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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중국어에는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2음절 명사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명사

의 통사 특징을 알아보고자 동일 형태소를 지닌 1⋅2음절 명사 중 2음절 명사의 

구조를 분석하고 1⋅2음절 명사의 통사 특징을 살펴보았다.

동일 형태소 포함한 1⋅2음절 명사 중 2음절 명사의 구조는 병렬구조, 접사가 

부가된 구조, 수식구조, ‘명사+양사’ 구조, 중첩구조, ‘주어+술어’ 구조, ‘동사술어

+목적어’ 구조로 귀납할 수 있다. 그중 수식구조를 이루고 있는 명사가 가장 많았

고, 다음으로는 1음절 명사 뒤에 접미사가 부가되어 2음절을 이루는 것, 또 병렬구

조인 2음절 명사, 그리고 ‘명사+양사’ 구조로 이루어진 것, 중첩구조, ‘주어+술어’ 

구조, ‘동사술어+목적어’ 구조 순이다.

본고의 분석 상이 되는 755개의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2음절 명사는 문장

에서 주어, 목적어, 한정어, 부사어로 사용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상 적으로 주

어와 목적어로 사용되는 것이 한정어와 부사어로 사용되는 것보다 좀 더 제한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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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용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장에 사용될 때 음절 상의 특징이 가

장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I. 서론

명사와 동사는 언어의 품사 성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부류라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어1)에서도 마찬가지다. 赵元任(1968/1980:257)에 따르면 명사의 수량

이 품사 중에서 가장 많고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단어들이 문장을 구성할 때 음절

적 특징을 가지는데, 1음절과 2음절이 주가 된다. 刘丹青(1996)은 고 한어 기본 

어휘 중에서 적잖은 1음절 명사들이 해당 명사(형태소)가 포함된 2음절 명사들로 

체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아울러 1음절 단어보다 2음절 단어의 수량이 더 

많고 점점 2음절화 되어가는 경향2)이 있다고 하 다. 중국어 단어의 1⋅2음절 음

절 특징에 한 문제는 吕叔湘(1963)에서 가장 일찍이 제기되었고, 그 후 冯勝利

(1996, 2005, 2007 등)와 같이 많은 연구들에서 중국어 어휘의 음절적 특징, 특

히 1음절 단어의 2음절화, 2음절 단어의 통사 특징에 해 고찰한 바 있다. 중국어

에는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2음절 어휘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 품사가 명사3)인 

어휘들도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1) 我国经济除了看增速，还得看“增量”。 [ → *我们国]

(2) 现在人才是我们国家的资源。 [ → *我国家]

 1) 본고는 현 중국어 명사의 통사적 특징에 해 고찰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중국어는 현 중국어에만 국한된다.

 2) 劉丹青(1996): ｢現代漢語詞匯確實存在雙音化傾向。然而, 不同詞類的雙音化程度差

別也很明顯。名詞遙居雙音化的 前列。｣(劉丹青, <詞類和詞長的相關性——漢語語法

的“語音平面”叢論之二>, 《南京師大學報(社 科學版)》, 第二期, 1996.)

 3) 본고에서 말하는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2음절 명사는 음절수는 다르지만 의미가 동

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수준의 것을 말하는데, 의미 유사 정도가 다소 다르더라도 《现代

汉语词典(第七版)》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유사한 의미를 지닌 명사라고 판단되면 연구

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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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문4)에 나온 ‘国’와 ‘国家’는 ‘国’라는 동일 형태소5)를 포함한 명사로, 《现代

汉语词典(第七版)》6)에서 모두 ‘나라(国家)’라는 의미로 수록되어 있다.7)

위 두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国’와 ‘国家’가 수식을 받을 경우 음절적인 제한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1음절 명사 ‘我’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1음절인 

‘国’이고, 2음절 명사 ‘我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2음절인 ‘国家’이다. 다

시 말해 중심명사가 1음절이면 수식하는 성분인 한정어 또한 1음절이 되어 ‘1+1’

음절 구조를 이루어야 성립되고, ‘我们国家’와 같이 중심명사가 2음절이면 한정어도 

2음절로 ‘2+2’음절 구조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중

국어를 학습하는 학생들이 “我们国(‘2+1’음절 구조)” 혹은 “我国家(‘1+2’음절 구

조)”처럼 명사의 통사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오용(誤用)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상술 예문에서 소개된 ‘国—国家’ 외에도 본고의 분석 과정 중 ‘力—力氣, 力量’, 

‘杯—杯子’, ‘爸—爸爸’, ‘花—花朵’와 같이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음절과 2음절 명

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본고는 이처럼 동일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는 1⋅2

음절 명사를 분석 상8)으로 삼고 이러한 1⋅2음절 명사들의 통사 특징을 명확히 

밝혀보고자 분석을 진행하 다. 

본고는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2음절 명사 연구가 교학 방면에서도 광범위하

게 활용될 수 있도록 우선, 수록된 어휘 수량이 많은 구HSK9) 어휘목록에서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2음절 명사들을 모두 수집하 다. 그리고 어휘 목록에 1음절 

명사는 수록되어 있더라도 자주 쓰이는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2음절 명사가 수록되

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2음절 명사들을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서 수록 여부 

및 명사임을 확인한 후 분석 상에 포함시켰다. 본고의 연구 상이 된 1⋅2음절 명

사는 총 755개이며, 그중 1음절 명사는 299개로, 39,6%10)이고, 2음절 명사는 

 4) 본고의 예문은 주로 CCL과 BCC 두 코퍼스를 활용하 고, 일부 예문은 Baidu(웹사이

트)에서 검색한 후 약간의 수정을 거쳐 중국 원어민의 검증을 받아 제시한 것이다.

 5) 본고의 연구 상이 되는 1음절은 모두 명사이자, 1음절 자립형태소가 된다.

 6) 中國社 科學院語 研究所詞典編輯室, 《現代漢語詞典(第七版)》, 商務印書館, 2016.

 7) ‘國’- ①[名]國家：國內、祖國、外國、保家衛國。[《現代漢語詞典(2016:496)》 참고]

 8) 중국어로 표현하자면 ‘同素同義(近義)單雙音節詞’라고 볼 수 있다.

 9) 《HSK 8822 초⋅중급편: 갑⋅을⋅병급 단어(2006)》, 《HSK 8822 고급편: 정급 단어

(2007)》, 중국어학회, 동양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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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개11)로 60.4%를 차지한다. 

Ⅱ.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2음  명사의 구조 분석

본고는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2음절 명사의 통사 특징을 고찰하고자 할 경우 

2음절 명사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분석 중 하나라 본다. 따라서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2음절 명사 중 1음절 명사는 구조를 따로 분석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2음절 명사들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한다. 

