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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绪论

1.研究目的

화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달하기 해서는 일정한 어법규칙에 따른

문장을 사용해야한다.그러나 문장이 언어규정과 어법규칙에 부합되더라도 어떤

언어 환경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다음의 문을 살펴보자.

(1)他们都三岁了。  

(1a)그들은 모두 3살이다.

(1b)그들은 이미 3살이 되었다.

(2) 王已经走了一个多 时了。

(2a) 王는 이미 한 시간을 걸어갔다.

(2b) 王는 떠난 지 이미 한 시간이 되었다.

(3)他在车厢上写标语。

(3a)그는 차 트 크에서 표어를 쓴다.

(3b)그는 차 트 크 에 표어를 쓴다.

문(1)～(3)는 모두 重義의 뜻을 나타낸다. 문(1) 부사 ‘都’의 어의는 ‘他

们’을 지향할 수도 있고,‘三岁’를 지향할 수도 있다. 문(2) 의 ‘走’는 ‘가다’와

‘떠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표 한다.이것은 一詞多義로 인하여 나타나는 重義

상이다. 문(3) 의 부사어 ‘在车厢上’은 부사어가 표시하는 의미가 달라 나

타나는 重義 상이다.

上述한 문에서 알 수 있듯이 언어규칙에 附合되더라도 重義 상에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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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언어 학계에서는 일 이 重義 상에 해 주목하고 있었는데,1951년 吕

叔湘과 朱德熙는 语法修辞讲话 1)를 통해 다섯 가지의 重義 상에 하여 열거하

다.하지만,그 당시에는 몇 가지 를 분석하는 데에 그쳤고 이론 인 연구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이어 1959년 赵元任은 ｢汉语的歧义问题｣2)를 통해 처음으

로 이론체계 각도로 重義를 토론하 고,이 논문은 重義의 범주,重義의 분류,重

義의 분화,重義의 해결,重義度 등등의 요한 문제를 토론하 다.그러나 당시

의 이론연구 제한 인 부분이 존재하 다.1970년 와 80년 에 이르러 吴葆

은 처음으로 구에 해 토론하 고3)黄国营은 重義 인 구에 해 그 형식을

설명하 으며4),徐仲华는 표면 인 重義의 9가지 양식을 열거하 다.5)

이 밖에도 吕叔湘은 重義의 생성원인을 분석하 고6),文炼 등은 重義 상의

분석과 해석을 토론하 다7). 吴英才․李德裕등은 국어의 重義연구의

의의와 방법을 설명하 고, 한 어법과 화용의 계에 해 설명하고 있다8).

한국에서도 重義 상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金琮镐는 동일 문법구조에

서 계층에 의한 重義,문법구조의 이 성에 의한 重義,그리고 문법 계의 의미

차이에 의한 重義의 세 부분으로 나 어 토론을 진행하 다9). 金明子는 口語

교류와 서면어교류라는 두 가지 각도로 근하여 국어의 语音,語彙,语法

부분에 있어서의 重義 상을 고찰하 고10),李铁根은 단어의 重義 상을11),廉哲

은 구조의 重義 상의 유형을12),王葆華과 宋永奎는 重義 상의 인지해석을 시도

하 다13).

1)吕叔湘․朱德熙, 语法修辞讲话 ，中国青年出版社,1979.

2)赵元任,石安石译 汉语的歧义问题 ，商务印书馆,1988.

3)吴葆棠,｢现代汉语词组歧义现象初探｣， 延边大学学报  1979第1期.

4)黄国营，｢现代汉语的歧义短语｣， 语 研究  1985第1期.

5)徐仲华，｢汉语书面语 歧义现象举例｣， 中国语文  1979第5期.

6)吕叔湘，｢歧义类例｣， 中国语文  1984第5期.

7)文炼․允贻， 歧义问题 ，哈 滨：黑龙江人民出版社，1985.

8)吴英才․李德裕, 现代汉语的歧义 ，宁夏人民出版社，1993.

9)金錝镐，｢ 국어 의 상에 하여–문법 의 상을 심으로-｣,성신여자 학교,1998.

10)金明子，｢ 국어의 重義类型 연구｣， 中国 语研究  2002第15辑.

11)李铁根，｢关于歧义标时标记｣， 中语中文学  1999第34辑.

12)廉 哲，｢ 국어 ‘V+N’구조의 의 상에 한 연구｣， 中国语教育과 研究  2006第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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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義 상의 다른 연구 방향으로는 敎學 인 측면으로,于晓日은 유학생들 사이

에서 사용하는 국어의 重義句의 상황에 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

하 고14). 金智慧는 ｢歧义现象의 국어 교육 활용 방안 研究｣15)에서 重義

상에 한 교육의 요성을 강조하며 지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한편 张静은

국어의 계층(层次)성 규칙에 의거하여 어음,어휘,어법의 세 부분에서 重義

상을 일으키는 유형을 구체 으로 분석하 고, 外 국어 교육 에 있어서

몇 가지 유효한 重義 해결원칙을 설명하고 있다16).

상술한 바와 같이 重義 상에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주로 構造부문(계층분

석,변환분석),어의부문(어의 계,어의특징,语义指向분석),話用부문(重義度,언

어환경 重義분석),認知부문(실험,실증,경향성 분석)등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그러나 실용 인 측면에서의 문의 제시와 그 분석이 부족하여 重

義 상에 한 이해가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语音,語彙,语義,構造,話用 등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重義

상의 원인을 살펴보고,重義 상이 나타나는 實例를 통해 그 용도와 重義 의

미를 해결할 수 있는 方法을 제시하여 국어 학습자들이 좀 더 쉽게 重義 상

을 이해하고 정확한 해석을 하도록 도움을 주려 한다.아울러 이 연구를 통해 이

미 연구된 重義 상에 한 資料를 교육 장에 제공함을 연구목 으로 삼는다.

2.硏究方法과 範圍

연구목 에 따라 本稿는 우선 语音,語彙,语義,構造,話用의 5가지 측면에서

발생원인을 고찰해 본다.발생원인 객 인 기 을 설정하고 이 기 에 따라

한국에서 보편 으로 사용하는 국어교재 에서,각각 重義 상이 나타나는

형 인 문장을 찾아서 분석하고 重義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本稿에서는 재 한국에서 보편 으로 사용하는 국어 교과서17) 에서 나오

13)王葆华․宋永奎，｢句子歧义现象的认知解释｣， 中语中文学  第43辑 2008.12.

14)于晓日，｢现代汉语歧义句在留学生中的使用 查｣， 现代语文 ，2011.12.

15)金智慧，｢歧义现象의 국어 교육 활용 방안 研究｣,慶熙大学校 硕士学位论文，2011.

16)张 静，｢对外汉语教学中的歧义问题解析｣， 语文学刊 ，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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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重義 상이 나타나는 문을 제시하 다.그러나 학생들이 명확하게 뜻을 이

해하기에는 문의 수량이 제한 이어서 국문학주간지 读  18)를 통해서 일부

문을 추가하 다.

17) 다락원 국어회화 1·2·3·4, 다락원 국어 실력향상편 , 시사 국어 완성 국어 1·2·3,동양

북스의 뱅크스쿨 1·2·3·4교재.

18) 读   合订本，读 出版社，2013总第534-539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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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重義 상의 定義와 發生原因

1.重義의 定義

重義의 발생은 语音,語彙,语義,構造,話用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그 원인이 된

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각 요소간의 경계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고 서로 교차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어디까지가 重義인가도 문제가 된다.따라서 重義란 무엇

을 말하는지에 한 설명이 필요하다

먼 重義에 해 설명한 論著를 통해 그 뜻을 살펴보자.

重義(ambiguity)는 하나의 부호가 여러 가지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重义(ambiguity)指一个符号可以有多种理解这种性质。)19)

언어형식이 때로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두 가지 이상의

분석이 가능하다.이런 것을 重義 상이라고 한다.

(一种语 形式有时可以含有两种或两种以上的意义,可以做两种或两种以上的分析,

这就是所谓歧义20)现象。)21)

语法重義(grammaticalambiguity)가 가리키는 것은 문장의 다의 상이다.

(所谓语法歧义(grammaticalambiguity)指的是句子的多义现象。)22)

같은 자이면서도 다른 구조와 의미를 은연 에 내포하고 있다.

(同样的字面却隐含着不同的结构和意义。)23)

19)赵元任,石安石译 ｢汉语的歧义问题｣商务印书馆,1988.

20)歧义는 汉语에서의 용어이며，한국에서는 보편 으로 重義라고 한다.

21)徐仲华，｢汉语书面语 歧义现象举例｣， 中国语文  1979.第5期

22)文炼․允贻， 歧义问题 ，黑龙江人民出版社,1985,p.8.

23)朱德熙， 语法讲义 ，商务印书馆，1982,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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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義가 가리키는 모종의 언어형식은 특정한 언어환경 에서,사람들이

그것에 하여 실제 으로 한 가지 이상의 해석을 할 수 있다.

(歧义指某种语 形式在特定的语 环境中,人们对它实际上可以有不止一种的

解释。)24)

언어교류 과정 에서,하나의 단어와 어휘,문장,심지어 한 문단이,가끔 두

가지 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두 가지 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언어의 重義 상인 것이다.

(在语 交际过程中,一个词、词组或句子,甚至一个语段,有时会含有两个或两个以

上的意义,可以作两种或两种以上的理解,这就是语 的歧义现象。)25)

이상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重義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나타내거나,多義現象

으로 악할 수 있다.

따라서 重義란 어떤 언어 환경에서 두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할 수 있

는 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 重義 상은 올바른 언어형식이며 非文이 아니다.

2.重義 상의 發生原因

1)语音 측면

语音의 重義 상은 하나의 음 이 다른 많은 형태소에 응할 수 있기 때문

에 나타나는 것이다.이런 상은 일반 으로 口語에서 많이 나타난다.

가)语

어떤 말이 口語 에서는 의미가 비교 분명하지만,서면어로 표 할 때 重義

상이 나타날 수 있다.

文练과 允贻26)는 아래의 문처럼 말투와 억양을 모호하게 표 하기 때문에

重義 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다.

24)邵静敏, 句法结构中的语义研究 北京语 文化大学,1998,p.4.

25)吴英才․李德裕, 现代汉语的歧义 ,宁夏人民出版社,1993,p.3.

26)文炼․允贻, 歧义问题 ，黑龙江人民出版社，1985,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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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明天走，我也明天走。

(1a)내일 갈 거야?나도 내일 가는 거야?

(1b)내일 갈 거야?나도 내일 갈 거야.

문(1)의 첫 번째 의 억양을 내려서 읽고,두 번째 도 억양을 내려 읽은

후에 간에서 잠깐 쉰다.그러면 이 문장은 (1a)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두 문

장은 병렬구라고 볼 수 있다.

만약에 문(1)의 첫 번째 을 소리를 길게 하면서 살짝 올려 읽은 후에,두

번째 을 읽으면 이 문장은 (1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두 문장은 가정 계로

볼 수 있다.

