也何敢望回? 《論語5⋅9》 

(38) 是道也, 何足以臧? 《論語9⋅27》 

(39) 何傷乎? 亦各 其志也. 《論語11⋅26》 

(40) 宗廟 同, 非諸侯而何? 《論語11⋅26》

반어문은 묻는 형식을 갖지만 답이 필요없는 의문문으로 강조의 용법으로 쓰인

다. (37)(38)(39)는 ‘何’를 쓴 의문의 형식으로 부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40)은 

 9) 郭錫良(2007:45-46)은 판단문의 活用부분에서 3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

나는 ‘用判斷句形式表達事物的因果關係’이다(예: “良庖歲更 , 割也.” 《莊子》). 판단

문의 활용에서 인과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는 부분처럼 ‘何也’ 부분도 일종의 판단문 형

식으로 이루어져 사물을 묻는 용법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것처럼 원인을 묻는 용법으

로 유추되어 쓰인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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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 형태에 ‘何’를 씀으로써 긍정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37)은 ‘제(子貢)가 어

떻게 감히 回를 바라볼 수 있겠읍니까?’는 ‘저는 回를 바라볼 수가 없다’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며, (40)은 ‘종묘와 회동이 있는데 제후국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는 

‘종묘와 회동이 있으니 제후국이다.’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論語》에서 ‘何’가 

(37)(38)의 예처럼 부사어역할을 하여 반어문을 이루는 경우는 5개가 있으며, 그 

중 4개의 예가 ‘何’ 뒤에 조동사(‘敢’:2, ‘足’:2)가 쓰 다. (39)의 예처럼 목적어역

할을 하여 반어문을 이루는 경우는 8개가 있고, (40)의 예처럼 술어역할을 하여 반

어문을 이루는 경우는 1개가 있었다. 참고로 《論語》에는 ‘何’외에도 ‘人而不仁, 如

禮何?’ 《論語3⋅3》의 문장처럼 ‘如~何’를 사용한 반어의 용법이 있으며, ‘赤也爲之

, 孰能爲之大?’ 《論語11⋅26》에서처럼 의문 사 ‘孰’을 사용한 반어문의 용법도 

존재한다. 고정형식 ‘如~何’의 반어용법은 고정형식 ‘如~何’의 부분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孟子》에서 ‘何’가 반어문에 쓰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41) 何必曰利? 《孟子⋅告子下》

(42) 何可廢也? 《孟子⋅梁惠王上》

(43) 吾何愛一牛? 《孟子⋅梁惠王上》

(44) 是何異於刺人而殺之, 曰, ‘非我也, 兵也.’? 《孟子⋅離婁下》

(45) 於禽獸又何難焉? 《孟子⋅離婁下》

《孟子》에서 ‘何’가 부사어로 쓰여 반어문을 나타내는 경우는 21개가 있었고, 목

적어로 반어문을 이루는 경우는 2개의 예가 있었다. (41)(42)(43)(44)의 예는 ‘何’

가 부사어역할을 하면서 반어문에 쓰 으며, (45)의 예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

면서 반어문에 쓰인 경우이다. ‘何’가 부사어로 쓰여 반어문을 나타내는 경우는 ‘何’

뒤에 오는 성분에 따라 다음의 4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① ‘何+부사’[(41), 총7개]: ‘何必’(4), ‘何獨’(2), ‘何不’(1)  7개

② ‘何+조동사’[(42), 총6개]: ‘何可’(3), ‘何足’(1), ‘何能’(1), ‘何敢’(1)

③ ‘何+일반동사’[(43), 총7개]: 何難

④ ‘何+형용사’[(44), 1개]: 何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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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語》와 《孟子》반어문에 쓰인 ‘何’의 문장성분 역할 통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論語》와 《孟子》반어문에 쓰인 ‘何’의 문장성분 역할 

부사어 동사

목적

어

서술어 합계何+

부사

何+

조동사

何+

일반동사

何+

형용사

《論語》 반어문에 

쓰인 ‘何’
0 4 1 0 8 1 14

《孟子》 반어문에 

쓰인 ‘何’
7 6 7 1 2 0 23

합계 7 10 8 1 10 1 37

통계의 결과 《論語》에서는 ‘何’가 동사의 목적어로 쓰여 반어문을 나타내는 경우

가 더 많이 나타났지만, 《孟子》에서는 ‘何’가 부사어로 쓰여 반어문을 나타내는 경

우가 더 많이 나타났다.

6. 감탄을 나타냄

《論語》에는 감탄의 용법이 없으나, 《孟子》에는 1차례의 예가 있었다. 

(46) 千里而見王, 不遇故去, 三宿而後出晝, 是何濡滯也? 《孟子⋅公孫丑下》

張玉金(2006) 崔立斌(2004) 何樂士(1989) 殷國光(2008)은 모두 감탄을 나

타내는 용법에 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先秦시기에는 그러한 용법이 많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 何樂士(2006)의 《古代漢語虛詞詞典》에는 ‘何’부분에 한 설명

에서 《晏子春秋》와 《漢書》의 예를 들면서 정도부사의 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10) 

그 설명을 보면 부분 형용사술어의 앞에 쓰여 정도가 강함을 나타내며, 어떤 때

는 동사술어 앞에 쓰이는 경우도 있다고 하 다. 현재 논하고자 하는 《論語》와 《孟

10) 참고로 ‘何’가 단독으로 감탄을 나타내는 경우는 아니지만, 何樂士(1989:268)의 고정

구조 ‘何其’부분에서 5차례 형용사 앞에서 쓰여 정도가 강함을 나타낸다고 하 다. 예: 

雖有君命, 何其速也! 《左傳⋅僖公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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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의 언어는 先秦시기의 것이기 때문에 《晏子春秋》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7) 其僕曰: “向之去何速! 今之返又何速!” 《晏子春秋⋅內篇⋅諫上》 

(46)에서 ‘何’뒤의 성분은 형용사이기 때문에 (47)의 예와 같은 용법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何’의 용법을 何樂士(2006)처럼 副詞로 분류하지 않고 일률적으

로 代詞로 간주하고 代詞의 감탄용법 혹은 정도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사실상 감탄의 기능을 이용한 정도의 강함을 나타내는 용법이 더 맞는 표현

이겠지만, 감탄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설명하 다. 