丁声树等(1961)는 2음절 단어의 구성방식을 ‘병렬식(並列式)’, ‘편정식(偏正

式)’, ‘동빈식(動賓式)’, ‘동보식(動補式)’, ‘주술식(主 式)’, ‘부가식(附加式)’으로 

분류한 바가 있다.12) 본고 또한 이를 참고하여 456개 2음절 명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을 병렬구조, 수식구조, 접사가 부가된 구조, ‘명사+양사’ 구조, 중첩구조 등으

로 나눌 수 있었다. 

1. 병렬구조

병렬구조는 丁聲樹等(1961)가 분류한 ‘병렬식(並列式)’ 구조에 해당하는 것으

로, ‘忘記’와 같이 의미가 완전히 상반된 형태소가 하나의 단어를 이루기도 하고, 

‘樹木’처럼 의미가 비슷한 두 개의 형태소로 2음절 단어를 구성하기도 한다. 

10) 본고에 제시하는 모든 백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 다.

11) 1음절 명사와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2음절 명사가 반드시 하나인 경우만 존재하는 것

이 아니므로 1음절 명사보다 2음절 명사의 수가 더 많음을 밝혀 둔다. 예를 들어, 1음

절 ‘人’은 동일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는 2음절 명사로 ‘人们’, ‘人员’, ‘人类’, ‘人士’, ‘人

民’ 등 다수가 존재한다.

12) 丁声树等(1961)는 ｢根據構詞方式把復音詞分為六種: 並列式(如‘人民’)、偏正式(如‘淑

女’)、動賓式(如‘動員’)、動補式(如‘證明’)、主 式(如‘霜降’)、附加式(如‘包子’)。｣라
고 하면서 2음절 단어의 구조에 해 설명하 다. 단, 형태론에서 언급한 중첩형식을 

통한 단어 구성 방법에 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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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你洗脸了吗？
(4) 夕阳映上了你的脸庞。
(5) 著火了，快點出去。
(6) 火焰熊熊燃烧，升起一股濃煙。

예(3)에 쓰인 1음절 명사 ‘脸’과 예(4)에 쓰인 2음절 명사 ‘脸庞’은 모두 ‘脸’이라

는 형태소를 포함하고 ‘얼굴’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1⋅2음절 명사이다. 그

중 ‘脸庞’은 비슷한 의미인 ‘脸’과 ‘庞’13)으로 구성되어 병렬구조를 이룬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6)에 쓰인 2음절 명사 ‘火焰’도 ‘火’와 ‘焰’14)으로 구성된 병렬구조로 

봐야 하며, 예(5)에 출현하는 1음절 명사 ‘火’와 같이 ‘불’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

다. 

본고의 분석 상 중에 이처럼 병렬구조를 이룬 2음절 명사가 적잖게 출현하

다. 총 456개의 2음절 명사 중에서 병렬구조를 이루는 것은 총 111개로, 24.3%

를 차지하 는데 구체적인 어휘는 아래와 같다.15) 

伴侣(伴)16), 比赛17)(赛), 邊界(界), 才能(才), 钞票(钞), 城 ( ₁18)), 

窗户(窗), 村莊(村), 稻谷(稻), 道路(路), 岛屿(岛), 等级(级₁), 地区(地₅), 
店铺(店), 洞窟(洞), 队伍(队), 法律(法₁), 方法(法₂), 房屋(屋), 费用(费), 

风景(景), 钢铁(铁), 歌曲(歌), 沟渠(沟), 国家(国), 海洋(海), 号码(号), 

湖泊(湖), 蝴蝶(蝶), 狐狸(狐), 话语(话), 灰尘(灰), 会议(会), 魂魄(魂), 

火焰(火), 疾病(病), 季节(季), 集团(团), 價钱(價), 家庭(家), 家乡(乡₂), 
13) ‘庞2’- ‘脸盘’、‘面庞’。[《现代汉语词典(2016:978)》 참고]

14) ‘焰’- ‘火苗’。[《现代汉语词典(2016:1513)》 참고]

15) 매 절 각각의 구조에 제시한 구체적인 2음절 명사들은 모두 알파벳순으로 배열하 다.

16) 열거한 2음절 명사와 의미가 완전히 같거나 거의 동일한 1음절 동일 형태소를 괄호 안

에 제시하 다.

17) 《现代汉语词典(第七版)》에 동사로 수록되어 있으나 명사로 많이 사용되므로 본고의 

연구 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처럼 동사가 명사처럼 쓰이는 상황을 학계에서는 ‘겸

류(兼類)’나 ‘명사화’ 등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논의는 본고의 논의 상이 

아니므로 제외한다.

18) 1음절 명사 ‘ ’과 같은 의미인 2음절 명사는 ‘城 ’, ‘集 ’가 있지만 두 어휘는 같은 

의미의 ‘ ’가 아니다. 본고는 의미 차이에 따라 ‘城 ’와 ‘集 ’를 각각 ‘ ₁’과 ‘ ₂’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이처럼 1음절 명사 뒤에 아래 첨자로 숫자를 표시한 것은 동일 

형태소지만 각각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구분하여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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肩膀(肩), 舰艇(舰), 街道(街), 界线(界), 界限(界), 金钱(钱), 精神(神₂), 
颗粒(粒), 类别(类), 类型(类), 脸庞(脸), 靈魂(魂), 蚂蚁(蚁), 名稱(名), 

命运(命₃), 纽扣(扣), 炮弹(炮), 氣息(氣), 旗帜(旗), 钱 (钱), 钱财(钱), 

钱款(钱), 权利(权₁), 权力(权₂), 人民(人₁), 身体(身), 神仙(神₁), 生命(命₁), 
声音(声), 声音(音), 事故(事), 事迹(事), 寿命(命₂), 蔬菜(菜), 书籍(书), 

数量(量), 树木(树), 寺庙(寺), 寺庙(庙), 糖果(糖), 田地(田), 天空(天₂), 
厅 (厅), 头脑(脑), 图书(书), 图画(图), 土地(地₃), 土壤(土), 团队(团), 

网络(网), 瘟疫(瘟), 文字(字), 舞蹈(舞), 乡村(村), 薪酬(薪), 薪俸(薪), 

信函(信), 星辰(星₁), 性质(质₁), 牙齿(牙), 眼睛(眼), 夜晚(夜), 语 (语), 

早晨(早), 汁液(汁), 中华(华), 種类(类), 中心(中), 中央(中), 座位(座)

2. 수식구조

수식구조는 앞서 소개한 丁声树等(1961) 분류 중 ‘편정식(偏正式)’ 구조에 해당

한다. 