문(1)‘明天走，我也明天走’처럼 첫 번째 ‘明天走’와 두 번째 ‘我也明

天走’사이에 쉼표를 사용하면서,서면어에서는 그 억양을 알 수 없으므로 오해

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나) 强勢

强勢27)에 따라 구조를 달리 분석할 수 있다.‘学习文件’,‘进口设备’,‘出租汽车’

와 같은 말은 모두 동목구조로 볼 수도 있으며, 형어- 심어의 수식구조로 볼

수도 있다.그러나 그 차이 은 강세에서 나타난다.동목구조로 보는 경우에는

뒤에 치한 명사에 강세를 두고, 형어- 심어의 수식구조로 본다면 앞에 치

한 동사에 강세를 둔다.아래의 를 비교해보자.

동목구조 형어- 심어의 수식구조

学习文

∙

件

∙

學

∙

習

∙

文件

进口設

∙

備

∙

進

∙

口

∙

设备

出租汽

∙

車

∙

出

∙

租

•

汽车

27)强勢를 국의 학자들은 ‘경 음(輕重音)’는 ‘음(重音)’이라고 함.陆俭明， 现代汉语语法研

究教程 ，北京大学出版社，2004，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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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学习文件’에서 ‘文件’에 강세를 둘 경우에는 동목구조가 되며,그 뜻은 ‘문

서를 공부하다’가 된다.만약 강세를 ‘学习’에 두었다면 이는 형어- 심어의 수

식구조이며 이 때 ‘学习文件’의 뜻은 ‘공부한 문서’가 된다.두 번째 ‘进口设备’에

서 ‘设备’에 강세를 두면 이는 동목구조이며,그 뜻은 ‘설비를 수입하다’가 된다.

만약 강세를 ‘进口’에 두었다면 이는 형어- 심어의 수식구조이며 ‘进口设备’의

뜻은 ‘수입된 설비’가 된다.세 번째 ‘出租汽车’에서 ‘汽车’에 강세를 두면 그 구조

는 동목구조이며 그 뜻은 ‘자동차를 빌리다’가 된다.만약 강세를 ‘出租’에 둔다면

이는 형어- 심어의 수식구조이며 이 때 ‘出租汽车’의 뜻은 ‘빌린 자동차’가 된

다.

다시 ‘洗得干净’의 를 살펴보자.이 구조에도 의성이 있을 수 있는데,가능

보어를 동반한 동보구조로 볼 수 있으며 그 뜻은 ‘能洗干净’정도의 뜻이다. 한

정도보어를 동반한 술보구조로도 볼 수 있는데 ‘洗得很干净’의 뜻이 된다.이 둘

사이의 구분도 강세에서 나타난다.가능보어를 동반한 동보구조라면 ‘洗’에 강세

를 두며,정도보어를 동반한 동보구조라면 ‘干净’에 강세를 둔다.즉

洗

∙

得

∙

干净（가능보어를 동반한 술보구조）

洗得干

∙

淨

∙

（정태보어를 동반한 술보구조）

이는 陸 明이  现代汉语语法研究教程 28)에서 제시한 강세의 문제이다.필자

한 강세가 어법에 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두 개의 의미가 생겨난 것으로,이

는 重義 상에 한 정의에도 부합되므로 强勢 때문에 의성이 발생할 수 있다

고 본다.

(2)这个品种的狗八百块钱一只。29)

28)陆俭明  现代汉语语法研究教程 ，北京大学出版社，2004,p.16.

29)金智慧，｢歧义现象의 국어 교육 활용 방안 研究｣,慶熙大学校 硕士学位论文,2011,p.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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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这个品种的狗八百块钱一只。

(2b)这个品种的狗八

∙

百

∙

塊

∙

錢

∙

一只。

(2c)这个品种的狗八百块钱一

∙

只

∙

。

문(2)를 (2a)와 같이 수량사 ‘八百块钱’과 ‘一只’는 모두 강세를 두고 읽지 않

으면,이 문장은 “이런 종류의 개의 가격은 단지 800원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2)를 (2b)와 같이 수량사 ‘八百块钱’에 강세를 두고 읽으면,화자는 ‘이런

개를 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따라서 ‘八百块钱’은 주

으로 양이 많다는 뜻을 나타낸다.

문(2)를 (2c)와 같이 ‘一只’에 강세를 두고 읽으면,화자는 수량이 다고 생

각하며,‘800원’으로는 개 한 마리밖에 살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한다.즉 개가

비싸다는 뜻으로 이해하며,‘一只’는 주 으로 양이 다는 뜻을 나타낸다.

(3)你为什么打他?30)

(3a)你为什么打

∙

他?

(3b)你为什么打他

∙

?

(3a) 왜 그를 때리니?(말로 해야지 왜 때리니?)

(3b) 왜 그를 때리니?(하필이면 왜 그 사람을 때리니?)

문(3)을 ‘打’에 강세를 두고 읽으면 (3a)와 같이 동사를 강조하여 ‘왜 이런 동

작을 하는가?’라는 뜻을 나타난다.그러나 문(3) ‘他’에 강세를 두고 읽으면

(3b)와 같이 ‘ 왜 그 사람을 때리니?’,‘무슨 이유로 그 사람을 때리니?’라는

뜻이 된다.

다)휴지(停顿)

국어 문장은 문장부호 이외에 문장 에서는 띄어쓰기가 없다.

만약 학습자가 단어와 문장구조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 는 그 사람 자신의

30)金智慧，｢歧义现象의 국어 교육 활용 방안 研究｣,慶熙大学校 硕士学位论文,2011,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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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조 등 생리 인 요인 때문에 重義 상이 발생하기 쉽다.

 

(4)有的作品写年轻的妻子死了丈夫发誓不再结婚。31)

(4a)有的作品写年轻的妻子死了/丈夫发誓不再结婚。

(4b)有的作品写年轻的妻子死了丈夫/发誓不再结婚。

문(4)의 문장에는 구두 이 없다.따라서 화자의 휴지(停顿)에 따라 重義 상

이 발생할 수 있다.

(4a)와 ‘有的作品写年轻的妻子死了’까지 끊어 읽는다면 이 문장의 의미는 ‘어떤

작품에, 은 아내가 죽었고,그 남편은 재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는 내용이

있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4b)와 같이 ‘有的作品写年轻的妻子死了丈夫’까지 끊어 읽는다면 이 문

장의 의미는 ‘어떤 작품에, 은 아내의 남편이 죽었고,그 아내는 재혼하지 않겠

다고 맹세했다는 내용이 있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4a)에서는,재혼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남편’이고,(4b)에서는,재혼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아내’가 되어,휴지(停顿)로 인한 重义 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5)我做不好。32)

(5a)我做/不好。

(5b)我/做不好。

문(5)의 ‘我做不好’를 (5a)와 같이 ‘我做’까지만 휴지를 둔다면 이 문장의 의미

는 “나는 하는 게 안 된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5b)와 같이 ‘我’까지만 끊어 읽는다면 ‘我’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되어

이 문장의 의미는 ‘나는 잘 하지 못한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31)金智慧，｢歧义现象의 국어 교육 활용 방안 研究｣,慶熙大學校 硕士学位论文，2011,p.28.

32)金铉哲과 金柱亨은 ｢ 국어 끊어읽기에 따른 의성의 구별｣에서 와 같은 70개의 문장

을 열거하고,분석하 다.(金铉哲，金柱亨，｢ 국어 끊어 읽기에 따른 의성의 구별｣， 

中国语文学论集  第73号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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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同音異義

방송 등의 회화체에서 同音異義 상으로 인한 重义 상이 나타날 수 있다.

(6)这次qzhōng 试太难了。33)

(6a)이번 간고사 ‘qzhōng(期中)’이 무 어렵다.

(6b)이번 기말고사 ‘qzhōng(期终)’이 무 어렵다.

회화체에서 발음 qzhōng은 단어가 두 가지 일 수 있다.(6a)와 같이 ‘期中’의

의미를 표시할 수 도 있고,(6b)와 같이 ‘期终’의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 한자는 두 가지가 있다.해석도 두 가지로 할 수 있다.이런 重義 상은 문

자가 제시되지 않는 회화에서 나타날 수 있다.

2)語彙 측면

문장 에서 하나의 단어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어휘 重义

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한 이 단어들은 일반 으로 원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

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도 연결되는 것이다.

가)兼类词

한 단어는 어떤 언어환경에서 특정한 품사의 뜻을 나타낸다.그러나,그 단어

는 다른 언어환경에서 다른 품사로 쓰일 수도 있다.바꾸어 말하면,한 단어

가 두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품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34)

(7)这个门没有 。35)

(7a)이 문에는 자물쇠가 없다.

(7b)이 문은 잠겨 있지 않다.

33)宋彦云，｢现代汉语歧义研究｣，西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2007,p.33.

34)陳阿寶는 다음과 같이 兼类词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同一个词，在某个语境中，具有某一类词的

特点，在另外一个语境中，又有另一个类同的特点我们就说，这个词属两类。)陳阿寶, 現代漢語

槪論 ,p.17.

35)宫维俊，｢现代汉语歧义研究及其在对外汉语教学中的应用｣，山东大学 硕士学位论文，2010,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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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에서 ‘’가 ‘자물쇠’라는 의미의 명사로 쓰 다면 이 문장은 (7a)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만약 문(7)에서 ‘’가 ‘잠기다’라는 의미의 동사로 쓰 다면 이 문장은 (7b)

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8)原來他是一名运动員。36)

(8a)그는 처음에는 운동선수 다.

(8b)그는 알고 보니 운동선수 다.

만약 문(8)에서 ‘原来’가 ‘처음’이라는 의미의 시간명사로 쓰 다면 이 문장은

(8a)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원래 그 사람은 운동선수 는데 지 은 그만두어서

운동선수가 아니다.

만약 문(8)에서 ‘原来’가 ‘알고 보니’라는 의미의 부사로 쓰 다면 이 문장은

(8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처음에는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몰랐는

데 알고 보니 운동선수 다.즉 새로 깨달았다는 느낌도 있는 것이다.

나)多義詞

하나의 단어의 뜻이 두 가지 는 두 가지 이상으로 나타난다.이런 단어를 多

義詞라고 하는데 한 문장 안에 다의사의 출 으로 重義 상이 생길 수도 있다.

(9) 王已经走了一个多 时了。37)

(9a)샤오왕은 이미 한 시간 동안을 걸었다

(9b)샤오왕이 떠난 지 이미 한 시간이 되었다.

 現代漢語詞典 에 나와있는 ‘走’의 뜻은 11가지이다.38) 문(9)의 ‘走’가 ‘걷다’라

36)宫维俊，｢现代汉语歧义研究及其在对外汉语教学中的应用｣，山东大学 硕士学位论文，2010，p.20.

37)宫维俊，｢现代汉语歧义研究及其在对外汉语教学中的应用｣，山东大学 硕士学位论文，2010，p.20.

38)走：1.人或鸟的脚交互向前移动(사람 는 새가 다리를 교차하여 방으로 이동함.)；2.跑(달리기)；3.

（车或船等）运行；移动；挪动;((자동차나 배 등)이 운행함.이동함.옮김)4.趋向;呈现某种趋势;(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다)5.离 ，去(떠나다,가다.);6.指人死(婉辞)(사람이 죽다)；7.(亲友之间)来往((친척과

친구사이)왕래하다)；8.通过(통과하다)；9.漏出，泄露( 출되다.새다)；10.改变或失去原样(원래의 모습

을 잃거나 변하다);11.姓(성씨의 하나)。 現代漢語詞典 ，第5版，北京：商務印書館，2005，p.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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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뜻의 동사로 쓰이면 이 문장은 (9a)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문(9)의 ‘走’가

‘떠나다’라는 뜻의 동사로 쓰이면 이 문장은 (9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0)这个人不能说话。39)(이 사람은 말을 못 한다.)