Ⅲ. ‘何’의 고정형식 용법

1. 고정형식 ‘何以’

《論語》에 나타난 ‘何以’의 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8)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論語2⋅7》

(49) 大車無輗. 車無軏, 其何以行之哉? 《論語2⋅22》 

(50) 孔文子何以 之文也? 《論語5⋅15》

《論語》에는 모두 6개의 ‘何以’가 쓰 으며, 근거(4차례), 도구(1차례), 원인(1차

례)11)의 용법으로 쓰 다. 이는 원인에 한 물음에서의 ‘何爲’와는 달리 ‘何以’가 

단일한 기능을 하지 않고, ‘以’의 다양한 어법기능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8)은 근거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 고, (49)는 도구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

으며, (50)은 원인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쓰 다. 

《孟子》에 나타난 ‘何以’의 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論語》에서는 원인을 나타낼 때 개사는 주로 ‘爲’를 사용하 다(14차례). 원인에 한 

물음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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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王曰, ‘何以利吾國?’ 《孟子⋅梁惠王上》 

(52) 孟子曰, “何以 之?” 曰, “怨.” 《孟子⋅告子下》

(53) 不爲 不能 之形何以異? 《孟子⋅梁惠王上》

(54) 何以異於人哉? 《孟子⋅離婁下》

(55) 諸侯多 伐寡人 , 何以待之? 《孟子⋅梁惠王下》

《孟子》에는 모두 22개의 ‘何以’가 쓰 으며, 근거(10차례), 원인(6차례), 차이점

(5차례), 방식(1차례)의 용법으로 쓰 다. (51)은 근거를 나타내고, (52)는 원인을 

나타낸다. (53)(54)는 차이점을 나타내고 (55)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53)과 

(54)처럼 차이점을 나타내는 경우는 모두 5차례 나타났으며 모두 형용사 ‘異’와 함

께 쓰이며, 특이한 문형을 이룬다. 즉, 비교의 상이 (53)의 ‘不爲 不能 之

形’처럼 앞에 함께 출현하는 경우 차이점을 묻는 ‘何以’와 ‘異’가 나오면서 문장이 

끝난다. (54)같은 경우는 비교 상의 하나가 앞에 서술되어 있으면서, 차이점을 나

타내는 ‘何以’를 쓰고 또 하나의 비교 상을 ‘異於’의 뒤에 나타내는 문형을 이룬다. 

(55)는 방식을 나타내고 있다. 

※ 《論語》와 《孟子》에 나타난 ‘何以’의 어법기능

근거 원인 차이점 도구 방식 합계
《論語》 

‘何以’
4 1 0 1 0 6

《孟子》 

‘何以’
10 6 5 0 1 22

합계 14 7 5 1 1 28

2. 고정형식 ‘如~何’, ‘如之何’, ‘如何’

郭錫良(1992:509-510)은 《古代漢語》의 ‘古代漢語句法成分的位置和省略’(고

중국어의 통사성분의 위치와 생략)부분에서 상고시기 중국어에서 의문 사가 목적

어역할을 할 때 전치될 때 소수의 예외가 있다고 하면서 《論語, 微子》의 ‘桀溺曰：
子為誰？曰：‘為仲由。’’ 문장의 ‘誰’를 언급하면서, 빈도수가 높은 고정형식인 ‘如

何’는 마치 형태적으로는 의문 사가 후치된 것 같지만, 의문 사가 후치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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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如何’는 ‘如~何’의 축소된 결과라고 하 다. 董秀芳(2013:40)도 ‘如何’는 

‘如~何’의 형식에서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 다. 어휘화의 과정에서 쌍음절

어휘 파생의 방식을 설명하면서 같은 층위의 통사적인 관계를 이루지 않는 예외적

인 특수한 예(탈층위구조의 어휘화)도 존재함을 ‘如何’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張玉金(2006:327-329)은 西周시기의 언어자료 중에는 ‘如何’는 10차례, ‘如之

何’는 1차례 나타난다고 하면서 貝羅貝、吳福祥(2000)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소

개하 다.12) ‘如何’는 하나의 의문 사로 통사구조에서 기원한 어휘화현상이며, 관

용어적인 구의 형식 ‘如之何’부분에서 ‘之’가 삭제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하 다. ‘如何’에 한 성질에 해서 李佐豐(2003)과 錢宗武(2004)도 같은 의견

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西周시기의 ‘如何’를 이미 어휘화된 복음절 의문 사

로 간주한다고 하 다. 다만, 貝羅貝、吳福樣(2000)의 의견에 약간의 수정을 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내고 있다. 즉, ‘如何’의 생성은 관용어적인 구의 형식 ‘如之何’

나 고정형식인 ‘如~何’에서 ‘之’혹은 그 중간의 實詞가 삭제되면서 생겨난 것으로 

‘如何’를 꼭 ‘如之何’의 어휘화 기초하에서 생성된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

다. 본고에서는 ‘如~何’와 ‘如之何’는 ‘개사+목적어(之도 포함)+何(술어역할)’형

식의 관용구 형식으로 보며, ‘如何’는 ‘如~何’와 ‘如之何’에서 개사 ‘如’의 목적어가 

생략되면서 어휘화 되어가는 과도기적인 고정형식으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如~何’, 

‘如之何’, ‘如何’형식으로 나누어 그 용법을 분석하고자 한다.13) 

12) 方有國(2015:339)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詩經》의 내용이 같은 예와 《孟

子》의 한 문장 속에 ‘如之何’와 ‘之’를 생략한 ‘如何’가 병존한 예를 들면서, ‘如何’는 ‘如

之何’의 ‘之’를 생략한 형식이라고 하 다. 

析薪如之何, 匪斧不克. 取妻如之何, 匪媒不得. 《詩經⋅齊風⋅南山》

伐柯如何, 匪斧不克. 取妻如何, 匪媒不得. 《詩經⋅豳風⋅伐柯》

以行 事示之 , 如之何?---敢問薦之於天, 而天受之, 暴之於民, 而民受之, 如何? 