(7) 他买了一张去北京的票。
(8) 明天我给你买车票。
(9) 妈妈，我鼻子流血了。 
(10) 2019血液健康研讨会 於13日在京举行。

예(7)과 (8)에서는 모두 ‘票’라는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2음절 명사 ‘车’와 ‘车

票’가 출현했다. 그중 예(8)의 2음절 명사 ‘车票’는 ‘车’가 ‘票’를 수식하는 구조로, 

이것은 본고에서 분류한 수식구조에 해당한다. 그리고 예(10)에 쓰인 1음절 명사 

‘血’와 동일 의미이자, 동일 형태소를 지닌 2음절 명사 ‘血液’도 ‘血’가 ‘液’를 수식하

는 구조이다.19) 

예(8)의 ‘车票’와 예(10)의 ‘血液’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동일 형태소의 위치라

고 할 수 있다. 즉, ‘车票’는 동일 형태소 ‘票’가 2음절 명사 ‘车票’의 두 번째 음절

에 위치하고 있지만, ‘血液’는 동일 형태소 ‘血’가 2음절 명사 ‘血液’의 첫 번째 음절

19) 예(9)의 ‘血’와 예(10)의 ‘血液’의 의미는 같다고 볼 수 있지만, ‘血’는 구어에서 [xi ]로 

발음되고, 반면 ‘血液’는 서면어에 주로 사용되며 [xuèyè]라고 발음되는 것으로 두 어

휘가 출현하는 언어환경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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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 456개 2음절 명사 중에서 본고가 수집한 수식구조의 2음절 명사는 모두 184

개로, 40.4%를 차지하 다.

[A]- 材料(料₁), 车票(票), 城墙(墙), 磁卡(卡), 答卷(卷), 大米(米), 大脑(脑), 大蒜(蒜),

大厅(厅), 大雁(雁), 单词(词), 电灯(灯), 蜂蜜(蜜), 工廠(廠), 公园(园), 汉字(字),

黑夜(夜), 花园(园), 会话(话), 鸡蛋(蛋), 集 ( ₂), 军舰(舰), 空氣(氣), 口袋(袋),

陆地(地₂), 路线(线), 毛病(病), 门票(票), 米饭(饭), 木炭(炭), 年级(级₂), 农村(村),

汽车(车), 青草(草), 青蛙(蛙), 试卷(卷), 食盐(盐), 手掌(掌), 书信(信), 水稻(稻),

田地(地₃), 同伴(伴), 物種(種), 戏剧(剧), 香烟(烟), 性命(命₁), 眼泪(泪), 阳光(光),

衣料(料₂), 雨伞(伞), 原料(料₁), 中间(间), 嘴唇(唇) 

[B]- 癌癥(癌), 报纸(报), 料( ), 茶葉(茶), 春季(春), 春天(春), 词汇(词), 膽量(膽₂),
膽囊(膽₁), 地板(地₄), 地球(地₀), 底下(底), 电力(电), 東邊(東), 冬季(冬), 冬天(冬),

分数(分), 肝脏(肝), 港口(港), 港湾(港), 姑妈(姑), 股份(股₁), 股票(股₂), 後邊(後),

後方(後), 後面(後), 货品(货), 货物(货), 價格(價), 假期(假), 假日(假), 奖金(奖),

奖品(奖), 奖状(奖), 节日(节), 景色(景), 鲸鱼(鲸), 父( ), 课程(课), 矿区(矿₂),
矿石(矿₁), 篮圈(篮₂), 泪水(泪), 力量(力), 力氣(力), 礼物(礼), 脸蛋(脸), 楼房(楼),

棉 (棉₂), 棉花(棉₁), 面粉(面₂), 面食(面₁), 庙宇(庙), 名字(名), 奶水(奶), 南邊(南),

南方(南), 南面(南), 氣体(氣), 前邊(前), 前方(前), 前面(前), 桥梁(桥), 秋季(秋),

秋天(秋), 拳术(拳₂), 人类(人₁), 山脈(山), 山区(山), 伤口(伤), 上邊(上), 上面(上),

婶母(婶), 神色(神₂), 身上(身), 肾脏(肾), 时光(时), 时间(时), 事情(事), 数目(数),

数字(数), 寺院(寺), 陶器(陶), 题目(题), 天氣(天₁), 天上(天₂), 团体(团), 外邊(外),

外面(外), 晚间(晚), 晚上(晚), 味道(味), 蚊蟲(蚊), 文科(文), 西邊(西), 西方(西),

西面(西), 下邊(下), 下面(下), 夏季(夏), 夏天(夏), 乡村(乡₁), 心脏(心1), 心思(心₂),
心意(心₂), 薪金(薪), 薪水(薪), 薪资(薪), 星球(星₂), 血液(血), 烟草(烟), 氧氣(氧),

样本(样₂), 样品(样₂), 药品(药), 药水(药), 药物(药), 夜裏(夜), 姨妈(姨), 右邊(右), 

右面(右), 雨水(雨), 月球(月), 雲彩(雲), 早上(早), 债款(债), 债务(债), 证件(证),

质量(质₂), 左邊(左), 左面(左)

상술한 2음절 명사는 모두 수식구조를 이루지만, [A]류는 동일 형태소인 1음절 

명사가 두 번째 음절에 있고, [B]류는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한 것이다. 수량적으로 

볼 때, 첫 번째 음절에 위치한 [B]류가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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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사+ 미사’ 구조

赵元任(1968)은 일부 명사에서 접미사 ‘子’나 ‘兒’20), ‘性’，‘员’ 등이 올 수 있는

데, ‘子’나 ‘兒’로 끝나는 명사는 문장에서 출현빈도가 아주 높지만, 전체 명사 중에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하 다.21) 刘丹青(1996)은 2음절 단어를 구성

하는 주요 방법은 복합(復合)과 ‘ ’, ‘子’, ‘头’ 등을 부가하는 것이라 하 다. 또 명

사에 이러한 접미사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의미를 파생시킬 수는 없으며 단

지, 2음절을 채우기 위함, 즉 명사의 2음절화를 만족시키기 위함이라고 하 다. 상

술한 바와 같이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명사를 구성하는 방법 중에 접미사 부가 방법

에 해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다. 그렇다면 동일 의미를 지닌 1⋅2음절 명사에서 

이처럼 접미사가 부가된 2음절 명사의 경우는 어떠한가?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1음절 명사에 접미사를 부가하여 2음절 명사를 이루는 

상황의 비율은 결코 낮지 않았다. 