(10a)이 사람은 (병 때문에)말을 할 수 없다.

(10b)이 사람은 (치료 이라서, 는 어떤 환경 때문에)말을 하면 안 된다.

(10c)이 사람은 (언어표 이 서툴러서)말을 할 수 없다.

 現代漢語八百詞 에 나와있는 ‘能’의 사 인 뜻은 4가지다.40) 문(10)의

‘能’이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10a)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그리고

문(10)의 ‘能’이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이 문장은 (10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한 문(10)의 ‘能’이 ‘능숙하다/재능이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면 이 문장은 (10c)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다)多音詞

 現代漢語詞典 에서는 두개 혹은 두개 이상의 발음을 가지는 단어도 있다.발

음이 다르면 뜻이 바 게 된다.따라서 품사도 바 는 경우가 많다.이런 단어를

多音词라고도 한다.

(11)这个人好说话。41)

(11a)好(hǎo)이 사람은 어떤 요구든지 잘 들어 다.

(11b)好(hào)이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한다.

 現代漢語詞典 에서 ‘好’는 /hǎo/와 /hào/두 가지로 발음한다. 문(11)에서

‘好’를 3성으로 읽고, 동사 앞의 형어로 쓰 을 때는 ‘쉽다’라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다.그래서 이 문장은 (11a)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문(11)에서 ‘好’를

39)宋彦云，｢现代汉语歧义研究｣，西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2007,p.34.

40)能：1.以表示有能力做某事(어떤 일을 하는 데에 능력이 있음을 표시함.).2.表示善于做某事(어

떤 일을 하는 것이 능숙함을 표시함.).3.表示有某种用途(어떠한 용도가 있음을 표시함.).4.表

示有可能(가능함을 표시함.).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2007,p.415.

41)宫维俊，｢现代汉语歧义研究及其在对外汉语教学中的应用｣，山东大学硕士学位论文，2010,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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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으로 읽으면,‘좋아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그래서 이 문장

은 (11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2)他还欠款800元。42)

(12a)还(hái)그는 아직 800원의 빚이 있다.

(12b)还(huán)그는 800원의 빚을 갚았다.

 現代漢語詞典 에서 ‘还’는 /hái/나 /huán/의 두 가지로 발음한다. 문(12)의

‘还’을 /hái/으로 읽고, 부사로 쓰일 때는 ‘아직’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장은 (12a)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문(12)의 ‘还’을 /huán/으로 읽

으면,‘돌려주다’라는 뜻의 동사로 해석할 수 있다.그래서 이 문장은 (12b)와 같

이 해석할 수 있다.

라)同音同形異义

(13)麦克：你觉得我的汉语说得怎么样？43)

田芳：马马虎虎。

麦克：‘马马虎虎’是什么意思？

田芳：就是不好也不坏，中国人一听就知道你是 外。

(13)마이클：내가 말하는 국어를 어떻게 생각해?

톈팡 :(13a)그 그 네.

(13b) 충 하는 것 같아.

마이클：‘马马虎虎’가 무슨 뜻이야?

톈팡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는 뜻이야.

(13c) 국사람들이 들으면 네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방 알겠다.

(13d) 국사람들이 들으면 네가 보자라는 것을 방 알겠다.

42)宫维俊，｢现代汉语歧义研究及其在对外汉语教学中的应用｣，山东大学硕士学位论文，2010,p.20.

43)于晓日，｢现代汉语歧义句在留学生中的使用 查｣, 现代语文 ，2011.12,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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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3)에서 첫 번째의 ‘马马虎虎’는 국어사 44)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

하고 있다.

따라서 톈팡의 답은 사 의 첫 번째 의미로 해석하면1.마이클은 제멋 로

국어를 말하며 진지하지 않다,2.마이클의 국어 수 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뜻이 된다.그래서 만약 태도라는 측면으로 해석한다면 톈팡의 답은 (13a)와

같이 해석되며,만약 수 이라는 측면으로 해석한다면 톈팡의 답은 (13b)와 같

이 해석할 수 있다.

문(13) 에서 두 번째로 의를 나타내는 단어는 ‘外’이다.45) 現代漢語詞

典 에서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따라서 톈팡의 두 번째 답인 문

(13)에서 ‘外’를 ‘보자’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톈팡의 답은 (13c)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한 문(13)에서 ‘外’를 ‘외국인’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톈팡의 답은 (13d)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14)他在山上看杜鹃。46)

(14a)그는 산에서 두견새를 본다.

(14b)그는 산에서 진달래를 본다.

문(14) 의 ‘杜鹃’47)은  現代漢語詞典 에 두 가지의 해석이 있다.산속에는

‘杜鹃’이라는 새가 있으며, 한 ‘映山红’이라는 꽃이 있다.따라서 문(14)‘他在

山上看杜鹃。’에서 ‘杜鹃’이 만약 새를 가리킨다면 이 문장은 (14a)와 같이 해석

할 수 있으며, 문(14)‘他在山上看杜鹃。’에서 ‘杜鹃’이 꽃을 가리킨다면 이 문

장은 (14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44)马马虎虎:1.勉强;凑合 .(1.부족하다.아쉬운 로 지내다.).2.草率;敷衍;疏忽大意;不细心;随随

便便.(경솔하다.소홀하다.부주의하다. 충하다.). 現代漢語詞典  第5版，北京：商務印書館，

2005，pp.908～909.

45) 外:1.外行.( 보자.).2.外国人.(외국인). 現代漢語詞典  第5版，北京：商務印書館，2005，

p.821.

46)赵颖，｢现代汉语歧义研究新探｣，黑龙江大学硕士学位论文，2007,p.26.

47)杜鹃：1.鸟，身体黑灰色，尾巴有点斑点，腹部有黑色横纹.(조류:몸은 흑회색이고,꼬리에 작은

반 이 있으며,배 부분에 흑색의 가로무늬가 있다 )2.一种植物，映山红.(식물의 일종 산

홍). 现代汉语词典  第5版，北京：商务印书馆，2005p.338.



- 16 -

(15)我要去买红花。48)

(15a)나는 홍화를 사러 간다.(빨간 꽃)

(15b)나는 홍화를 사러 간다.(홍화라는 약 )

문(15) 의 ‘红花’는  現代漢語詞典 에 1.빨간 꽃.2.홍화라는 약 .라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다.‘红花’라는 꽃이 있으며, 한 ‘红花’라는 약 가 있기 때

문에 문(15)‘我要去买红花。’에서 ‘红花’가 만약 빨간 꽃을 가리킨다면,이 문

장은 (15a)와 같이 해석할 수 있으며, 문(15)‘我要去买红花。’에서 ‘红花’가 홍

화라는 약 를 가리킨다면 이 문장은 (15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3)语义 측면

蔡国妹는 “어의구조 의는 일종의 조합 의인데, 의의 내부에는 반드시 두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실사로 구성된 의구조구성과 어의배합 계가 있어

야 한다.49)”라고 설명하고 있다 어의구조 계는 문장 단어와 객 사물의

계를 가리키고,단어는 문장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계로 를 들어 施事,受

事 계와 같은 것이다.

가)施受關係의 不明確性

(16)这个人连村长都不认识。50)

(16a)이 사람은 장조차도 모른다.

(16b) 장조차도 이 사람을 모른다.

문(16) 에서 장은 동사의 施事도 될 수 있고,동사의 受事도 될 수 있다.

그래서 重义 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문(16)에서 장이 施事로 쓰 다면 이

48)赵颖，｢现代汉语歧义研究新探｣，黑龙江大学硕士学位论文，2007,p.26.

49)语义结构歧义是一种组合歧义，歧义的内部必须具有两种或两种以上由实词构成的歧义结构框架和语义

搭配关系。蔡国妹，｢汉语语义结构歧义研究｣，福建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2002,p.4.

50)宋彦云,｢现代汉语歧义研究｣,西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2007,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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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은 (16a)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문(16)에서 장이 受事로 쓰 다면 이

문장은 (16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나)所有關係의 不明確性

(17)英雄行为值得大家学习。51)

(17a)(어떤) 웅의 (어떤)행 는 모두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17b) 웅행 는 모두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

문(17)에서 英雄行为는 소속 계를 나타낼 수 있고,그 지 않을 수도 있다.

만약 소유 계를 나타내면 이 문장은 (17a)와 같이 ‘어떤 웅,혹은 어떤 웅의

행 는 모두가 배울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만약 소유 계를

나타내지 않으면,이 문장은 (17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즉 어떤 행 를 하는

사람이 꼭 웅인 것이 아니라 어떤 행 에서 품격을 마치 웅처럼 하는 행

를 나타낼 때도 있다.

(18) 张的毛衣织得好。52)

(18a) 张의 이 스웨터는 잘 짜여져 있다.

(18b) 张은 스웨터를 짜는 솜씨가 좋다.

‘张’과 ‘毛衣’는 소유 계를 나타낼 수 있고,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만약

문(18)이 소유 계를 나타내면 (18a)와 같이 ‘张의 이 스웨터는 잘 짜여져 있

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만약 문(18)에서 ‘张’과 ‘毛衣’가 소유 계를

나타내지 않고 일반 묘사 계를 나타낸다면 문장은 (18b)와 같이 ‘张은 스

웨터를 짜는 솜씨가 좋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指稱關係의 不明確性

51)文练․允贻의  歧义问题  의 ‘歧义种种’소 에서 2개의 문을 통하여 소유 계불명확성으

로 인해 重义 상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 다.p.39.

52)宋彦云，｢现代汉语歧义研究｣，西北師範大學硕士学位论文，2007，p.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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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我们分别以后，曾经见过两次面。记得当时他还在农村，后来才 上大学。

(우리 헤어진 후에 두번 본 이 있다.그 때 그는 농 에 있었고,그 다음에

학교에 합격했다고 기억한다.)

문(19) 의 ‘當时’는 첫 번째 만났을 때를 이야기한 것인지,두 번째 만났을

때를 이야기한 것인지,‘后来’는 두 번째 만났을 때를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말

했을 때를 이야기한 것인지 이런 것은 모두 독자들이 추측해야 하는 것이다.

(20)今天，在全厂大会上，厂领导又表扬了自己，但是自己还要继续努力。53)

(20a)오늘,공장의 체회의에서,공장 지도자가 (화자)자신을 칭찬했지

만,(화자)자신도 계속 열심히 해야 한다.

(20b)오늘,공장의 체회의에서,공장 지도자가 (지도자)자신을 칭찬했

지만,(지도자)자신도 계속 열심히 해야 한다.

문(20)의 ‘自己’는 지도자와 화자 자신 두 상을 모두 가리킬 수 있다.이

문은 문장 의 ‘自己’의 지칭하는 모호성 때문에 重义 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문(20)에서 만약 ‘自己’가 화자 자신을 가리키면,(20a)와 같이 해석할 수 있고,

만약 ‘自己’가 지도자 자신을 가리키면,(20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라)语义指向의 不明確性

(21)我在屋顶上发现了 王。54)

(21a)나는 옥상에서 샤오왕을 발견했다.