《孟子⋅萬章上》
13) 참고로 何樂士(1989)의 통계에 의하면, 《左傳》에는 ‘如~何’는 1차례, ‘如之何’도 1차

례, ‘如何’는 3차례 나타난다. 오히려 이와 유사한 용법인 ‘若~何’는 22차례, ‘若之何’

는 57차례, ‘若何’는 27차례 나타난다. 崔立斌(2004:189-190)은 《孟子》에 ‘如何’가 5

차례 나타나며, 고정형식으로 문장 중에서 술어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1가지 예를 들고 

있다. ‘如之何’는 18차례 나타나며, 고정구조로 술어(12차례)와 부사어 역할(6차례)을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2가지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如~何’는 4차례 나타나며 

술어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2개의 예를 들고 있다. 전체적으로 문장성분 역할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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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如~何’

‘如~何’는 세 가지 의미적 특징을 갖는다. 즉, 방식이나 방법을 묻는 경우, 상태

나 정황을 묻는 경우, 반어문을 이루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如~何’가 《論語》와 

《孟子》에서 상태나 정황을 묻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방식⋅방법을 묻는 경우

와 반어문을 이루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1 방식⋅방법을 물음 

《論語》에는 ‘如~何’가 방식을 묻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孟子》에는 1차

례의 예가 있었다. 

(56) 君如彼何哉? 《孟子⋅梁惠王下》

(56)의 ‘如~何’구조에서 개사‘如’의 목적어는 지시 사 ‘彼’가 온 것이 특징이다. 

‘저들(제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의 의미를 갖는다. 

2.1.2 반어문 용법

《論語》에 나타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57) 人而不仁, 如禮何? 《論語3⋅3》

(58) 天生德於予, 桓魋其如予何? 《論語7⋅23》 

(59) 不能正其身, 如正人何? 《論語13⋅13》 

《論語》에서의 7개의 예는 모두 방식을 묻는 형태로 반어문을 이루고 있다. (57)

의 ‘如’의 목적어는 명사, (58)의 ‘如’의 목적어는 사, (59)의 ‘如’의 목적어는 동

목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7개 예의 개사 ‘如’의 목적어는 명사(4차례), 지시 사(2

차례), 동목구조(1차례)로 이루어져 있다. 

《孟子》에 나타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서만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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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一薛居州, 獨如宋王何? 《孟子⋅滕文公下》

(61) 人之不善, 當如後患何? 《孟子⋅離婁下》

(62) 吾 亦罕矣, 吾 而寒之 至矣, 吾如有萌焉何哉? 《孟子⋅告子上》

《孟子》에서의 3개의 예도 모두 방식을 묻는 형태로 반어문을 이루고 있다. 

(60)(61)에서 ‘如’의 목적어는 명사, (62)에서 ‘如’의 목적어는 동목구조로 이루

어져 있다. 《論語》와 《孟子》에 나타난 ‘如~何’의 어법기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論語》와 《孟子》에 나타난 ‘如~何’의 어법기능

如~何 ‘如’의 목적어

방식을 물음 방식을 물음(반어문) 체언성 용언성

《論語》 0 7 6 1

《孟子》 1 3 3 1

합계 1 10 9 2

위 표의 상황을 보면 방식을 묻는 경우 반어문에 쓰인 경우가 부분이었으며, 

개사 ‘如’의 목적어는 체언성과 용언성이 모두 쓰일 수 있지만, 체언성 위주로 쓰인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如之何’

‘如之何’는 세 가지 어법의미적 특징을 갖는다. 즉, 방식이나 방법을 묻는 경우, 

상태나 정황을 묻는 경우, 반어문을 이루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2.2.1 방식⋅방법을 묻는 경우

《論語》에 방식이나 방법을 묻는 경우는 5개의 예가 있다. 

(63) 說而不繹, 從而不改, 吾末如之何也已矣. 《論語9⋅24》 

(64) 不曰“如之何, 如之何” , 吾末如之何也已矣. 《論語15⋅16》 

(65) 本之則無如之何?(‘如之何’는 ‘無’의 목적어) 《論語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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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4)의 ‘末’은 특수한 의미를 갖는데 본고에서는 부사로 간주하 다(동사나 

사로 보기도 한다). 그 의미는 ‘~할 방법, 수단, 장소가 없다’의 의미를 가지며, 

일반적으로 술어 앞에 쓰인다. (63)(64)의 ‘如之何’는 모두 술어로 쓰 으며, (65)

는 동사‘無’의 목적어로 쓰 다. 

《孟子》에 방식⋅방법을 묻는 경우는 11개의 예가 있다. 

(66) 王之臣有託其妻子於其友而之楚遊 , 比其反也, 則凍餒其妻子, 則如之

何? 王曰, “棄之.” 《孟子⋅梁惠王下》

(67) 然則舜如之何? 《孟子⋅盡心上》

(68) 娶妻如之何? 《孟子⋅萬章上》

(69) 寡人耻之, 願比死 壹洒之, 如之何則可? 《孟子⋅梁惠王上》 

11개의 예 중에서 6개의 예가 ‘如之何’앞에 접속사 ‘則’이 쓰여 조건관계복문의 

뒷절에 쓰 으며, 4개의 예는 조건관계복문의 앞절에 쓰이고 접속사‘則’이 쓰 다. 

(69)와 같이 조건복문의 앞절에 쓰인 경우는 모두 똑같이 ‘如之何則可?’의 형태로 

쓰 다. (68)은 앞절이 ‘娶妻’의 간단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긴축가정복문형

태로 쓰이면서 접속사‘則’이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67)의 문장은 다른 문장과는 

달리 ‘如之何’ 앞에 행위자를 나타내는 주어 ‘舜’이 나타난 경우이다. 

※ 《論語》와 《孟子》에 나타난 ‘如之何’의 어법기능

‘如之何’문장성분 역할
술어 목적어

단문 가정복문 앞절 가정복문 뒷절
《論語》 2 0 2 1

《孟子》 0 4 7 0

합계 2 4 9 1

2.2.2 상태⋅정황을 묻는 경우 

《論語》에 상태⋅정황을 묻는 경우는 6개의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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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陋, 如之何? 《論語9⋅14》

(71) 年饑, 用不足, 如之何? 《論語12⋅9》

(72) 佛肹以中牟畔, 子之往也, 如之何? 《論語17⋅7》 

《論語》에 나타난 6개의 예는 모두 술어로 쓰 다. ‘如之何’가 상태나 정황을 묻

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1)(72)처럼 앞 문장이 긴 경우가 많지만, (70)처럼 한 

단어만 오는 경우도 있다. 6개 예의 ‘如之何’에서 ‘之’는 모두 앞 문장을 지칭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떠한가?’, ‘어떻습니까?’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孟子》

에서 상태나 정황을 묻는 경우는 2개의 예가 있다. 