(11) 你怎麽不用 切西瓜呀？
(12) 他手上拿著一把 子。
(13) 画裏藏著一個秘密。
(14) 我今天买了一幅画兒。

예(11)에 쓰인 ‘ ’과 예(12)에 쓰인 ‘ 子’는 ‘칼’이라는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

음절 명사에 접미사가 부가된 2음절 명사이다. 여기서 ‘ 子’는 명사 ‘ ’과 접미사 

‘子’가 결합된 것으로, 본고 분석 결과, 접미사가 부가된 2음절 명사들 중에서 ‘子’

가 포함된 구조가 가장 많았다. ‘子’ 다음으로 많이 출현한 접미사는 ‘兒’ 는데, 예

(14)에 쓰인 2음절 ‘画兒’가 바로 명사 ‘画’와 접미사 ‘兒’가 결합된 것으로, 예(13)

20) 현 중국어에서 ‘兒’을 접사로 보지 않는 연구도 있지만, 본고는 赵元任(1968)에 근거

하여 ‘兒’을 접미사로 간주하고 논의를 전개하 다.

21) 赵元任(1968): ｢有一 部分的名詞有外頭的記號，像詞尾‘子’、‘兒’、‘頭’等等，跟列得

完的常用結尾語位，像‘性’、‘員’等等。雖然用‘子’跟‘兒’結尾的名詞在文章裏出現的頻率

很高，但是有記號的名詞，就算在文章裏也只占名詞中的一 部分，在詞匯上就更是

很 的一部分了。｣(赵元任, 《A GRAMMAR OF SPOKEN CHINESE: 中国话的文

法》, 丁邦新 译, 香港, 中文大学出版社, 1980), 257-2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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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1음절 명사 ‘画’와 동일 형태소를 지닌 2음절 명사라 할 수 있다. 

분석 과정에서 ‘子’와 ‘兒’ 외에 또 ‘头’, ‘员’ 등의 접미사들이 포함된 2음절 명사

들도 발견되었는데, 가장 먼저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음절 명사에 접미사 ‘子’가 

부가된 2음절 명사를 살펴보도록 한다. 본고 분석 결과, 이러한 2음절 명사는 총 

73개로, 56.2%를 차지하 는데, 아래와 같다. 

板子(板), 被子(被), 鼻子(鼻), 辫子(辫), 脖子(脖), 步子(步), 叉子(叉), 肠子(肠),

尺子(尺), 蟲子(蟲), 村子(村), 袋子(袋), 膽子(膽₂), 稻子(稻), 子( ), 凳子(凳),

笛子(笛), 碟子(碟), 钉子(钉), 豆子(豆), 兜子(兜), 肚子(肚), 兒子(兒), 法子(法₂),
房子(房), 蓋子(蓋), 稿子(稿), 鸽子(鸽), 钩子(钩), 罐子(罐), 管子(管), 櫃子(櫃),

棍子(棍), 盒子(盒), 狮子(狮), 架子(架), 卷子(卷), 扣子(扣), 篮子(篮₁), 例子(例),

链子(链), 料子(料₂), 轮子(轮), 骡子(骡), 麦子(麦), 帽子(帽), 脑子(脑), 牌子(牌),

盘子(盘), 盆子(盆), 瓶子(瓶), 旗子(旗), 圈子(圈), 嫂子(嫂), 沙子(沙), 勺子(勺),

婶子(婶), 身子(身), 绳子(绳), 猴子(猴), 坛子(坛), 兔子(兔), 蚊子(蚊), 屋子(屋),

鞋子(鞋), 鸭子(鸭), 燕子(燕), 样子(样₁), 葉子(葉), 影子(影), 侄子22)(侄), 竹子(竹), 

桌子(桌)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구조는 중심명사 뒤에 접미사 ‘兒’가 부가되어 

이루어진 2음절 명사로, 모두 43개, 전체에서 33.1%를 차지하는 낮지 않은 비율

이다. 모두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伴兒(伴), 包兒(包), 辫兒(辫), 邊兒(邊), 脖兒(脖), 蟲兒(蟲), 袋兒(袋), 碟兒(碟),

兜兒(兜), 法兒(法), 蓋兒(蓋), 稿兒(稿), 钩兒(钩), 罐兒(罐), 管兒(管), 櫃兒(櫃),

棍兒(棍), 盒兒(盒), 猴兒(猴), 画兒(画), 活兒(活), 架兒(架), 空兒(空), 扣兒(扣),

篮兒(篮₁), 篮兒(篮₂)23), 链兒(链), 轮兒(轮), 牌兒(牌), 盘兒(盘), 盆兒(盆), 圈兒(圈), 

22) 《현 한어사전(제7판)》에서 ‘侄子’는 ‘형제 또는 기타 동년배 남성 친척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상 적인 단어인 조카딸이라는 의미의 ‘侄女’라는 명사 

또한 사전에서 따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하지만 ‘侄’ 단독으로도 ‘조카’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기에 본고는 ‘侄子[zhízi]’에서 경성으로 쓰이는 ‘子’를 접미사로 간주하여 

분석하 다. [‘侄子’-(名)弟兄或其他同辈男生亲属的兒子。也稱朋友的兒子。《现代汉

语词典(2016:1682)》 참고]

23) 《현 한어사전(제7판)》 의미항목에 근거하여 ‘篮₁’은 ‘바구니(篮子)’의 의미로, ‘篮₂’는 

‘농구 골 (篮圈)’의 의미로 구분하 다. [《现代汉语词典(2016:77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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勺兒(勺), 婶兒(婶), 事兒(事), 坛兒(坛), 兔兒(兔), 馅兒(馅), 侄兒(侄), 纸兒(纸),

汁兒(汁), 桌兒(桌), 座兒(座)

그 밖의 접미사 ‘头’가 부가된 2음절 명사에는 ‘骨头’, ‘ 头’, ‘石头’, ‘外头’, ‘额

头’, ‘後头’, ‘前头’, ‘拳头’ 8개가 있었다. 또한 ‘员’이 부가된 명사는 총 2개로, ‘人

员’과 ‘官员’이 있었다. 그리고 비록 하나씩만 볼 수 있었지만 1음절 중심명사에 

‘们’，‘士’，‘人’，‘巴’가 부가된 동일 의미의 2음절 명사 ‘人们’, ‘人士’, ‘客人’, ‘嘴巴’

가 있었다.