(21b)나는 옥상에 있는 샤오왕을 발견했다.

문(21)과 같이 부사어 ‘在屋顶上’이 나타내는 어의가 가리키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重义 상이 일어난다.만약에,장소부사어가 나를 가리키면,이 문장은

53)文练․允贻, 歧义问题 ,哈爾濱,黑龍江人民出版社，1985,p.52.

54)宋彦云，｢现代汉语歧义研究｣，西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2007,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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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a)와 같이 “내가 옥상에서 王을 발견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그리고 만약

장소부사어가 王을 가리키면,이 문장은 (21b)와 같이 ‘나는 옥상에 있는 王

을 발견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22)许金良打儿子打肿了手。55)

(22a)许金良이 아들을 때려서 (아들의)손이 부었다.

(22b)许金良이 아들을 때려서 (자신의)손이 부었다.

보어가 표시하는 의미가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重义 상이 일어난다.

문(22)에서 보어 ‘打肿了手’는 许金良을 가리킬 수도 있으며,아들을 가리킬 수

도 있다.따라서 만약 보어 ‘打肿了手’가 许金良을 가리킨다면 (22a)와 같이 해석

할 수 있다.만약 보어 ‘打肿了手’가 아들을 가리킨다면 (22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23)今天我没有带他去游泳56)

(23a)나는 오늘 수 하러 가는 데에 그를 데리고 가지 않았다.

(23b)나는 오늘 그를 데리고 수 을 하러 가지 않았다.

부정사가 나타나는 의미가 가리키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重义 상이 일어난

다.만약 부정사 ‘没有’가 ‘他’를 가리키면 이 문장은 (23a)와 같이 해석할 수 있

으며,‘没有’가 체목 어를 가리키면 이 문장은 (23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24) 张有一个女儿很骄傲。57)

(24a) 张에게는 거만한 딸이 한 명 있다.

(24b) 张에게는 딸이 한 명 있어서 자랑스럽다.

문(24)에서 ‘很骄傲’은 ‘女儿’의 상태를 표 할 수도 있고 ‘张’의 상태를 표

55)宋彦云，｢现代汉语歧义研究｣，西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2007,p.40.

56)宋彦云，｢现代汉语歧义研究｣，西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2007,p.40.

57)宋彦云，｢现代汉语歧义研究｣，西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2007,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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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도 있다.‘很骄傲’이 ‘女儿’의 상태를 표 하면 이 문장은 (24a)와 같이 해

석할 수 있고,‘很骄傲’이 ‘张’의 상태를 표 하면 이 문장은 (24b)와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4)構造 측면

가)계층구조의 차이

(25)两个单位的领导参加了此次会议。58)

(25a)两个单位的领导参加了此次会议。

(25b)两个单位的领导参加了此次会议

이 문장의 주어는 ‘两个单位的领导’로,만약 ‘两个单位’가 ‘领导’의 형어가 되

면 이 문장은 (25a)‘두 회사의 리더가 이번 회의에 참가하 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两个’가 ‘单位’의 형어가 되면,이 문장은 (25b)‘회사의 리더

2명이 이번 회의에 참가하 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와 같이 문장의 해석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즉 두 문장의 구조 계는

같고,모두 수식구조이지만,구조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에도 차이가 있다.

(26)我们三个一组，你们两个一组。59)

(26a)我们三个一组，你们两个一组。

(26b)我们三个一组，你们两个一组。

문(26)은 동일구조의 두 개의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첫 번째 은

‘我们’과 ‘三个’와 ‘一组’의 세 개의 語句로 구성되어 있다.만약 ‘我们’과 ‘三个’의

58) 문(25)의 층차분석은 원문을 그 로 引用하 음.宫维俊，｢现代汉语歧义研究及其在对外汉语

教学中的应用｣，山东大学硕士学位论文，2010,p.15

59)金智慧，｢歧义现象의 국어 교육 활용 방안 研究｣,慶熙大学校硕士学位论文，2011,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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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어만을 조합하면 ‘我们三个一组’은 同位 계가 된다.따라서 이 문장은

(26a)‘우리는 세 명이 한 조다. 희들은 두 명이 한 조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

다.그러나 ‘三个’와 ‘一组’의 두 단어만을 조합하면 ‘我们三个一组’는 주술 계가

된다.따라서 이 문장은 (26b)‘우리들은 세 명씩 한 조다. 희들은 두 명씩 한

조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나)단어결합 구조

단어와 단어가 조합될 때 구조의 계층차이로 인해 重義 상이 발생할 수 있다.

(27)领导群众要注意些什么，文件上面写得清清楚楚。

(27a)领导群众要注意些什么，文件上面写得清清楚楚。

(27b)领导群众要注意些什么，文件上面写得清清楚楚。

의 문은,구조가 표면 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지만,‘领导群众’은 두 가지

계층으로 분석될 수 있다.‘领导’와 ‘群众’을 명사가 조합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면

두 단어는 병렬 계에 있다.따라서 이 문장은 (27a)‘민 과 지도자가 무엇을 주

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문서에 분명하게 있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그

러나 ‘领导’는 동사이고,‘群众’은 목 어로 구성된 動目구조로 분석한다면 이 문

장은 (27b)‘민 을 지도할 때에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문서에 분명

하게 있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5)話用 측면

重義유형 연구는 주로 어법 인 측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어의 인 측

면에서도 설명되어졌으나 화용 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상당히 미진하다 하겠다.

다만 项成东의 설명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언어환경 에서 다른 해석이 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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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고,언어 이외의 행 와 언어 이외의 힘을 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60)

이런 상을 ‘话用重義’라고 하는데,话用重義는 소극 重義와 극 重義의

두 가지로 구분한다.소극 重義는 일반 으로 국가와 지역의 특수한 문화가 다

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배경지식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아래의 문을 통하여 소극 重義의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28)甲：你有  时间简史 吗？61)

(28a)甲 : ｢时间简史｣책이 있냐?

(28b)甲 : 똥 주울 시간 있냐?

乙：神经病，我有时间也不捡屎！

乙 : 미쳤니?시간이 있어도 똥은 안 지!

이 문장 에서,즉 乙은 时间简史 라는 책을 알지 못해서 甲의 생각에 해

오해를 하게 된 것이다.

만약,서면어에서라면 겹꺾쇠표 표시 ‘  ’를 하기 때문에 이 게 하면 오해가

생길 수 없다.그러나 회화에서는 만약 乙이  时间简史 이라는 책을 모르는 경우

게다가 화자가 말할 때에 띄어쓰기도 없고 강세도 두지 않는 경우에,nǐyǒu  

shíjinjiǎnshǐ  ma?의 의미는 (28b)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그래서 乙의

답은,“ 미쳤니?시간은 있어도 똥은 안 지!”가 된다.하지만,사실 화자의

뜻은 甲이 乙에게  时间简史 이라는 책이 있는지 묻는 것이다.따라서 이 문장은

(28a)와 같이 해석될 수 있다.

한 외국인이 국의 한 소녀에게 쁘다고 칭찬하 다. 국 소녀가 겸손하게

“哪里哪里”62)라고 말하 다.외국인이 당황하여 곧바로 답하 다.“머리부터 발

끝까지 부다 뻐요.”

60) 项成东对语用歧义的定义，即某一话语在特色语境中可能产生不同的理解，传达数语 外的行为或

外之力的现象。项成东，｢歧义的语用研究｣， 外语教学  第4期 2002.p.25.

61)吴玉婷，｢汉语语用歧义研究｣，天津大学文法学院硕士学位论文，2012,p.8.

62)吴玉婷，｢汉语语用歧义研究｣，天津大学文法学院硕士学位论文，2012,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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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哪里哪里。63)

(29a)어디요?

(29b)천만에요./아니에요.

원래 哪里는 국어로 ‘어디’라는 뜻이지만 “哪里哪里。”는 용 인 표 으로,

칭찬받았을 때 답하는 말로 사용된다.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디’라는 뜻으로 사

용된 것이 아니다.

다음의 문을 통하여 극 의의 실례를 살펴보도록 하자.

(31)买家具 家具。64)

(31a)이 가구를 구입하시면 다른 가구도 무료로 드립니다.

(31b)이 가구를 구입하시면 고객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배송해 드립니다.

원래 은 ‘선물을 주다’와 ‘보내다’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문(31)

의 고문구를 보는 고객은 (31a)의 뜻으로 생각하고 가게를 찾아온다.그러나,

가게에서는 (31b)의 뜻으로 설명할 수 있다.따라서 가게의 입장에서는 이 고

문구를 보고 오해하고 찾아온 고객들을 상 로 그들이 원하는 목 을 달성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고, 화와 드라마,소설, 본 에 나타나는 话用重义 상은,완곡하게 함

축된 표 을 통해서 극 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重義 상은 매우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런 重義 상에 하여 3장에서는 實例를 통해 실제로 나타나는 상과

그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63)吳玉婷，｢漢語語用歧義研究｣，天津大學文法學院碩士學位論文，2012,p.8.

64)吳玉婷，｢漢語語用歧義研究｣，天津大學文法學院碩士學位論文，2012,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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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重義 상의 分析

1.重義 상의 分析

본 장에서는 한국에서 재 사용되는 국어 교재에 출 하는 문장을 분석하

여 2장에서 논의한 重義 상의 원인을 검증하고 그 해결방법을 모색해 보려 한

다. 국어 학습에 사용되고 있는 교재들의 문을 분석해 본 결과,어음,어휘,

어의,화용 인 원인으로 인한 重義 상은 발견할 수 있었지만 구조 인 요인으

로 나타나는 경우는 발견할 수 없었다.

1.语音 重義 상

1)语 와 语氣

어조（intonation）65)는 말투이고,문장에 있는 성조(pitch)의 고 ,억양의 배

합과 변화를 말한다.

어기66)는 말을 하는 사람의 어떤 행 나 일에 한 생각과 태도를 말한다.

 한어구어 에 나온 다음의 문을 보자.

(1)已经上课了。67)

已经上课了？

已经上课了！

(6a)이미 수업이 시작 다.

(6b)이미 수업이 시작 어?

(6c)이미 수업이 시작 어!

‘已经上课了’는 어기와 억양 문제로 인해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동일한

65)语 (intonation)，即说话的腔 ，就是一句话里声 (pitch)高低抑扬轻重的配制和变化。    

百度百科，http://baike.baidu.com/view/537729.htm?fr=aladdin.

66)语气：语 学术语，表示说话人对某一行为或事情的看法和 度。百度百科,

http://baike.baidu.com/view/537761.htm

67)戴桂芙․刘立新․李海燕  국어뱅크스쿨 한어구어 ,동양books제3권,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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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이라도 첫 번째의 문장과 같이 문장의 끝 어조를 소리변화 없이 말하면 (6a)

와 같이 해석되어 진술문의 의미가 된다.두 번째의 문장과 같이 문장의 끝을 올

려 말하면 (6b)와 같이 해석되어 의문문의 의미가 된다.세 번째의 문장과 같이

문장의 끝을 강조하여 말하면 (6c)와 같이 해석되어 감탄문의 의미가 된다.

 한어구어 에 나온 다음 문을 살펴보자.

(2)王丽丽：景民，我们想去剪发。

王丽丽：경민아!우리 머리 자르러 가고 싶은데.