(73) 以行 事示之 , 如之何? 《孟子⋅萬章上》

(74) 周室班爵祿也, 如之何? 《孟子⋅萬章下》

(73)(74)의 ‘如之何’는 모두 술어로 쓰 다. (73)의 예는 ‘如之何’앞의 문장에 

명사화 표지 ‘ ’를 썼으며, (74)의 예는 ‘如之何’ 앞의 성분은 명사성 성분이 왔으

며, 끝에 ‘也’를 씀으로써 휴지를 둔 것이 특징이다. ‘如之何’에서 ‘之’는 모두 앞의 

성분을 지칭하고 있다. 

2.2.3 반어문 용법 

《論語》에서 ‘如之何’ 반어문 용법에 쓰인 경우는 6개의 예가 있다. 

(75) 有父兄在, 如之何其聞斯行之? 《論語11⋅22》

(76) 君臣之義, 如之何其廢之? 《論語18⋅7》 

《論語》의 반어문에 쓰인 6개의 예에서 ‘如之何’는 모두 부사어로 쓰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如之何’에서 ‘之’는 앞의 어떤 성분을 특별히 지칭하는 경우는 없다. 

또 한가지 특징은 6개의 예가 모두 ‘如之何’ 뒤에 어기사 ‘其’를 써서 의문의 어기를 

비교적 완곡하게 하고 있다. ‘어떻게’ 혹은 ‘어찌’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孟子》에서 ‘如之何’ 반어문 용법에 쓰인 경우는 5개의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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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爲其象人而用之也. 如之何其使斯民飢而死也? 《孟子⋅梁惠王上》 

(78) 殷受夏, 周受殷, 所不辭也, 於今爲烈, 如之何其受之? 《孟子⋅萬章下》

(79) 昔 疾, 今日愈, 如之何不弔? 《孟子⋅公孫丑下》

《孟子》의 반어문에 쓰인 5개의 예가 《論語》와 마찬가지로 ‘如之何’는 모두 부사

어로 쓰이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如之何’에서 ‘之’는 앞의 어떤 성분을 특별히 지

칭하는 경우는 없다. 《孟子》의 예문에서도 4개의 예가 ‘如之何’ 뒤에 어기사 ‘其’를 

써서 의문의 어기를 비교적 완곡하게 하고 있다. (79)의 예는 ‘如之何’ 뒤에 어기사 

‘其’를 쓰지 않았는데 이는 뒤에 부정형식이 왔기 때문에 ‘其’를 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董秀芳(2013:40)에 의하면 쌍음절어휘 파생의 방식에 있어서 4가지의 기본조건

을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 2가지 조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의미상에 있어서 반드시 일정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2) 사용빈도수가 높아야 한다. 두 개의 성분이 자주 함께 출현하여야 비로소 

단어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如之何’는 비록 쌍음절 어휘는 아니지만, 방식⋅방법을 묻거나 상태⋅상황을 묻

는 기본 용법과는 달리 반어문에 쓰일 때는 부사어로 쓰이고 ‘如之何’에서 ‘之’가 앞

에 있는 성분을 지칭하지 않는 특징을 지니며 《論語》와 《孟子》에만 11차례 나타나

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어휘화된 특수한 예로 볼 수 있다. 《論語》와 《孟子》에 나

타난 ‘如之何’의 어법기능의 통계를 내면 다음과 같다. 

※ 《論語》와 《孟子》에 나타난 ‘如之何’의 어법기능

방식⋅방법 상태⋅정황 반어문
《論語》 5 6 6

《孟子》 11 2 5

합계 16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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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如何’

盧烈紅(2001:309-315)은 《古 宿語要》에서 ‘如何’가 문장성분 역할의 특이한 

분포를 고찰하기 위하여 先秦시기의 분포를 통계내면서, 참고로 아래의 도표와 같

이 ‘如何’와 ‘何如’의 개수를 비교하 다. 참고 결과 先秦시기에는 ‘何如’가 ‘如何’보

다 사용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古 宿語要》에서는 ‘如何’가 2197차례 

나타나고 ‘何如’는 단지 3차례 나타나서 先秦시기와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

고 있다. 漢魏六朝시기에는 東漢王充의 《論衡》에 ‘如何’ 54차례, 《昭明文選》에 ‘如

何’ 39차례, 《世說新語》에 6차례 출현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

※ 先秦시기 “如何”와 “何如”의 빈도수 비교표(盧烈紅(2001:309-315) 참고)

如何 何如

尙書 3 0

詩經 18 0

左傳 4 23

公羊傳 0 9

論語 0 21

孟子 5 16

墨子 0 1

荀子 0 11

莊子 1 9

韓非子 0 18

합계 31 108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論語》에는 ‘如何’의 용례가 없으나 《孟子》에서는 5차

례의 용례가 나타났다. ‘如何’의 용법은 방식이나 방법을 묻는 경우, 상태나 정황을 

묻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孟子》에 쓰인 ‘如何’는 張玉金(2006:327-329)이 李

佐豐(2003)과 錢宗武(2004)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미 어휘화된 

복음절 의문 사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하 으며, 盧烈紅(2001:309-315)이 소개

한 漢魏六朝시기의 용례와 《古 宿語要》 시기(南宋)에는 다양한 문장성분 역할을 

하고, 의미의 변화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한 단어로 볼 수 있는 상황을 비교해보

면, 《孟子》에 쓰인 ‘如何’는 어휘화의 초기상태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앞에서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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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如~何’와 ‘如之何’와는 달리 반어문의 용법은 나타나지 않았다. 崔立斌

(2004:189)은 ‘如何’를 고정형식으로 보았으며, 모두 술어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고 

1개의 예문을 예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崔立斌(2004:189)의 고정형식에는 동의

하지만, 어법의미상으로는 방식⋅방법을 물음과 상태⋅상황을 물음으로 나누어 설

명하 다.