위에서 소개된 ‘명사+접미사’ 구조의 2음절 명사 외에, 본고는 또 분석 과정에서 

접미사가 아닌 접두사와 명사가 결합된 2음절 명사를 볼 수 있었는데 단, 두 개밖

에 없어서 ‘명사+접미사’ 구조처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못하 다. 이 두 2음절 명

사는 각각 접두사 ‘阿’가 포함된, ‘姨’와 동일 의미인 ‘阿姨’와 ‘ ’가 포함된, ‘虎’의 

동일 의미로 쓰인 ‘ 虎’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1음절 중심명사 뒤에 접미사가 부가된 구조로 이루어진 2음

절 명사는 총 130개로, 전체 2음절 명사 중에서 28.5%를 차지하 다. ‘명사+접미

사’ 구조 중 접미사별 출현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1> ‘명사+접미사’ 구조 중 접미사별 출현 비율

子 兒 头 员 们 士 人 巴 합계

출현빈도 73 43 8 2 1 1 1 1 130

백분율 56.2 33.1 6.2 1.5 0.8 0.8 0.8 0.8 100

4. ‘명사+양사’ 구조

앞서 분석한 세 가지 구조 외에, 본고 분석 결과, 또 아래 예문 중에서와 같이 

‘명사+양사’ 구조를 지닌 2음절 명사들도 볼 수 있었다. 아래 예를 살펴보자.

(15) 春天了，路邊 了很多花。
(16) 读著读著，特别安静、细腻，像花朵的芬芳，在空氣中一點點地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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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5)에 출현한 ‘花’와 예(16)에 출현한 ‘花朵’는 모두 ‘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모두 ‘花’라는 동일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중 2음절 ‘花朵’

는 명사 ‘花’와 양사 ‘朵’가 결합된 구조다. 본고의 분석 상 중에 이러한 구조를 

지닌 2음절 명사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는데 모두 16개로, 3.5%를 차지한다. 예

를 들어, 1음절 명사 ‘船’과 ‘船’의 전용 양사인 ‘只’가 결합된 ‘船只’, ‘车’와 ‘车’의 

전용 양사인 ‘辆’이 결합된 ‘车辆’, 그리고 또 각각의 명사에 적합한 양사 ‘把’, ‘张’, 

‘条’, ‘朵’, ‘件’, ‘本’, ‘项’, ‘支’, ‘剂’ 등이 부가된 ‘火把’, ‘纸张’, ‘面条’, ‘雲朵’, ‘事件’, 

‘书本’, ‘信件’, ‘奖项’, ‘款项’, ‘枪支’, ‘针剂’, ‘舰只’, ‘稿件’이 있다. 

5. 첩구조

(17) 快把我哥带走！
(18) 我有两個哥哥，他们对我都很好。

예(17)과 (18)에 나타난 ‘哥’와 ‘哥哥’는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되는 1⋅2음절 명

사지만, 본고가 수집한 분석 상에서는 이처럼 중첩형식으로 쓰인 2음절 명사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다. 본고 분석 결과, 총 9개의 단어 ‘弟弟’, ‘哥哥’, ‘姐姐’, 

‘妈妈’, ‘妹妹’, ‘姑姑’, ‘爷爷’24), ‘ ’가 있었는데, 이처럼 가족 구성원을 나타내는 

어휘가 주를 이루었고, 그 밖에 ‘星星’이 있었다. 이러한 중첩형식의 2음절 명사들

도 앞서 刘丹青(1996)이 설명한 접미사 부가 방식처럼 새로운 의미는 파생하지 않

고 단지 2음절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앞서 소개한 2음절 명사의 구성 방법 외에 본고는 또 ‘주어+술어’구조와 ‘동사술

어+목적어’구조를 가진 2음절 명사들을 볼 수 있었다. 단, 그 수가 적어 본절에서 

간단하게 소개하겠다.

‘주어+술어’ 구조를 이룬 2음절 명사로는 ‘步伐(걸음이 나아가다25))’, ‘月亮(달

24) ‘爷爷’와 짝을 이루는 ‘奶奶’와 같은 의미의 1음절인 ‘奶’, 그리고 ‘妈妈’와 짝을 이루는 

‘爸爸’의 동일 의미인 1음절 ‘爸’는 《현 한어사전(제7판)》에서 단어로 보지 않는다.

25) ‘步伐’의 ‘伐’은 ‘치다’, ‘공격하다’, ‘토벌하다’ 등의 의미를 지닌 동사로, 2음절 명사 ‘步

伐’에서 술어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伐1’- 攻打: 征伐, 讨伐, 北伐。《现代汉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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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밝다)’, ‘脈搏(맥이 뛰다)’가 있는데, 각각 1음절 명사인 ‘步’, ‘月’, ‘脈’과 같은 

의미를 지닌 명사들이다.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동일 의미의 1⋅2음절 명사 중 2음절 명사가 동사술어와 

목적어로 이루어진 것에는 ‘滋味(맛을 뿜어내다)’가 있었는데, 이것은 1음절 명사 

‘味’와 같은 의미인 2음절 명사다.

본고의 2장 내용을 종합해보면,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2음절 명사 중 2음절 

명사의 구조는 병렬구조, 수식구조, 접사가 부가된 구조, ‘명사+양사’ 구조, 중첩구

조, ‘주어+술어’ 구조, ‘동사술어+목적어’ 구조로 귀납할 수 있다. 그중 수식구조를 

이루고 있는 명사가 184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동일(또는 유사) 의미의 1

음절 중심명사 뒤에 접미사가 부가되어 2음절을 이룬 것이 130개(‘접두사+명사’ 

구조 2개 제외), 그리고 병렬구조인 2음절 명사가 111개, ‘명사+양사’ 구조로 이루

어진 것 16개, 중첩구조 9개, ‘주어+술어’ 구조 3개, ‘동사술어+목적어’ 구조 1개

가 있다. 

<표2> 동일 형태소 1⋅2음절 명사 중 2음절 명사의 구조 

구조 수식
접사 부가

병렬 명사+양사
중

첩

주어+술

어

동사술어

+목적어
합계

접미사 접두사

어휘수 184
130 2

111 16 9 3 1 456
132

백분율 40.4 28.9 24.3 3.5 2.0 0.7 0.2 100

Ⅲ. 1⋅2음  명사의 통사 특징 분석 

朱德熙(1982)에서는 명사의 어법 특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수

량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一支筆’, ‘三本书’, ‘几件事’, ‘一種風氣’. 

词典(2016:35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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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26) 예를 들어, ‘*很勇氣’, ‘*早战争’, ‘*不青年’라

고 할 수 없다.27)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2음절 명사의 통사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본고는 1⋅2

음절 명사들이 어떤 문장성분으로 쓰 는지, 어떠한 양상으로 수량사의 수식을 받

고 있는지, 그리고 중첩 특징 등에 해 고찰하 다.