金景民：你们两个人头发都不长，剪什么头发呀！68)

金景民：(2a) 희 둘 머리가 길지 않은데 왜 머리를 자르려는 거야?

(2b) 희 둘 머리가 길지 않아.어떤 헤어스타일로 자를 거야?

문(2)에서 ‘剪什麽头发呀’에 만약 문장 끝의 어조를 내려서 말하면,이 문장은

(2a)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만약 문장 끝의 어조를 올려서 말하면 이 문장은

(2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장의 어조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이것

은 어조로 인한 重义 상이다.그러므로 국어 교육자들은 학습자들에게 어조로

인한 重义 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특히 어조의 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문(2)‘剪什麽頭髮呀’라는 문장에서 重义 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서면어

에서 단어 는 句를 补充하거나 補充설명을 하면 된다.

만약 어떤 헤어스타일로 자르고 싶은지를 묻는 경우,‘剪’의 앞에 조동사 ‘想’을

보충하면，‘想’은 사람의 의향을 나타낸다.따라서 ‘你们想剪什麽頭髮?’라고 물으

면 된다.만약 자르지 말라고 말하고 싶은 경우,‘剪什么頭髮呀’  뒤에‘你们頭

髮都不长。’을 보충하여‘剪什麽頭髮呀?你们頭髮都不长。’이라고 물으면 된다.

 다락원 국어회화 에 나온 다음 문을 보자.

68)戴桂芙․刘立新․李海燕  국어뱅크스쿨 한어구어 ,동양books제3권,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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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这件事你不知道吗？

(3A) 이 일 모르니?

(3B)知道什么？69)

(3Ba)뭘 알아?

(3Bb)알긴 뭘 알아?

(3B)의 문장 에 ‘知道什麽？’를 소리를 길게 하면서 살짝 올려 읽으면,이 문

장은 (3Ba)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만약 억양을 내려서 읽는다면,이 문

장은 (3B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화내용으로 보아 두 문장은 모두 어의에

부합한다.그러므로 문장의 語氣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

다.이것은 語氣로 인한 重义 상이다.

(3B)‘知道什麽?’라는 문장에서 重义 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조 더 구체

인 补充说明을 사용하면 된다.

만약 그 일에 해 알고 싶은지를 묻는 경우,“你说的那件事是什麽?”라고 물으

면 된다.만약 모른다고 말해 주고 싶은 경우에는 “知道什麽?我不知道。”라고

하면 된다.

는 회화에서는 해당 부분에 강세를 두면 重义 상을 해결할 수 있다.

(3B)의 문장 ‘知道什麽？’에서 ‘知道’에 강세를 두고 동사를 강조하여 읽으면,

‘알긴 뭘 알아?’라는 뜻을 나타내며,(3B)의 문장 ‘知道什麽？’에서 ‘什麽？’에

강세를 두고 읽으면,‘뭘 알아?’라는 뜻이 된다.

(4)你笑什么?

(4a) 무엇 때문에 웃니?

(4b) 왜 웃니?(웃지 마라)

문(4)는 동사+什麽의 유형으로,語氣에 따라 의미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

다.

69)宋樂永, 국어회화 에서 으로 ,다락원,2010,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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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你笑什麽’를 소리를 길게 하면서 살짝 올려 읽으면 이 문장은 (4a)와 같이 해

석할 수 있다.그러나 만약 억양을 내려 읽는다면,이 문장은 (4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화내용으로 보아 두 문장은 모두 어의에 부합한다.그러므로 문장의

語氣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이것은 語氣로 인한 重义

상이다.

書面語에서 단어를 바꾸거나,어순을 조정하거나,언어환경을 보충해 주면 된

다.

만약 그 웃는 이유를 알고싶은 경우 ‘什麽’를 ‘为什麽’로 바꾸어 즉 ‘你为什麽

笑?’라고 물으면 된다.

만약 웃는 것에 해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你笑什麽’의 뒤에 ‘别笑了’를 보충

하여 ‘你笑什麽?别笑了。’라고 하면 된다.

는 회화에서 강세를 두어 읽으면 重義 상을 해결할 수 있다.즉 ‘什麽’에 강

세를 두고 읽으면 동사의 목 어 상에 을 두는 의미가 되고,동사 笑에 강

세를 두고 읽으면 화자가 웃는 동작이 불만이나 책망의 의미를 가지게 한다는

의미가 된다.

(5A)你不是已经结婚了吗?70)

(5a)당신 결혼한거 아니었어요?

(5B) 结婚了？

(5Ba) 가 결혼 했니?

(5Bb) 가 결혼 했다고 그래?!(결혼 못했다.)

(5B)형식은 단지 일반 인 질문이다.그러나 실제로 답하는 사람의 답의

의도는 반문구이며, 정 인 답을 듣고 싶어서 반문하는 것이다.그러나 답

하는 사람의 의도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일반 인 질문이라면 답하는

사람의 의도는 (5Ba)와 같이 해석되며,만약 반문구라면 답하는 사람의 의도는

(5Bb)와 같이 해석된다.

그래서 문장이 말투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이

70)宋樂永, 국어회화 에서 으로 ,다락원,2010,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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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어조로 인한 重義 상이다.

(5B)‘结婚了？’라는 문장에서 重義 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書面語에서

조 더 구체 인 补充说明을 사용하면 된다.

만약 가 결혼했는지 알고 싶은 경우,‘结婚了？’의 앞에 확실한 의문을 나

타낼 수 있는 단어인 ‘你说’를 보충하면 즉 ‘你说 结婚了?’라고 물으면 된다.

만약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고 표 하고 싶고 한,그 질문에 한 반감을 표

시하고 싶은 경우 ‘结婚了？’의 뒤에 ‘我还没结婚。’을 보충하면 확실히 결혼하

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되며,‘结婚了?我没还结婚。’라고 답하면

된다.

 국어뱅크스쿨 한어구어 ,에 나온 다음의 문을 보자.

(6)除了你， 还没吃过烤鸭呢?71)

(6a) 말고 가 아직 오리구이를 먹어보지 않았니?

(6b) 말고 아직 오리구이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6a)형식은 단지 일반 인 질문이다.단순하게 질문하는 것이고,아직 오리구

이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구인지를 묻고 싶으면 (6a)와 같이 해석할 수 있

다.그러나,만약 어조를 내려서 읽는다면 상 방의 말에 하여 반감을 표 하

거나 비웃는 어감을 나타내며,당연히 모두가 오리구이를 먹어본 이 있다고 표

하고 싶으면 이 문장은 (6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화내용으로 보아 두 문

장은 모두 어의에 부합한다.그러므로 문장의 語氣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두 가

지로 나타날 수 있다.이것은 語氣로 인한 重义 상이다.

문장 에 나타나는 重義 상은 반어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다.그러

나 반어문에서 모두 重義 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반어문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형식이 있다.是非형식 반어문,特指형식의 반어문,正反형식의 반어문

이 그것이다.이 세 가지의 반어문 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重义 상은 두 번

71) 戴桂芙․刘立新․李海燕  국어뱅크스쿨 한어구어 ,동양books제3권,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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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형식인 특지형식의 반어문이다.

어기의 불명확성과 반어문으로 생기는 重義 상은 의 口语에서는 강세를 두

는 방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书面语에서는 구체 인 언어 환경을 설정하거

나 필요한 단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2)强勢

강세로 인한 重义 상은 주로 书面语에서 나타나는데,강세는 문장에서 강하게

읽으면 뜻을 강조하거나 돌출시키는 작용을 한다.즉 동일한 문장이라고 강세을

달리 사용하면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이런 상은 話 가 강세을

확실하게 읽지 않거나 는 확실하게 악하고 있지 못했을 경우 무 긴장하여

말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한어구어 에 나온 다음의 문을 보자.

(7)他又来了。(不是你来，也不是我来)72)

他又来了。(不是第一次来)

他又来了。(不是去了，不是走了)

(7a)그가 왔다.(네가 온 것도 아니고,내가 온 것도 아니다.)

(7b)그는 왔다.(처음으로 온 것이 아니다.)

(7c)그는 왔다.(간 것도 아니고,떠난 것도 아니다.)

(8)我是学生。(不是别人)73)

我是学生。(肯定)

我是学生。(不是 师)

(8a)나는 학생이다.(다른 사람이 아닌 나다.)

(8b)나는 학생이다.( 정의 의미.)

72) 戴桂芙․刘立新․李海燕  국어뱅크스쿨 한어구어 ,동양books제3권,p.46.

73) 戴桂芙․刘立新․李海燕  국어뱅크스쿨 한어구어 ,동양books제3권,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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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c)나는 학생이다.(나는 선생이 아니다.)

문(7)‘他又来了’에서 ‘他’라는 자에 강세를 넣어 말하면 (8a)의 의미가 되

며,‘又’에 강세를 넣어 말하면 (8b)의 의미가 되며,‘来’에 강세를 넣어 말하면

(8c)의 의미가 된다.

문(8)‘我是学生。’에서 ‘我’라는 자에 강세를 넣어 말하면 (8a)의 의미가 되

며,‘是’에 강세를 넣어 말하면 (8b)의 의미가 된다.그리고 ‘学生’에 강세를 넣어

말하면 (8c)의 의미가 된다.

문장은 문장구조가 모두 같은데,강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몇 가지 다

른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필자가 검토한 한국에서 출간된

국어 교재 에서 강세부분에 해 자세히 설명한 것을 찾기 어려웠다.

2.語彙 重義 상

어휘를 정확하게 숙달하지 않으면 이는 언어학습의 향상을 해하는 요한

원인이 된다.언어학자 조지 W. 킨스(GeorgeW.Wilkins)는  언어교육 속의

언어학(LinguisticsinLanguageTeaching) 에서 “발음과 문법이 없더라도 약간

의 정보는 달할 수 있다.그러나 어휘가 없다면 어떠한 정보도 달할 수 없

다.”고 말했다.74)언어학습에서 어휘학습이 얼마나 요한지 알 수 있다.일부 발

음교육의 단계를 제외하고는 거의 부분의 수업이 어휘학습을 기 로 진행된다.

그러므로 어휘숙달은 어휘량을 정복하는 것 외에도 단어의 특수한 성질에 주의

를 기울여야 한다.그래야 실제 교류에서 어휘를 제 로 응용할 수 있다.

이 외에 語彙 重義 상은 언어환경의 한계가 결핍되거나 언어환경의 한계가

긴 하지 않아서 생겨난 것이다.그러므로 语境法를 자주 쓰는 것은 의성을 해

결하는 단히 효과 인 방법 하나이다.그러므로 우리는 語彙 重義句를 일

정한 语境의 일부로 볼 수 있다.

74) 语 学家 金斯（George W.Wilkins）在 语 教学中的语 学(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里说：“如果没有语音和语法，还可以传达一点点信息；但是如果没有词汇，那就不能传

达任何信息(Withoutgrammarverylittlecanbeconveyed,withoutvocabularynothingcan

beconveyed),TheMITPress,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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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필요한 앞뒤의 문장이나 상황을 보충하거나 단어 첨가,어순 교체 등의 방

식을 통해 의 문맥을 조정하고 의성이 발생하기 쉬운 내용에 해 효과 으

로 제한,구속한다면 의성의 발생을 피할 수 있다.

1)多义词

 국어회화 초 편 에 나  다  문  보자.