2.3.1 방식⋅방법을 물음

《孟子》에서 ‘如何’가 방식⋅방법을 묻는 경우는 3차례 나타났다.

(80) 憂之如何? 《孟子⋅離婁下》

(81) 說之 如何? 《孟子⋅告子下》

(82) 敢問國君欲養君子, 如何斯可 養矣? 《孟子⋅萬章下》

현  중국어법의 개론서는 다수가 가정복문과 조건복문을 따로 분류하여 설명

하고 있지만, 杨伯峻⋅何乐士(2016)나 郭锡良⋅唐作藩⋅何九盈⋅蒋绍愚⋅田瑞

娟(2010)을 비롯한 고  중국어의 개론서에서는 가정복문과 조건복문을 따로 분류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해서는 陈恩渠(1982) 역시 언급한 바 있다. 

그 원인은 가정복문과 조건복문의 종속절은 사실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하 는데, 특히 杨伯峻⋅何乐士(2016:951)는 가정복문의 종속절은 ‘가설

(假设)’이나 ‘조건(条件)’을 나타내고, 주절은 결과에 한 추측을 나타낸다고 하

다. 일반적인 가정복문은 가정접속사를 표지로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字數가 

적을 경우 ‘則’나 ‘卽’같은 접속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예:戰

則請從), 게다가 심지어는 ‘則’나 ‘卽’같은 접속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 다. 본고에서는 杨伯峻⋅何乐士(2016:951)의 설명에 동의하며, 字數가 적으

며 쉼표 없이 이루어진 문장에 해서는 긴축가정복문이라고 칭하도록 하겠다. 

(80)과 (81)은 긴축가정복문을 이루고 있으며, 문미에 쓰 다. (82)의 예는 ‘如何’

가 문두에 쓰 으며, 뒤에 접속사 ‘斯’가 쓰여 긴축가정복문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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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상태⋅상황을 물음

《孟子》에서 ‘如何’가 상태⋅상황을 묻는 경우는 2차례 나타났다. 

(83) 而舜旣爲天子矣, 敢問瞽瞍之非臣, 如何? 《孟子⋅萬章上》

(84) 敢問薦之於天, 而天受之, 暴之於民, 而民受之, 如何? 《孟子⋅萬章上》

(83)(84)도 앞에서 설명한 ‘如何’가 방식⋅방법을 묻는 경우처럼 긴축가정복문은 

아니지만, 가정접속사가 나타나지 않은 가정복문을 이루고 있고, ‘如何’앞의 성분이 

둘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며, ‘如何’가 문장의 말미에 놓여 술어로 

쓰 다. 《論語》에는 나타나지 않고 《孟子》에 나타난 ‘如何’의 어법기능을 통계내면 

다음과 같다. 

※ 《孟子》에 나타난 ‘如何’의 어법기능

방식⋅방법 상태⋅정황
《論語》 0 0

《孟子》 3 2

합계 3 2

3. 고정형식 ‘何如’

《論語》 21차례, 《孟子》 16차례 나타난다.14) 何樂士(1989)는 《左傳》에 23차례 

나타나는 것으로 통계를 내고 있다. 《左傳》에는 6가지의 어법의미를 나열하고 있

다.15) 《論語》와 《孟子》에는 《左傳》과 같이 그렇게 다양한 어법의미는 나타나지 않

았으며, 36차례는 상태⋅상황을 묻는 경우로 술어역할을 하고 있으며, 《論語》에서 

1차례 부사어로 역할로 반어문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14) 崔立斌(2004)에서는 ‘何’와 ‘如’가 고정구조를 이루어 술어역할을 하며, 그 내부구조는 

의문 사 ‘何’가 동사‘如’의 목적어전치된 형식으로 설명하면서 1차례의 예를 열거하는데 

그치고 있다. 

15) 6가지 어법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상태⋅상황 물음, (2) 방법을 물음, (3) 원인을 물

음, (4) 상 방의 의견을 물음, (5) 정도를 물음, (6) 비교문에서 반어문을 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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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論語》의 ‘何如’

3.1.1 ‘何如’가 문미에 쓰인 경우 

‘何如’가 문미에 쓰인 경우는 다시 ‘何如’앞의 성분이 체언성 성분이 오는 경우와 

용언성 성분이 오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3.1.1.1 ‘何如’앞의 성분이 체언성 성분인 경우

(85) 賜也何如? 《論語5⋅4》 

(86) 求, 爾何如? 《論語11⋅26》 

(87) 今之從政 何如? 《論語13⋅20》 

(88) 子張問曰, “令尹子文三仕爲令尹, 無喜色, 三已之, 無慍色. 令尹之政, 

必以告新令尹. 何如?” 子曰, “忠矣.” 曰, “仁矣乎?” 曰, “未知, 焉得仁?” 

“崔子弑齊君, 陳文子有馬十乘, 棄而違之. 至於他邦, 則曰, ‘猶吾大夫崔

子也.’ 違之. 之一邦, 則又曰, ‘猶吾大夫崔子也.’ 違之. 何如?” 《論語5⋅19》 

‘何如’앞에 체언성 성분이 오는 경우는 모두 8차례 나타났다. (85)에서 ‘何如’앞

의 성분은 고유명사로 이러한 예는 총 3차례 나타났다. 3차례의 예 모두 고유명사 

뒤에 휴지를 나타내는 ‘也’가 온 것이 특징이다. (86)에서 ‘何如’앞의 성분은 2인칭

사로 이러한 예는 총 3차례 나타났다. (87)에서 ‘何如’앞의 성분은 조사 ‘之’를 사

용한 수식구조로 총 2차례 나타났다. (88)의 2차례의 ‘何如’앞에는 ‘令尹子文’와 ‘崔

子’에 한 상황묘사가 있는 긴 문장이 오지만, 마침표를 찍고 ‘如何’단독으로 의문

을 나타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令尹子文’와 ‘崔子’가 생략된 것으로 보았으며16), 

체언성 성분의 부류로 분류하 다.