1. 문장성분

명사는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한정어, 부사어가 된다. 본고는 분석 

상이 되는 755개의 1⋅2음절 명사가 문장에서 문장성분으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1) 주어

본고의 연구 상인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2음절 명사를 분석한 결과, 동일 

형태소 1⋅2음절 명사는 주어로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었다. 

(19) 病不知道什麼時候好了。
(20) 疾病防治工作迫在眉睫。
(21) 剛下雨，路不好走，繞著走吧。

26) 일반적으로 명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지만 赵元任(1968)에서는 두 가지 예외 

상황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명사가 다른 품사로 겸하여 사용될 경우, 예를 들어 ‘土’

는 명사지만 ‘真土’에서의 ‘土’는 부사 ‘真’의 수식을 받는 형용사이다. 둘째, 명사가 술

어가 되는 상황, 예를 들어, ‘这個人太君子人了。’에서 부사 ‘太’가 수식하는 ‘君子人’은 

술어( 詞)라는 것이다. ｢名詞不能用單音節的副詞像‘不’、‘也’、‘還’、‘更’等來修飾。不

過有兩種例外的情形: (1)名詞可能因為詞類重復而兼作別的詞類用，像‘鼓’(名); ‘太鼓

了’(形)，‘土’(名); ‘真土’(形); (2)名詞也可以作 語，那就能用副詞來修飾了。但是

這種情形副詞修飾的並不是名詞，而是 詞。像‘這個人太君子人了。’｣(赵元任，《A 

GRAMMAR OF SPOKEN CHINESE: 中国话的文法》, 丁邦新 译, 香港, 中文大学

出版社, 1980), 257-260쪽.

27) 朱德熙(1982): ｢名词的语法特點是：第一、可以受数量词修饰，例如：一支笔、三本

书、几件事、一種风氣；第二、不受副词修饰：*很勇氣(很勇敢)、*早战争(早打仗)、
*不青年(不年青)。｣(朱德熙, 《语法讲义》, 商务印书馆, 1982/2005),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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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道路施工請繞行。

예(19), (21)는 1음절 명사 ‘病’, ‘路’가 주어로 사용된 문장이고, 예(20), (22)

는 예(19)와 (21)의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2음절 명사 ‘疾病’과 ‘道路’가 주어로 쓰

인 문장이다. 보다시피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2음절 명사는 주어로 사용이 가능

하다. 물론 모두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 적으로 볼 때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음절 명사와 2음절 명사를 비교해보면 2음절 명사의 주어 쓰임이 1음절보

다 조금 더 자유로웠다.

(23) a.* 東升起一輪太陽。
b. 東邊升起一轮太阳。

(24) a.*她的眼是藍色的，真 亮。
b. 她的眼睛是藍色的，真 亮。

상술한 예(23,a)과 (24,a)에서 주어로 쓰인 1음절 명사 ‘東’과 ‘眼’을 각각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2음절 명사 ‘東邊’과 ‘眼睛’으로 체하면 문장이 성립한다. 본고의 

분석 결과, 2음절 명사 456개는 모두 주어로 사용이 가능했지만, 1음절 명사는 사

용상의 제한이 따랐고, 그러한 것들은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2음절 명사로 바꿔주

면 문장이 성립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1음절 명사의 주어 사용이 2음절 명사보

다 제약이 많다고 볼 수 있다. 

2) 목 어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2음절 명사는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25) a. 買車也不是什麼大事兒。
b.* 買車輛也不是什麼大事兒。

(26) 購買車輛以後 辦理相關登記手續。

예(25,a)는 1음절 명사 ‘车’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예(25,b)는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车辆’이 목적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비문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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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车辆’을 목적어로 쓸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车辆’을 목적어로 쓰려면 앞에 

오는 동사로 ‘买’가 아닌 예(26)과 같이 ‘购买’라는 2음절 동사가 있어야 한다. ‘购

买’도 그렇지만 ‘车辆’은 서면어적인 색채가 강한 표현이라 할 수 있고, 그에 반해 

예(25,a)의 ‘买车’는 구어의 색채를 띠는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목적

어에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주어의 자리에서도 나타난다.

(27) 我覺得槍放在家裏很危險。
(28) *槍支很危險。
(29) 槍支泛濫。

예(27)는 1음절 명사 ‘枪’이 주어 자리에 있고, 예(29)는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2음절 명사 ‘枪支’가 주어인 문장이다. 예(27)과 (29)는 모두 맞는 문장이지만, 예

(28)과 같은 문장에 2음절 명사 ‘枪支’를 사용하면 문장이 성립될 수 없는데, 이는 

‘枪支’가 서면어적인 색채가 강한 표현이라서 예(29)의 ‘泛滥’과 같은 글말 표현과

의 사용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구어와 서면어 표현의 구조적 특징은 모두 중국어의 음절 특징28)과도 

접한 관련이 있다. ‘买+车’는 ‘1+1’ 구조로 전체 2음절을 이루는 구어에서의 표

현인 반면, ‘购买+车辆’와 ‘枪支+泛滥’은 모두 서면어 색채가 짙은 표현으로, 중국

어의 서면어는 일반적으로 ‘2+2’ 구조를 이룬다는 보편적 사실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30) 一睜眼就十點了。
(31) 先別睜眼睛！
(32) 睜開眼睛，看看這個世界。

상술 예(30)은 1음절 동사 ‘睁’이 1음절 명사인 ‘眼’과 결합된 경우이고, 예(32)

28) 중국어의 음절 특징에 관하여 冯勝利(1996)는 중국어에서 2음절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음보(音步)로, 2음절 음보가 가장 일반적인 것이라 하 다. 이러한 특징에 해 刘丹

青(1996)도 “현존하는 거의 모든 1음절 명사는 2음절 형식에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같

은 의미의 2음절 형식을 갖는다. 또한 량의 2음절 명사가 1음절 형식을 가지지 않는 

것을 보아 1음절 명사는 이미 현 중국어 운율(节律)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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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음절 동사구 ‘睁 ’가 2음절 명사 ‘眼睛’과 결합된 경우이며, 예(31)은 1음절 

동사 ‘睁’이 2음절 명사 ‘眼睛’과 결합된 경우이다. 위 예문들은 각각 2음절(睁+

眼), 3음절(睁+眼睛), 4음절(睁 +眼睛)을 구성한다. 본고는 CCL29)에서 이 세 

가지 음절 조합의 출현빈도를 알아본 결과, ‘1+1’ 구조인 ‘睁眼’와 ‘2+2’ 구조인 

‘睁 眼睛’은 각각 641회, 843회로 출현빈도가 아주 높았고, 1음절 동사가 2음절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1+2’ 구조의 ‘睁眼睛’은 ‘睁眼’과 ‘睁 眼睛’에 비해 현저

히 적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30)

그밖에 ‘회의를 열다’라는 동사구에서 ‘회의’를 나타내는 1음절 명사 ‘会’는 1음절 

동사 ‘ ’와 쉽게 결합할 수 있으며 심지어 두 성분이 자주 사용되면서 ‘ 会’는 하

나의 단어로 굳어졌다. 하지만 2음절 명사 ‘会议’는 1음절 동사 ‘ ’와 결합하여 동

사구를 구성하기 힘들다.31) 즉 ‘ 会议’는 부자연스러운 표현이다. 2음절 명사 ‘会

议’를 쓰고 싶을 경우, 1음절 동사 ‘ ’보다는 2음절 동사 ‘召 ’를 사용하여 ‘2+2’

구조, 즉 ‘召 会议’라는 표현이 가장 자연스럽다.