(9) 他走了半天了。75)

(9a)그는 한참을 걸어갔다.

(9b)그는 떠난 지 한참이 되었다.

‘走’는 现代汉语词典 에 10가지의 뜻풀이가 있다76).그 의 두 가지를 보면,

즉 1.‘걷다.’2.‘떠나다.’라고 풀이되어 있는데 이런 뜻이 이 문장의 해석과

련되어 있다.만약,1.‘걷다.’라는 뜻으로 표 하면 이 문장은 (9a)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그리고 2.‘떠나다.’라는 뜻으로 표 하면 이 문장은 (9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문(9)“他走了半天了”는 ‘走’의 다의성으로 인하여 重義 상이 나타난다.이것

은 一词多义로 인한 重义 상이다.

문(9)“他走了半天了”라는 문장에서 重义 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替换

法 혹은 加词法를 사용하면 된다.만약 그는 떠난지 한참이 되었다라는 뜻을 표

하고 싶은 경우,‘走’를 ‘離 ’으로 바꾸어서 “他離 了半天了”라고 말하면 된

다.만약 그는 한참을 걸어갔다라는 뜻을 표 하고 싶은 경우,‘走’앞에 ‘走路’를

추가하여 ‘他走路走了半天了’라고 말하면 된다.

한 앞 뒤 문장보충(上下文补充)을 통해서 重義를 해결할 수 있다.

문(9)“他走了半天了”의 앞에 언어환경을 추가하면 즉 ‘A：他在吗？ B：早就

走了，他走了半天了’,그 다면 ‘他走了半天了’라는 이 문장은 확실히 ‘그는 떠난

지 한참이 되었다’라는 뜻이 된다.‘他走了半天了’의 뒤에 ‘现在该休息一下儿了’을

75)宋樂永, 국어회화 편 ,다락원,2011,p.77.

76) 現代漢語詞典  第5版，北京,商務印書館，2005,p.1816.앞의 2장의 p.16에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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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하면,‘他走了半天了，现在该休息一下儿了’라는 이 문장은 확실히 ‘그는 한참

을 걸어갔다’라는 뜻이 된다.

 국어실력향상편 에 나온 다음의 문을 보자.

(10)啊呀，没有盐了， 王你跑一趟，买一包盐来。77)

(10a)어머!소 이 떨어졌네.라오왕아,뛰어가서 소 한 지 사 와!

(10b)어머!소 이 떨어졌네.라오왕아,니가 알아서 소 한 지 사 와!

‘跑’는 ｢现代汉语词典｣에 6가지의 뜻풀이가 있다78).

그 의 두 가지,즉 1.‘신속하게 움직이다’,‘뛰다’2.‘(어떤 일을 해)뛰어다

니다’라고 풀이되어 있는데 이런 뜻이 이 문장의 해석과 련되어 있다.만약,

1.‘움직이다’라는 뜻으로 표 하면,이 문장은 (10a)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그

리고 2.‘떠나다’라는 뜻으로 표 하면 이 문장은 (10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문(10)의 ‘王你跑一趟，买一包盐来’는 문장 에 있는 ‘跑’라는 단어의 다의

성으로 인하여 체문장에 重义 상이 나타난다.이것은 語彙로 인한 重义 상이

다.만약 ‘王你跑一趟，买一包盐来’라는 문장에 重义 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

면 ‘단어나 앞뒤 문장을 보충’라는 방법을 통해서 重义 상을 해결할 수 있다.

문(10)의 ‘王你跑一趟，买一包盐来’문장 에 있는 ‘跑’의 앞에 ‘快点儿’을

추가하고,‘跑’의 뒤에 ‘着’를 추가한다면,‘王你快点儿跑着去买一包盐来’라는 문

장 에 있는 ‘跑’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확실하게 표 하게 된다.

만약 문 ‘王你跑一趟，买一包盐来’라는 문장 에 있는 ‘一趟’의 뒤에 ‘腿儿’라

는 단어를 추가한다면,‘王你跑一趟腿儿，买一包盐来’라는 이 문장 에 있는

‘跑’는 ‘임무를 맡고 실행한다’는 의미를 표 하게 된다.

77)馬箭飛․ 英霞․翟艶, 신공략 국어 국어실력향상편 ,다락원,2012,p.98.

78)跑：1.两只脚或四条腿迅速前行。(두 발 는 네 개가 다리로 신속하게 진행하다.신속하게 움

직이다.뛰다.)2. 走。(도망가다.)3.走。(가다.)4.为某种事务而奔走。((어떤 일을 해)뛰어

다니다.) 5.物体离 了应该在的位置。(물체가 원래의 치로부터 떨어져 있다.)6.液体因挥发

而耗损。(액체가 증발되어 소모되다.) 現代漢語詞典  第5版，北京,商務印書館，2005,p.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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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1 에 나  다  문  보자.

(11)妈妈去买菜｡79)

(11a)엄마는 먹을 것을 사러 간다.

(11b)엄마는 야채를 사러 간다.

 现代汉语词典 에서 ‘菜’80)라는 단어는,‘먹을 것’이라는 뜻과 ‘채소’라는 두 가

지 뜻을 가진다.이 두 가지의 뜻은 모두 이 문장의 어의에 배되지 않는다.따

라서 이 문장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买菜’에서 ‘菜’가 ‘먹을 것’이라는 의

미로 쓰인 경우,이 문장은 (11a)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买菜’에서 ‘菜’가 ‘채소’

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 이 문장은 (11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문(11)‘妈妈去买菜。’는 문장 에 있는 ‘买菜’라는 단어의 다의성으로 인하

여 체문장에 重义 상이 나타난 것이다.이것은 語彙로 인한 重义 상이다.만

약 ‘妈妈去买菜’라는 문장에 重义 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앞뒤 문장을 보충

하거나 구를 첨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重义 상을 해결할 수 있다.

문 ‘妈妈去买菜。’에서 만약 ‘菜’의 앞에 수식어 ‘新鲜的’를 추가하고，‘去’의

뒤에 한정할 수 있는 장소인 ‘场’을 추가하면,즉 ‘妈妈去 场买新鲜的蔬菜’라는

문장 에 있는 ‘菜’는 ‘야채’라는 뜻을 가리키고,‘妈妈去买菜’의 앞에 ‘妈妈今天不

想做菜’라는 문장을 첨가하고 ‘菜’의 앞에 ‘现成的’를 첨가하면 즉 ‘妈妈今天不想做

菜，去买现成的菜’라는 문장이 되고 여기에서 ‘菜’는 먹는 음식을 가리킨다.

 완성 국어2 에 나온 다음의 문을 보자.

王莉莉：我没有钱了，要去银行换钱。

金景民：这儿附近就有一个银行。

王莉莉：怎么走呢？离这儿近吗？

79)김 헌․왕혜경, 완성 국어1 ,시사 국어사,2013,p.125.

80) 現代漢語詞典  第5版，北京,商務印書館，2005,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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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景民：不远，到前边的十字路口向左拐就是。

(12)王莉莉：我没有钱了，要去银行换钱。81)

(12a)돈이 떨어져서 은행에 가서 환 하려고 해.

(12b)돈이 떨어져서 은행에 가서 환 해야 해.

‘要’82)라는 조동사는 다섯 가지 의미를 가진다.이 다섯 가지 의미 에서 1번

과 2번은 모두 어의에 부합한다.나머지 세 가지에 해서는 분석 상으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문장 에 만약 ‘要去银行换钱’의 ‘要’가 ‘～하려고 한다’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 이 문장은 (12a)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따라서 이 경우는,돈을 환

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표 한 것이며,반드시 돈을 환 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없

는 것이다.만약 ‘要去银行换钱’의 ‘要’가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이

문장은 (12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따라서 이 문장의 경우는,반드시 돈을 환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표 한 문장이다.

문(12)‘要去银行换钱’는,문장 에 있는 ‘要’라는 단어의 다의성으로 인하여

체문장에 重义 상이 나타난다.이것은 語彙로 인한 重義 상이다.만약 ‘要去

银行换钱’라는 문장에 重義 상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단어를 바꾸거나 단어

을보충’라는 방법을 통해서 重义 상을 해결할 수 있다.

만약 話 가 은행에 가서 돈을 환 하고 싶다는 뜻을 표 하고 싶으면 ‘要’앞

에 ‘想’을 추가하여 즉 ‘想要去银行换钱’이라는 문장을 만들면 이런 重义 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문장 의 ‘要’도 확실한 자신의 의지를 표 하는 것이다.만약

話 가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을 표 하고 싶

81)김 헌․왕혜경, 완성 국어2 ,시사 국어사,2013,p.38.

82)要 :1.表示做某事的意志，前面可以加“想、打算”(‘～하려고 한다’라는 모종의 의지를 나타낸다.

앞 부분에 ‘想’과 ‘打算’을 추가할 수 있다.)；2.须要、应该。前面可以加“应该、必须、得”，否定

用“不要”，多用于禁止或劝阻(‘반드시 ～해야 한다’앞 부분에 ‘应该,必须,得’를 추가할 수 있다.

부정형은 ‘不要’라고 하며, 지 혹은 만류의 뜻으로 사용된다.)；3.表示可能。前面可以加“会”，

句末可以加“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을 나타낸다.앞 부분에 “会”를 추가할 수 있고,

문장의 끝 부분에 ‘的’를 추가할 수 있다.)；4.要。前面可以加“快、就”，句末常加“了”(‘곧～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추측의 의미를 가진다.앞 부분에 ‘快’와 ‘就’를 추가할 수 있고,문장의

끝 부분에 ‘了’를 추가할 수 있다.)；5.表示估计，用于比较句(추측을 나타낸다.비교구에서 자주

사용한다.)。呂叔湘，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2007,p.592.



- 35 -

으면 ‘要’앞에 ‘应该’,‘必须’,‘得’의 하나를 추가하여 를 들어 ‘得要去银行换

钱’이라는 형태의 문장을 만든다.

(13)这儿附近就有一个银行。83)

(13a)이 근처에 바로 은행이 있다.(은행의 치)

(13b)이 근처에는 은행이 하나밖에 없다.(은행의 수량)

두 번째로 발생하는 重义 상은 바로 ‘这儿附近就有一个银行’의 경우이다.‘

就’84)는 부사로 일곱가지 의미가 있다.이 일곱가지 의미 에서 5번과 6번은 모

두 어의에 부합한다.나머지 다섯 가지에 해서는 분석 상으로 하지 않았다.

다섯 번째는 ‘바로’라는 뜻이고,여섯 번째는 ‘단지 ～만’이라는 뜻이다.따라서

이 문장 에 만약 ‘这儿附近就有一个银行’의 ‘就’가 ‘바로’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

이 문장은 (13a)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그 은행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아주

가까워서 바로 찾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된다.만약 ‘这儿附近就有一个银行’의 ‘就’

가 ‘단지 ～만’이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 이 문장은 (13b)와 같이 해석할 수 있으

며,‘이 근처에는 다른 은행이 없고 오직 그 은행 하나 뿐이다.’라는 뜻이 된다.

 완성 국어2 에 나온 다음의 문을 보자.

(14)学校附近就有一个超 ,我常去那买东西。85)

(14a)학교 부근에 시장이 하나만 있어서 나는 자주 거기에 물건을 사러

간다.

(14b)학교 부근에 바로 시장이 있어서 나는 자주 거기에 물건을 사러 간다.