3.1.1.2 ‘何如’앞의 성분이 용언성 성분인 경우

‘何如’앞의 성분이 용언성 성분인 경우는 이 문장이 복문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설

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何如’의 문장성분 역할은 단지 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16) 楊伯峻(1995:49)에서는 모두 ‘何如’를 ‘這個人怎么樣?’으로 해석하 다. 楊逢彬

(2017:91)도 같은 해석을 하 으며, 기본적으로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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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할 수도 있지만, 앞의 용언성 성분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문장의 성격에 

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論語》에는 ‘何如’앞의 성분이 용언성 성분인 경우가 모

두 6차례 나타났다. 4차례는 아무런 표지 없이 쓰 고, 2차례는 가정을 나타내는 

접속사 ‘如’가 쓰 다. 앞에서 설명한 ‘如何’의 예처럼 《論語》의 다음 예는 모두 가

정복문으로 간주하 다. 

(89)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論語13⋅20》 

(90) 鄕人皆好之, 何如? /鄕人皆惡之, 何如? 《論語13⋅24》 

(91) 以德報怨, 何如? 《論語14⋅34》 

(92) 如有博施於民而能濟衆, 何如? 《論語6⋅30》 

(93) 如殺無道, 以就有道, 何如? 《論語12⋅19》 

3.1.2 ‘何如’가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경우

《論語》에서 ‘何如’가 부사어 역할을 하는 경우는 1차례 나타났으며, 반어문 형식

으로 쓰 다. 

(94) 臧文仲居蔡, 山節藻梲, 何如其知也? 《論語5⋅18》 

앞에서 언급한 《論語》의 반어문에 쓰인 ‘如之何’처럼 부사어로 쓰이는 특징을 보

이고 있으며, ‘何如’ 바로 뒤에 어기사 ‘其’를 써서 의문의 어기를 비교적 완곡하게 

하고 있다. ‘어떻게’ 혹은 ‘어찌’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3.1.3 ‘何如’가 가정복문의 앞 에 쓰인 경우 

《論語》에서 ‘何如’가 가정복문의 앞절에 쓰인 경우는 4차례 나타났으며, ‘何如’뒤

에 일률적으로 접속사 ‘斯’와 조동사 ‘可’와 ‘可以’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95) 士何如斯可 之達矣? 《論語12⋅20》 

(96) 何如斯可 之士矣? 《論語13⋅20》

(97) 何如斯可 之士矣? 《論語13⋅28》 

(98) 何如斯可以從政矣? 《論語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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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孟子》의 ‘何如’

3.2.1 ‘何如’가 문미에 쓰인 경우 

‘何如’가 문미에 오는 경우는 《論語》와 마찬가지로 다시 ‘何如’앞의 성분이 체언

성 성분이 오는 경우와 용언성 성분이 오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3.2.1.1 ‘何如’앞의 성분이 체언성 성분인 경우

(99) 伯夷⋅伊尹何如? 《孟子⋅公孫丑上》

(100) 若此 何如也? 《孟子⋅盡心上》

《孟子》에서 ‘何如’ 앞의 성분이 체언성 성분인 경우는 2차례 나타났다.(99)는 ‘何

如’앞에 고유명사가 쓰 으며, (100)에서는 조사 ‘ ’로 명사화 시킨 성분이 쓰인 

것이 특징이다.

3.2.1.2 ‘何如’앞의 성분이 용언성 성분인 경우

(101) 好樂何如? 《孟子⋅梁惠王下》

(102) 取之何如? 《孟子⋅梁惠王下》

(103) 姑 女所學而從我, 則何如? 《孟子⋅梁惠王下》 

(104) 什一, 去關 之征, 今玆未能, 請輕之, 以待來年, 然後已, 何如? 《孟

子⋅滕文公下》

《孟子》에서 ‘何如’앞의 성분이 용언성 성분인 경우는 모두 7차례 나타났다. 

(101)(102)는 접속사가 쓰이지 않은 긴축가정복문을 이루고 있으며 모두 5차례 

쓰 다. (103)은 접속사 ‘則’을 쓴 경우로 모두 2차례 쓰 다. (104)는 앞에서 언

급한 《論語》의 예(88)과 같이 긴 문장이 나타났지만, (88)과 같이 주어는 나타나

지 않았기 때문에 ‘何如’앞의 전체 상황에 한 것을 묻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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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何如’가 가정복문의 앞 에 쓰인 경우

(105) 德何如則可以王矣? 《孟子⋅梁惠王上》

(106) 古之君子何如則仕? 《孟子⋅告子下》

(107) 禮, 爲 君有服, 何如斯可爲服矣? 《孟子⋅離婁下》

《孟子》에서 ‘何如’가 가정복문에 쓰인 경우는 모두 7차례 나타났으며, 일률적으

로 접속사가 쓰 으며, (105)(106)처럼 접속사 ‘則’이 쓰인 경우는 3차례, (107)

처럼 접속사 ‘斯’가 쓰인 경우는 4차례 나타났다. 게다가 (106)과 같은 1차례의 예

를 제외하고 《論語》에서 가정복문의 앞절에 쓰인 경우처럼 조동사 ‘可’와 ‘可以’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論語》와 《孟子》에 쓰인 ‘何如’용법의 특징을 통계내면 다

음과 같다. 

※ 《論語》와 《孟子》에 쓰인 ‘何如’용법의 특징

문미에 쓰인 경우 가정복문의 

앞절에 쓰인 

경우

반어문에 

쓰인 경우 

(부사어)
‘何如’앞 체언성 ‘何如’앞 용언성

《論語》 8 6 4 1

《孟子》 2 7 7 0

합계 10 13 11 1

4. 고정형식 ‘何有’와 ‘何~之有’

《論語》와 《孟子》에 사용된 ‘何有’와 ‘何~之有’는 모두 반어문에 사용되었다. 

4.1 고정형식 ‘何有’

楊逢彬(2017:432)는 책의 말미에 부록으로 실은 < 《論語》‘何有於我’解>에서 《論

語》의 ‘黙而識之, 學而不厭, 誨人不倦, 何有於我哉?’와 ‘出則事公卿, 入則事父兄, 

喪事不敢不勉, 不爲酒困, 何有於我哉?’의 문장에 해서 역 로 최소한 4가지의 

서로 다른 견해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견해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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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朱熹 《論語集注》: ‘何有於我, 何 能有於我也.’(나에게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2. 黃式三 《論語後案》과 劉寶楠 《論語正義》: ‘何有’가 ‘不難之詞’라는 설(나에

게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楊伯峻 <釋‘何有’>, 錢穆 《論語新解》 등이 이 설을 

따름.