3) 한정어

주어와 목적어가 명사구를 이룰 때 중심어를 수식하는 수식성분인 한정어 또한 

명사일 수 있다. 본고의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2음절 명사 중에서도 한정어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다음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29) ‘CCL(Center for Chinese Linguistics PKU의 약칭)’은 중국 북경 학 중국언어학 

연구센터(北京大學中國語 學研究中心)에서 개발한 중국어 코퍼스 검색 사이트로, 웹

사이트 주소는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이다.

30) ‘1+2’ 구조로 적게 쓰이는 표현이 있고, ‘1+2’ 구조로 쓰면 비문이 되는 것도 존재한

다. 예를 들어, ‘미국을 방문하다’는 중국어로 ‘2+2’ 구조인 ‘访问美国’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1+1’ 구조인 ‘访美’라는 표현도 사용 가능한데, 후자를 더욱 자주 쓴다. 

하지만 ‘1+2’ 구조인 ‘*访美国’은 쓸 수 없는 표현이다. 같은 맥락으로 ‘访韩’, ‘访日’은 

가능하지만 ‘*访韩国’, ‘*访日本’은 쓸 수 없다. 

31) 동사와 목적어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명사구 내에서도 음절 상의 제약이 존재하는데 ‘중

국측’, ‘한국측’, ‘일본측’이라는 표현을 ‘中方’, ‘韩方’, ‘日方’이라 하고, ‘*中国方’, ‘*韩国

方’, ‘*日本方’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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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 癌癥患 要定期做化療。
b.* 癌患 要定期做化療。

상술한 예문 예(33,a)의 주어는 ‘癌癥患 (암 환자)’라는 명사구로, 2음절 명사 

‘癌癥’이 ‘患 ’라는 이 2음절 중심어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이다. 반면, 예(33,b)의 

주어인 ‘癌患 ’는 1음절 명사 ‘癌’이 ‘患 ’라는 이 2음절 중심어를 수식하는 구조

로, 예(33,a)의 ‘癌癥患 ’와 예(33,b)의 ‘癌患 ’의 의미는 동일하지만 ‘患 ’를 수

식하는 한정어가 1음절인 것과 2음절인 것으로 차이를 보인다. 본고의 분석 결과로 

볼 때, 이 또한 음절의 향을 많이 받은 어법 현상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러

한 예문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구조조사 ‘的’이 없이 2음절 명사인 중

심어를 수식할 경우, 한정어 또한 1음절 명사보다는 2음절 명사일 때 사용상에 있

어서 좀 더 자유롭다는 것이다.

4) 부사어

명사가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일 때는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일 경우이

다. 예를 들어,32)

(34) 我明天回家。
(35) 請裏邊坐。

예(34), (35)에서 ‘明天’, ‘裏邊’과 같이 각각 시간 및 장소 명사들이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본고의 분석 상인 동일 형태소를 포함하는 

1⋅2음절 명사에도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어 문장에서 부사어가 되는 것들이 존

재했다. 예를 들어, 시간을 나타내는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2음절 명사에는 ‘早

-早晨’, ‘晚-晚上’, ‘晚-晚间’, ‘夜-夜晚’, ‘夜-黑夜’ 등이 있고, 장소를 나타내는 것에

는 ‘前(後)-前(後)邊, 前(後)方, 前(後)面, 前(後)头’, ‘東(西/南/北)-东(西/南/

北)邊, 東(西/南/北)方, 東(西/南/北)面’, ‘裏(外)-裏(外)头, 裏(外)邊, 裏(外)面’, 

‘底下’ 등이 있다. 

32) 노순점, <중국어 명사의 어법특징 및 기능>, 《人文科學論叢》, 2003, 93-10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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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량사 수식

앞서 장의 시작 부분에서 朱德熙(1982:41)에서 제시한 명사의 표적인 어법 

특징을 제시한 바 있듯이, 명사는 수량사의 수식33)을 받을 수 있다. 

(36) 搬過來以後，自己似乎只在家裏待過一個春天。 

예(36)의 ‘春天’은 ‘春(봄)’이라는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2음절 명사이다. 이렇게 

예(36)과 같이 ‘春天’은 수량사 ‘一+個’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만, ‘春’과 ‘春季’는 

모두 어떤 수량사의 수식도 받을 수 없다.34) 동일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는 명사이

더라도 모두 같은 통사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 목으로, 우리는 ‘*

一個春’, ‘*一個春季’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처럼 사계절을 나타내는 ‘春(季)/夏(季)/秋(季)/冬(季)’뿐만 아니라, 동일 형

태소를 포함한 1음절 명사 ‘南’을 포함한 ‘南邊’, 즉 ‘東/西/南/北’ 뒤에 ‘邊/方/面’가 

부가된 ‘동서남북’ 방위을 가리키는 명사는 수량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그밖에 

각각 ‘좌우’, ‘전후’, ‘상하’를 나타내는 ‘右/左(邊/面)’, ‘前/後(邊/面)’, ‘上/下(邊/

面)’와 ‘天+上’, ‘底+下’ 또한 수량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계절, 방위, 방향을 나타내는 명사 외에도 동일 형태소 ‘雨’를 포함하고 

있는 ‘雨水’, 동일 형태소 ‘钱’을 포함한 ‘金钱’, 동일 형태소 ‘质’을 포함한 ‘质量’, 동

일 형태소 ‘魂’을 포함하는 ‘魂魄’ 등도 수량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3. 첩

일반적으로 중국어 명사는 중첩하여 사용할 수 없다.35) 특히 2음절 명사는 절  

33) 단, 집합명사는 수량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一辆车’는 가능한 표현이지

만, ‘一辆车辆’은 어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이 된다.