83)김 헌․왕혜경, 완성 국어2 ,시사 국어사,2013,p.19.

84)就:1.表示很短时间内即 发生(아주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짐을 나타냄.)；2.强 在很久以前已经

发生(일이 일 일어났거나 일 끝마쳤음을 나타냄.)；3.表示两件事紧接着发生(앞 뒤의 두 행

가 연이어 일어남을 나타냄.)；4.加强肯定( 정을 강조함.)；5.確定范围(범 를 확정함.)；6.强

数量(수량을 강조함.)；7.表示承接上下文(앞 뒤문장이 이루어짐을 나타냄.)。吕叔湘， 现代汉

语八百词 ，商务印书馆，2007,p.315.

85)김 헌․왕혜경, 완성 국어2 ,시사 국어사,2013,p.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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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学校附近就有一个超 ’라는 문장에서 ‘就’86)가 ‘단지 ～만’이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 이 문장은 (14a)와 같이 해석할 수 있으며,만약 ‘学校附近就有一个超

’라는 문장에서 ‘就’가 ‘바로’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 이 문장은 (14b)와 같이 해

석할 수 있다.

 완성 국어2 에 나온 다음의 문을 보자.

(15)我要给女朋友打电话。87)

(15a)나는 여자친구에게 화를 하려고 한다.

(15b)나는 여자친구에게 화를 해야 한다.

이 문장 의 ‘要’88)도 문(12)와 같이 어의에 부합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

므로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만약 ‘我要给女朋友打电话’의 ‘要’가 ‘～하려고 한다’

라는 뜻으로 쓰인 경우에는 문(15a)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나는 지 여자친

구에게 화를 하고 싶어서 화를 걸려고 하고 있다.’그러나 ‘要’가 ‘～해야 한

다’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 이 문장은 (15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문(15)는 ‘要’라는 단어의 다의성으로 인하여 重義 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다의성으로 인한 重義 상을 해결하기 해서는,‘단어를 첨가하거나 단

어를 교체’하는 방법을 통해서,만약 내가 지 여자친구에게 화를 하고 싶어

서 화를 걸려고 하는 경우,‘要’의 앞에 ‘想’을 추가하여 말하면 ‘我想要給女朋友

打電話’의 형태가 되며 이 문장에서는 重義 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만약,‘나는

지 여자친구에게 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표 을 하고 싶은 경우에

는 ‘要’의 앞에 ‘必 ’를 추가하여 말하면 ‘我必 要給女朋友打電話’라는 표 이 되

86)‘要’의 의미는 문(10)의 설명부분을 참고.

87)김 헌․왕혜경, 완성 국어1 ,시사 국어사,2013,p.25.

88)‘就’의 의미는 문(11)의 설명부분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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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이 문장에서는 重義 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국어회화 기 편 에 나온 다음의 문을 보자.

六点二十了，快起床吧。89)

八点半了，快上班吧。

十二点一刻了，快吃饭吧。

‘吧’90)는 명령문의 문미에 사용한다.명령,요구,재 ,건의 등을 나타낸다.

(16)六点二十了，快起床吧。

(16a)： 6시 20분이야.빨리 일어나라.（你）

(16b)： 6시 20분이야.빨리 일어나자.（我们）

만약 ‘吧’가 명령의 어기를 나타낸다면,이 문장은 (16a)와 같이 해석할 수 있

고,‘吧’가 건의의 어기를 나타낸다면,이 문장은 (16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문(16)는 문장 에 있는 ‘吧’라는 단어의 다의성으로 인하여 重義 상이 나

타나는 것이다.이러한 다의성으로 인한 重義 상을 해결하기 해서는,增加詞

語라는 방법을 통해서,‘六点二十了，快起床吧’라는 문장의 앞에 주어 ‘你’를 추가

하면 확실한 명령문이 되며,문장 ‘六点二十了，快起床吧’의 앞에 주어 ‘我們’을

추가하면 확실한 청유문이 된다.

 국어회화 기 편 에 나온 다음의 를 보자.91)

(17)我过一会儿再打。

我过一会儿再写。

89)宋樂永, 국어회화 기 편 ,다락원,2011,p.30.

90)助词‘吧’用在祈使句尾，表示命令、请求、催促、建议等.吕叔湘, 现代汉语八百词 ，商务印书馆，2007,

p.56.

91)宋樂永, 국어회화 기 편 ,다락원,2011,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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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过一会儿再吃。

我过一会儿再看。

 现代汉语八百词 92)에서 부사인 ‘再’는 1.하나의 동작(혹은 하나의 상태)이

반복되거나 계속됨을 나타낸다. 부분 아직 실 되지 않은 동작이나 자주 하는

동작을 가리킨다. 를 들면 ‘去过了可以再去(갔었지만 갈 수도 있다.)’,‘别

急，再坐一会儿(서두르지 마.더 있다가 가.)’와 같은 경우 이다.2.하나의 동작

이 어떠한 동작이 끝난 후에 출 한다는 의미를 나타나는 것이다. 를 들면 ‘好

好休息，等伤完全好了之后再参加大赛。(푹 쉬고,상처가 완 히 낫기를 기다린

후에 다시 시합에 나간다.)’,‘先把问题 查清楚，然后再研究解决办法。(먼 문제

를 명확하게 조사하고,그 후에 다시 해결방법을 연구한다.)’와 같은 경우이다.

따라서 문 의 몇 개의 문장은,언어환경의 제한이 없는 경우에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문 에서 ‘我过一会儿再吃。’라는 문장을 로 들어 살펴

보자.만약 ‘再’가 첫 번째 의미로 쓰 을 경우 ‘나는 계속 먹고 있는데 간에

쉬고 있는 이고,잠시 후에 다시 먹을 것이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이 때

의 ‘吃’는 동작이 계속되는 것이다.만약 ‘再’가 두 번째 의미로 쓰 을 경우 다음

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나는 지 다른 일을 하고 있다.(지 책을 보고 있다.)

잠시 후에 먹을 것이다.’이 때 ‘吃’는 새로운 동작을 말하는 것이다.

2)兼类词

 국어회화 기 편 에 나온 다음의 를 보자.

(18)服务员：欢迎光临！你们几位？

金在旭：两位。

服务员：请这边坐，吃点儿什么？

92)吕叔湘， 现代汉语八百词 ,商务印书馆，2007,p.642.



- 39 -

金在旭：两碗兰州拉面。

服务员：再来点什么？93)

金在旭：不要了，请快点儿。

服务员：어서오세요.몇 분이세요?

金在旭：두 사람이에요.

服务员：여기 앉으세요.뭐 드시겠어요?

金在旭：兰州拉面 두 개 주세요.

服务员：뭘 좀 더 드릴까요?

金在旭：괜찮아요.빨리 해 주세요.

이 화 의 다섯 번째 문장인 종업원이 한 ‘再来點什麽?’라는 말을 살펴보자.

‘點’은 동사로 해석되기도 하고 한 양사로 해석되기도 한다.

 現代漢語詞典 94)에서 ‘點’이 동사로 쓰일 때,‘많은 사람 는 사물 에서 고

른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를 들어 ‘點菜(주문하다.)’,‘點节目( 로그램을 선택하다.)’.‘點’이 양사로 쓰일

때 ‘양이 다( 量)’는 뜻을 나타낸다. 를 들어 ‘一點兒 事(약간의 일)’/‘吃點兒

东西再走。(조 먹고 간다.)’

이 문장은 다락원 국어회화 기 편 교재에 나온 것이다.‘點의 품사와 다의어

의 의미를 충분히 악하지 못한다면 학습자들에게 ‘點’는 매우 혼동되는 단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同音同形異义

 국어회화 편 에 나온 다음의 를 보자.

(19)A：你觉得这个电影怎么样？95)

93)宋樂永, 국어회화 기 편 ,다락원,2011,p.92.

94) 現代漢語詞典 第5版，北京：商務印書館，2005,p.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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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B：马马虎虎。

A：이 화 어때?

B：(19Ba) 충 은 것 같애.

(19Bb)그 그래.( 화의 내용이 그다지 재미있지 않다.)

첫 번째의 ‘马马虎虎’96)는 국어사 에,‘1.부족하다.아쉬운 로 지내다,2.

경솔하다.소홀하다.부주의하다. 충하다.’라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따라서

(19B)의 답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첫 번째의 해석으로는 ‘화를 세심

하지 않게 충 었다’는 의미이다.두 번째로는 ‘화의 내용은 그다지 재미있

지 않다.’라는 의미이다.그래서 촬 면에서 보면 马马虎虎는 (19Ba)와 같이 해

석할 수 있고, 화의 내용 면으로 보면 马马虎虎는 (19Bb)와 같이 해석할 수 있

다.

만약 ‘화촬 이 그다지 세심하지 않다’라는 뜻을 표 하고 싶은 경우,‘马马虎

虎’의 앞에 ‘电影拍得’를 추가하면 즉 ‘电影拍得马马虎虎’가 된다.만약 ‘화의 내

용이 그다지 재미있지 않다’라는 뜻을 표 하고 싶은 경우,‘马马虎虎’의 앞에 ‘电

影的内容’을 추가하면 즉 ‘电影的内容马马虎虎’가 된다.

3.语义 重義 상

하나의 문장 에 사용되는 단어의 품사가 같고,문법구성도 같지만,施受 계

와 所有 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重义 상이 나타날 수 있다. 를 들어 朱

德熙가 제시한 문장인 ‘鸡不吃了’,‘鸡’는 施事도 될 수 있고 受事 상도 될 수 있

다.施受 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重义 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를 들

어 ‘他在火车上写字’라는 문장을 보자.이 문장 의 부사어 ‘在火车上’은 ‘他’를

가리킬 수도 있고,‘写’를 가리킬 수도 있다.이는 어의지향이 명확하지 않아서

95)宋樂永, 국어회화 편 ,다락원,2011,p.81.

96) 現代漢語詞典 ,第5版,北京,商務印書館,2005,pp.90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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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义 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를 들어 ‘女兒放学回到家，看见妈妈正在和她

的朋友聊天’라는 문장에서 인칭 명사 ‘她’는 ‘女兒’를 지칭할 수도 있고 ‘妈妈’를

지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칭 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重义 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1)施受关系의 不明確性

문장에서 주어는 施事도 될 수 있고 受事对象도 될 수 있다.하지만 하나의 문

장 에서 주어가 施事인지 受事对象인지를 확실하게 단할 수 없는 경우 重義

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스피킹 국어  에 나온 다음의 를 보자.

(20)连 师都不知道。97)

(20a)：(主语)선생님조차도 모릅니다.

(20b):(目的語)선생님까지도 모릅니다.

‘师’를 施事로 본다면 ‘连 师都不知道’라는 이 문장은 (20a)와 같이 해석되고,

‘师’를 受事 상으로 본다면 ‘连 师都不知道’라는 이 문장은 (20b)와 같이 해석

할 수 있다.

 现代汉语八百词 에서도 ‘连’이라는 자의 重義 상에 해서 언 하 다.

‘连’뒤의 명사는 주어가 될 수 있고, 치목 어 혹은 기타성분이 될 수도

있다.따라서 한 문장의 施事주어 혹은 受事목 어를 생략할 때 重义 상이 나타

날 수 있다.98)

97)JRC 국어연구소, 스피킹 국어  ,JRC북스,2012,p.110.