3. 鄭玄注: ‘人無有是行於我, 我獨有之也’ (나에게만 이러한 것이 있다.)

4. 皇侃 《義疏》의 ‘李充’설 인용: ‘ 人若有此三行 , 復何有貴於我乎? 斯勸

學敦誨誘之辭也.’(‘사람들에게 이러한 행위가 있다면, 어찌 또 나에게 귀한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이는 배움에 힘쓰게 하고 잘 가르치고 인도

한다는 말이다.)陳天祥 《四書辨疑》, 江聲 《論語俟質》, 梁章鉅 《論語集注旁證》, 

宦懋庸 《論語稽》, 潘重規 《論語今注》 등이 이 설을 따름.

楊逢彬(2017:432)은 기본적으로 4번의 皇侃 《義疏》의 ‘李充’을 인용한 설을 따

르고 있으며, 위에 예로 들은 두 문장은 접속사 표지가 없는 가정복문의 형태로 보

았다. 또한 위의 두 가지 예 이외에 先秦 시기의 다른 문헌에 나타난 ‘於

+VP(NP)+何有’형식과 ‘何有+於+VP(NP)’형식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於+VP(NP)+何有’에서 ‘於’는 동사적 성격이 남아 있는 성분으로 보았으며 

‘於+NP(VP)+何有= 於NP(VP)有什麼= 於NP(VP)有什麼(難)= 於

NP(VP)沒有什麼(難)’으로 설명할 수 있고, ‘何有+於+NP(VP)=何有

+NP(VP)=沒有NP(VP)=NP(VP)算个什么’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 다. 결론적

으로 ‘某某於我何有’와 ‘何有於某某’는 모두 《論語》 시 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전자

는 ‘~에 해서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의 의미로, ‘不難之詞’(어렵지 않다는 말)

이며, 후자는 ‘~이 수로운 것이겠는가?’의 의미로 설명하 다. 본고에서는 기본

적으로 楊逢彬(2017)의 설을 따르지만, ‘何有’가 문두에 쓰인 경우와 문미에 쓰인 

경우의 의미 차이는 전체 문맥과의 관련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본고에서

는 후자의 ‘~이 수로운 것이겠는가?’는 ‘~에(게) 특별한 것이 있겠는가?’로 수정

하여 문미에 쓰이는 고정형식 ‘何有’와 문두에 쓰이는 고정형식 ‘何有’로 나누어 설

명하도록 하겠다.

4.1.1 문미에 쓰이는 고정형식 ‘何有’

《論語》에는 문미에 쓰이는 고정형식 ‘何有’가 5차례 나타났고, 《孟子》에는 3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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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論語》와 《孟子》에 쓰인 8차례의 예는 모두 반어문 형식으로 ‘~에 해

서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로 이해할 수 있으며, ‘어려움이 없다’는 의미의 강조로 

볼 수 있다.

(108) 能以禮讓爲國乎? 何有? 《論語4⋅13》

(109) 由也果, 於從政乎何有? /賜也達, 於從政乎何有? /求也藝, 於從政乎

何有? 《論語6⋅8》

(110) 苟正其身矣, 於從政乎何有? 《論語13⋅13》

(111) 王如好貨, 百姓同之, 於王何有? 《孟子⋅梁惠王下》

(112) 王如好色, 百姓同之, 於王何有? 《孟子⋅梁惠王下》

(113) 於答是也, 何有? 《孟子⋅告子下》

위의 예에서 (108)은 ‘於+VP(NP)+何有’형식은 아니지만, 앞의 문장과 의미상 

연결이 되며, 문미에 쓰이는 고정형식 ‘何有’와 의미상 상통하기 때문에 문미에 쓰

이는 형식으로 분류하 다. (109)(113)에서는 ‘於+VP(NP)+何有’형식에서 ‘於

+VP(NP)’와 ‘何有’사이에 각각 ‘乎’와 ‘也’를 써서 휴지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4.1.2 문두에 쓰이는 고정형식 ‘何有’

《孟子》에는 문두에 쓰이는 고정형식 ‘何有’의 예(‘何有+於+NP(VP))는 나타나

지 않고 《論語》에 2차례 쓰 다. 

(114) 黙而識之, 學而不厭, 誨人不倦, 何有於我哉? 《論語7⋅2》

(115) 出則事公卿, 入則事父兄, 喪事不敢不勉, 不爲酒困, 何有於我哉? 《論

語9⋅16》

위의 두 가지 예는 楊逢彬(2017:432)이 설명한 것처럼 접속사가 쓰이지 않은 

가정복문으로 볼 수 있으며, ‘何有於我’는 ‘나에게 특별한( 수로운) 것이 있겠는

가?’의 반어문의 형식으로 ‘그것 외에 나에게 특별한 것은 없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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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고정형식 ‘何~之有’

‘何~之有’구조가 《孟子》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論語》에 3차례 나타났다.

(116) 君子居之, 何陋之有? 《論語9⋅14》 

(117) 未之思也, 夫何遠之有? 《論語9⋅31》 

(118) 夫子焉不學? 而亦何常師之有? 《論語19⋅22》 

何樂士(1989:266)는 《左傳》에 ‘何×之有’구조가 모두 44차례 나타난다고 하 으

며, ‘×’에 해당하는 성분은 명사 혹은 명사구는 21차례, 형용사는 12차례, 동사 혹

은 동사구는 11차례로 나타난다고 하 다. 《論語》의 3차례(‘×’형용사:2, ‘×’명사

구:1)와 비교했을 때 모두 같은 용법으로 쓰 음을 알 수 있다. 즉, ‘何×’는 동사 

‘有’의 목적어로 조사 ‘之’를 빌어서 앞으로 전치된 구조로 ‘何×’를 강조한 반어문 형

식으로 궁극적으로는 ‘‘×’함이 없다‘ 혹은 ‘‘×’가 없다‘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左傳》에서는 체로 복문의 뒷절(주절)에 쓰인다고 하 는데 (116)(117)의 예는 

복문의 뒷절에 쓰 으며, (118)은 단문처럼 보이지만, 특수한 경우로 앞의 ‘夫子焉

不學?’와 함께 병렬된 반어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앞에 ‘而’을 써서 나타내고 있

으며, 일종의 특수한 복문임을 알 수 있다. 