34) 이러한 특징은 ‘봄(春-春天, 春季)’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름(夏-夏天, 夏季)’, 

‘가을(秋-秋天, 秋季)’, ‘겨울(冬-冬天, 冬季)’의 사계절 표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35) 赵元任(1968): ｢名词一般都不能重疊作配分式。｣ (赵元任, 《A GRAMMAR OF 

SPOKEN CHINESE: 中国话的文法》, 丁邦新 译, 香港, 中文大学出版社,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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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할 수 없지만, 몇몇 1음절 명사는 중첩이 가능하기도 하다. 본고의 분석 결과, 

이미 중첩하여 이루어진 2음절 명사36) 외에 1음절 어휘 중 중첩하여 같은 의미의 

2음절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37) 家家都掛起了紅燈籠，慶祝新年。
(38) 爺爺這几天整天待在家裏，沒出門。

예(37)은 동일 형태소 ‘家(집)’가 포함된 ‘家家’가 사용된 것이고, 예(38)은 동일 

형태소 ‘爷(할아버지)’가 포함된 ‘爷爷’가 쓰인 문장이다. 예문을 통해 짐작할 수 있

겠지만, 1음절 명사를 중첩해보니 중첩 후에도 의미가 동일한 것과 중첩 후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눌 수 있었다. 중첩한 뒤에도 의미가 동일한 것은 주로 가족 호

칭을 나타내는 단어이고, 그 밖에 동일 형태소 ‘X’를 포함한 ‘XX’는 ‘每個X’ 의미로 

원래 의미가 달라진다. 그에 따라 예(37)의 ‘家(집)’를 중첩한 형식 ‘家家’는 ‘每個

家(집집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는 ‘人₁人₁’, ‘样样’, ‘夜夜’, ‘月月’, 

‘事事’, ‘盆盆’, ‘粒粒’ 등이 있다.

Ⅳ. 결론

지금까지 동일 형태소를 지닌 1⋅2음절 명사 중 2음절 명사의 구조를 분석하고 

1⋅2음절 명사의 통사 특징도 살펴보았다. 본고의 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2음절 명사 중 2음절 명사의 구조는 병렬구조, 접사가 

부가된 구조, 수식구조, ‘명사+양사’ 구조, 중첩구조, ‘주어+술어’ 구조, ‘동사술어

+목적어’ 구조로 귀납할 수 있다. 그중 수식구조를 이루고 있는 명사가 184개

(40.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동일(유사) 의미의 1음절 명사에 접사가 부가

되어 2음절을 이루는 것 132개(28.9%), 또 병렬구조인 2음절 명사가 111개

257-260쪽.

36) 자세한 내용은 본고 2장 5절의 ‘중첩구조’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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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그리고 ‘명사+양사’ 구조로 이루어진 것 16개(3.5%), 중첩구조 9개

(2.0%), ‘주어+술어’ 구조 3개(0.7%), ‘동사술어+목적어’ 구조 1개(0.2%)이다.

본고의 분석 상이 되는 755개의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2음절 명사는 문장

에서 주어, 목적어, 한정어, 부사어로 사용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상 적으로 주

어와 목적어로 사용되는 것이 한정어와 부사어로 사용되는 것보다 좀 더 제한이 적

고 사용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장에 사용될 때 음절 상의 특징이 가

장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주어로 사용될 때, 1음절 명사와 2음절 명사를 비교해보면 2음절 명사의 주어 

사용이 1음절보다 조금 더 자유로웠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1음절 명사는 1음절 

동사와 결합하여 많이 사용되었으며, 2음절 명사 목적어는 2음절로 이루어진 동사

(구)와 빈번하게 결합하여 사용되었다. 하지만 1음절 명사가 2음절 동사의 목적어

로 사용되는 ‘2+1’ 구조는 사용빈도가 아주 낮음을 알 수 있었다.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2음절 명사가 구조조사 ‘的’ 없이 2음절 명사인 중심어

를 수식하는 한정어의 경우에도 1음절 명사보다 2음절 명사일 때 사용상에 있어 

좀 더 자유로웠다. 그리고 동일 형태소를 포함하는 1⋅2음절 명사 중에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들이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도 1음절 명사보다 2음절 명사가 부사어로 사용될 때 제한이 적었다.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2음절 명사는 또 수량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특징

적인 것은, 사계절을 표현하는 ‘봄/여름/가을/겨울’이라는 1음절 동일 형태소 ‘春/夏

/秋/冬’을 포함한 2음절 명사 ‘春天/夏天/秋天/冬天’은 ‘一+個’와 같은 수량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만, ‘春(季)/夏(季)/秋(季)/冬(季)’는 수량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동/서/남/북’ 방위을 가리키는 ‘東/西/南/北+邊/方/面’, ‘좌우’, ‘전후’, 

‘상하’를 나타내는 ‘右/左(邊/面)’, ‘前/後(邊/面)’, ‘上/下(邊/面)’는 수량사의 수식

을 받을 수 없다.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2음절 명사 중 일부 1음절 명사는 중첩하여 사용 가능

한데, 중첩 후에도 의미가 동일한 것과 중첩 후 의미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눌 수 

있었다. 중첩한 뒤에도 의미가 동일한 것은 주로 가족 호칭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고, 그 밖에 동일 형태소 ‘X’를 포함한 ‘XX’는 ‘每個X’의 의미로 달라진다. 

동일 형태소를 포함한 1⋅2음절 명사의 통사 특징은 중국어 교학에서도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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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 본고의 분석을 기초로 실제 교육환경에서의 

효과적인 교육방법 등에 해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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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汉语中有很多包含同一语素的单双音节名词。为了了解这些名词的句法特

点，本文首先考察了双音节名词内部的结构特点，进而对单双音节名词的句法特点

进行了分析。
包含同一语素的单双音节名词中，双音节名词的结构可以分为并列结构、添

加词缀的结构、偏正结构、“名词+量词”结构、重叠结构、主谓结构、动宾结构。
其中偏正结构的名词 多，第二是单音节名词添加词缀的结构，然后依次为并列结

构、“名词+量词”结构、重叠结构、主谓结构和动宾结构。
本文的分析对象为755个包含同一语素的单双音节名词。在句中分别充当主

语、宾语、定语、状语。整体来看，单双音节名词主要充当主语和宾语，定语和状

语的用法较少。另外，在句子单双音节名词在音节上的差异较为明显。

【主題語】

중국어 명사, 동일 형태소, 1음절 명사, 2음절 명사, 명사 통사 특징

汉语名词, 同一语素, 单音节名词, 双音节名词, 名词句法特點

chinese nouns, same morpheme, monosyllabic nouns, two syllable nouns, 

noun syntactic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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