Ⅳ. 결언

《論語》⋅《孟子》 ‘何’의 단독용법을 살펴본 결과, 단독용법은 모두 다음의 6가지 

물음으로 나타났으며, 그 빈도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1. 사물에 한 물음(58차례)

문장성분 역할의 빈도수로 보면, 동사목적어(31) > 한정어(13) > 주어(7) > 

술어(5) > 개사목적어(2)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사람에 한 물음(9차례) 

문장성분 역할의 빈도수로 보면, 한정어(5) > 동사목적어(4)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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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소에 한 물음(2차례)

문장성분 역할은 동사의 목적어로만 2차례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원인에 한 물음(77차례)

문장성분 역할의 빈도수로 보면, 부사어(30) > 술어(29) > 개사목적어(18)의 

순으로 나타났다. 

5. 반어문에 쓰임(37차례)

문장성분 역할의 빈도수로 보면, 부사어(26) > 동사목적어(10) > 서술어(1)

의 순으로 나타났다.

6. 감탄을 나타냄(1차례)

《孟子》에 단지 1차례 부사어 역할을 하여 감탄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었다.

《論語》⋅《孟子》에 나타난 6가지 물음의 전체 빈도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원인에 한 물음(77) > 사물에 한 물음(58) > 반어문에 쓰임(37) > 사람

에 한 물음(9) >장소에 한 물음(2) > 감탄을 나타냄(1)

《論語》⋅《孟子》‘何’의 고정형식 용법은 모두 4가지가 있었으며, 그 어법기능의 

빈도수는 다음과 같다.

1. ‘何以’(28차례)

근거(14) > 원인(7) > 차이점(5) > 도구(1),방식(1) 

2. ‘如~何’, ‘如之何’, ‘如何’

(1) ‘如~何’(11차례)

반어문에 쓰임(10) > 방식⋅방법을 물음(1)

(2) ‘如之何’(35차례)

방식⋅방법을 물음(16) > 상태⋅정황을 물음(8) > 반어문(11)

(3) ‘如何’(5차례)

방식⋅방법을 물음(3) > 상태⋅정황을 물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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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何如’(35차례)

문미에 쓰인 경우(23) > 가정복문의 앞절에 쓰인 경우(11) > 반어문에 쓰인 

경우(1)

4. ‘何有’, ‘何~之有’

(1) ‘何有’(10차례)

문미에 쓰이는 경우(8) > 문두에 쓰이는 경우(2)

(2) ‘何~之有’(3차례)

모두 가정복문의 뒷절에 쓰임(3)

이상으로 《論語》⋅《孟子》 ‘何’의 용법을 토 로 서언에서 언급한 여러 학자들의 

번역의 차이점을 살펴본 결과 모두 고정형식 용법과 관련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용법과 번역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1) 如禮何?/如 何? 

2가지 형식 모두 방식⋅방법을 묻는 반어문으로 ‘禮에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音 에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로 해석할 

수 있다. 반어문 형식으로 부정을 강조하는 문장이다.

(2) 何有?/如禮何?

‘何有?’는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겠는가?’로 해석할 

수 있고, 반어문형식으로 쓰인 문장이다. ‘如禮何?’는 방식⋅방법을 묻는 형식

의 반어문으로 ‘禮에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로 해석할 수 있다.

(3) 何如? 

‘何如?’가 문미에 쓰여 상태⋅상황을 묻는 용법으로 ‘어떻습니까?’로 해석할 

수 있다. 

(4) 何如其知也?

‘何如’가 부사어로 쓰여 반어문을 나타내며 바로 뒤에 어기사 ‘其’를 써서 의문

의 어기를 비교적 완곡하게 하는 문장으로, ‘어찌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는

가?’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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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何有於我哉?

‘何有’가 문두에 쓰이는 당시의 관용적인 표현으로 앞의 문장과 가정복문을 이

루고 있으며, 반어문 형식으로 쓰 다. ‘~할 수 있다면, 나에게 특별한( 수

로운) 무엇이 있겠는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상의 차이는 우선 어법기능에 한 이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어법기능에 한 이해가 일치하더라도 번역자 표현의 문체차이도 있

음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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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考察 《論語》⋅《孟子》‘何’單獨的用法, 發現以下6種功能:

1. 問事物(58次) 2. 問人(9次) 3. 問場所(2次) 4. 問原因(77次) 5. 反問

(37次) 6. 表感歎(1次)

《論語》⋅《孟子》‘何’的6種功能頻率就如下: 

問原因(77次) > 問事物(58次) > 表反問(37次) > 問人(9次) > 問場所(2

次) > 表感歎(1次)

考察 《論語》⋅《孟子》‘何’固定結構的用法, 發現以下4種功能, ‘何’固定結構的

功能頻率就如下: 

1. ‘何以’(28次)

根據(14次) > 原因(7次) > 差異(5次) > 工具(1次),方式(1次) 

2. ‘如~何’, ‘如之何’, ‘如何’

(1) ‘如~何’(11次) 反問(10次) > 問方式⋅方法(1次)

(2) ‘如之何’(35次) 問方式⋅方法(16次) > 問狀態⋅情況(8次) > 表反

問(11次)

(3) ‘如何’(5次) 問方式⋅方法(3次) > 問狀態⋅情況(2次)

3. ‘何如’(35次) 位於句尾(23次) > 位於假設複句的前分句(11次) > 表反問

(1次)

4. ‘何有’, ‘何~之有’

(1) ‘何有’(10次) 位於句尾(8次) > 位於句頭(2次)

(2) ‘何~之有’(3次) 位於假設複句的後分句(3次)

從以上分析的結果, 可以看出, 學者們對在 《論語》⋅《孟子》裏有關‘何’的句子

翻譯上的差異, 都與‘何’固定形式的用法有關。可以看出, 這些翻譯差異源於對‘何’

固定形式的理解差異, 而且應該承認即使對語法功能的理解是一致的, 翻譯者的表

達風格也存在差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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