98)‘连’后的名词可以是主语，也可以是前置宾语或其他成分。因此全句的施事主语或受事宾语省略是，

会产生歧义。吕叔湘， 现代汉语八百词 ，商务印书馆，2007,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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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를 살펴보자.

(21)连我也不认识

(21a)：连我也不认识。(나까지도 몰라 니다.)

(21b):他连我也不认识。(그는 나까지도 몰라 니다.)

의 문에서 강조구(强 句)인 ‘심지어～까지(‘连～都/也’)’라는 표 을 사용하

는 경우,다른 해석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하여 가능한 완 한 문장을 사용해

야 한다.동작의 주체인 주어(施事主语)나 동작의 상인 목 어(受事目的語)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

만약 에서 말한 ‘连 师都不知道’라는 이 문장에 동작의 주체인 주어 ‘她’라는

단어를 보충한다면,‘她连 师都不知道’는 ‘그녀는 선생님조차도 모릅니다.’라는

뜻으로 변한다.이런 경우에는 이 문장에 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다.만약

이 문장에 동작의 상인 목 어 ‘这件事’란 단어를 보충한다면,‘这件事连 师都

不知道’는 ‘이 사건은 선생님조차도 모릅니다.’라는 뜻으로 변한다.이런 경우에는

이 문장에 한 重义 상이 나타날 수 없다.

 완성 국어2 에 나온 다음의 를 보자.

(a)我正在看电视呢。

(b)张先生正在听音乐呢。

(c)金 师正在上课呢。

교재에서 같이 나온 세 가지 문 세 문장 모두 구조 계가 동일하다.다만,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重義 상이 나타나지 않아 여기에서는 분석 상

으로 하지 않았다.하지만,세 번째 문장 ‘金 师正在上课呢。’를 아래에서 살펴

보자.

(22)金 师正在上课呢。99)

(22a)김선생님은 수업을 하고 있다.(教课)

99)김 헌․왕혜경  완성 국어2 ,시사 국어사,2013,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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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b)김선생님은 수업을 듣고 있다.(听课)

‘上课’라는 이 단어는,수업을 하는 사람의 동작을 말할 수도 있으며,수업을 듣

는 사람의 동작을 말할 수도 있다.‘金 师正在上课呢’라는 문장 에 ‘金 师’를

만약 施事 즉 수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이 문장은 (22a)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金 师正在上课呢’라는 문장 에 ‘金 师’를 만약 受事对象 즉 수업을

듣는 사람이라고 보면 이 문장은 (22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문(22) 의 ‘金 师’는 施事 도 될 수 있고 受事对象도 될 수 있다.따라서

施受关系不明確性으로 인한 重义 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施受关系不明確性으로 인한 重义 상을 해결하기 해서는 ‘金 师’가 만

약 施事主语라고 하면,‘金 师’에게 상인 ‘给学生’을 추가하여 ‘金 师正在给学

生上课呢’라고 하면 重義 상이 해결되고,만약 ‘金 师’가 受事对象인 경우라면

단어를 替换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上课’를 ‘听课’로 바꾸면 즉 ‘金 师正在

听课呢’라는 문장이 된다.

2)所有關係의 不明確性

 국어1 에 나  다  를 보자.

(23)金京民：北京什么菜 有名？100)

김경민：베이징에서 어떤 음식이 제일 유명해요？

王莉莉：北京烤鸭 有名。

왕리리：(23a)베이징에서는 오리구이가 가장 유명해요.

(23b)베이징카오야가 가장 유명해요.

‘베이징카오야’에서 ‘北京’이 ‘烤鸭’의 장소부사어로 쓰 을 경우에는 바로 베이징

에서는 여러 가지 요리 에서 카오야라는 요리가 가장 유명하다는 뜻이 된다.

‘烤鸭’는 ‘北京’이라는 지역의 음식 의 하나이다.즉 ‘北京’과 ‘烤鸭’는 속 계

100)김 헌․왕혜경  완성 국어1  시사 국어사,2013,p.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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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다.따라서 이 문장은 (23a)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北京’이 만약 ‘烤鸭’의

형어로 ‘北京’을 수식하면 그 뜻은 바로 ‘北京烤鸭’가 하나의 단어이며, 한 ‘北

京烤鸭’라는 요리가 매우 유명하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즉 ‘北京’과 ‘烤鸭’는

수식 계에 있다.따라서 이 문장은 (23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문장은 속 계 不明確性으로 인하여 문장의 의미가 두 가지로 나타

날 수 있다.이것은 속 계 不明確性로 인한 重義 상이다.

(3B)‘北京烤鸭 有名。’이라는 문장에서 重義 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書

面語에서 조 더 구체 인 补充说明을 하면 된다.

만약 ‘北京’의 음식 에서 ‘烤鸭’라는 요리가 가장 유명하다고 표 하고 싶으면

‘北京’과 ‘烤鸭’의 사이에 ‘的’을 넣어서 ‘北京的烤鸭最有名。’이라고 말하면 된다.

만약 ‘北京’에서 ‘北京烤鸭’라는 요리가 가장 유명하다고 말하고 싶은 경우,거기

에 장소부사어인 ‘在北京’을 첨가하면 ‘在北京北京烤鸭 有名’는 뜻이 된다.

3)语义指向의 不明確性

陆俭明은  现代汉语语法研究教程 에서 ‘语义指向不同’에 해 “문장에서 어떤

한 구성성분이 어느 성분과 어의 계가 성립하는지를 의미한다.”라고 했다.101)

그가 말하는 语义指向은 俠義 인 설명이라고 하고 있다.즉 문장 안의 어떤 한

성분이 의미상 어느 성분과 가장 직 인 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A.我才做。

B.我才做第二道题。

C.我才做三道题。

D.我才做完。

101)语义指向是按狭义的理解来 的，即只是指句中的某个成分在语义上跟哪个成分发生 直接的关

系。陸劍明, 現代漢語語法研究教程 ,北京大學出版社,2004,p.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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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A,B,C,D에는 모두 ‘才’가 부사어로 쓰 으나 그들의 어의指向은 각각

다르다.A의 ‘才’는 술어 ‘做’를 指向하고,B의 ‘才’는 ‘做’의 객체인 명사성 성분

‘第二道题’를 指向한다.그리고 C의 ‘才’는 수량성분인 ‘三道’를,D의 ‘才’는 행 동

작의 결과를 표 하는 술어 ‘完’을 指向한다.즉 각 문장에서 부사어 성분인 ‘才’

의 어의指向은 각각 다르다.

 现代汉语八百词 에서의 ‘才’102)는 범 부사이기도 하고 어기부사이기도 하다.

‘才’의 语义指向은 동사를 지칭할 수도 있으며 수량사를 指向할 수도 있다.

 국어회화 편 에 나온 다음의 를 보자.

(24)A:他八点半才来。

B:怎么这么晚呢？103)

A:(24a)그는 8시 반에 늦게 돌아온다.

(24b)그는 8시 반에 늦게 돌아왔다.

B:왜 이 게 늦었니?

만약 ‘才’가 앞의 시간사인 ‘八點半’을 지칭하면 他八點半才来는 (24a)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그리고 ‘才’가 뒤의 동사인 ‘来’를 指向하면 他八點半才来는

(24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문(24)‘他八点半才来。’는,문장 에 있는 ‘才’라는 단어의 指向의 不明確性

으로 인하여 重義 상이 나타나는 것이다.이러한 다의성으로 인한 重義 상을

해결하기 해서는,단어를 첨가하거나 앞뒤 문장을 보충하는 방법을 통해서,만

약 이미 왔다고 나타내고 싶은 경우,그러면 이 문장의 앞에 ‘已经来了’를 보충하

102) 現代漢語詞典  第5版,北京,商務印書館,2005,p.107.

103)宋樂永, 국어회화 편  다락원,2011,p.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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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他已经来了，但八点半才来。’  문  된다.만약 미래를 표시하고 싶  

경우 ‘才’  뒤에 ‘能’  첨가하면 ‘他八点半才能来。’  문  된다.

일부 부사의 어의指向은 한 방향을 가리킨다. 를 들어 ‘只’,‘仅’,‘仅仅’,‘刚’,

‘刚刚’등의 어의지향은 그 뒤쪽이다.어떤 것은 어의指向이 앞쪽 는 뒤쪽이며

‘都’가 그 이다. 어떤 것은 ‘双向( 방향)’으로,앞쪽과 뒤쪽 모두를 가리킨

다.‘就’와 ‘才’등이 그 이다. 어의지향이 복잡해지면 소통과정에 聽 가 어의

지향을 선택해야 한다.그 선택의 차이,혹은 어의지향의 명확성 결여로 인해

의성이 생겨날 수 있다.

다음의 를 살펴보자.

(25)　他们都三岁了。

(25a)그들은 모두 3살이다.

(25b)그들은 이미 3살 되었다.

 現代漢語八白詞 에서는 ‘都’104)를 다음 세 가지 뜻으로 구분하고 있다.1.‘모

두’,2.‘심지어’,3.‘이미’라는 뜻이다.이 문장에서 ‘都’는 ‘他们’을 가리킨다.이

때 ‘都’는 총 의 의미로서,‘他们’은 복수의 사람을 말하므로 ‘都’가 가리키는 것

은 ‘그들 모두’라고도 볼 수 있고，이 문장은 (25a)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그

의 각각의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다. 한 ‘都’는 ‘三岁’를 가리킬 수도 있으며

‘주 인 양이 많다’는 뜻을 표시한다.즉 화자는 그들의 나이가 많다고 느끼는

것이다.이 문장은 (23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4)指稱关系의 不明確性

 완성 국어1 에 나온 다음의 를 보자.

104) 現代漢語詞典  第5版，北京,商務印書館，2005,p.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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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녹음 내용에 근거하여 정답을 찾으시오

A.我妈妈 B.哥哥的妈妈 C.她妈妈

（녹음원문）哥哥的女朋友现在在家等她妈妈。

问：哥哥的女朋友现在在等 ？105)

（번역문）오빠의 여자친구는 지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

질문 :오빠의 여자친구는 지 구를 기다리고 있나?

 

이 문장의 끝에 ‘她妈妈’가 가리키는 뜻이 명확하지 않다.书面语의 경우라면

重义 상이 나타날 수 없지만,듣기자료 에서는 두 가지의 답안이 나타날 수

있다.첫 번째 답안은 ‘哥哥的女朋友现在在家等她妈妈’이다.즉 여자친구의 엄마

이다.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C가 된다.두 번째 답안은 ‘哥哥的女朋友现在在家

等他妈妈’이다.즉 오빠의 엄마.그러면 이 문제의 답은 B가 된다.

 완성 국어1 에 나온 다음의 를 보자.

(28) 师在这儿喝咖啡，怎么样？106)

(28a)선생님!여기서 커피를 마시는 게 어때요?(선생님을 부른다)

(28b)선생님이 여기서 커피를 마시는 거 어때요?(선생님 자신)

이 화의 마지막에 오는 ‘师(선생님)’의 지칭 상이 모호하다.선생님이 만약

장에 있다면 학생이 선생님을 부른다는 상황이 가능하다.그 다면,‘师在这

儿喝咖啡，怎麽样？’이라는 문장은 (28a)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만약 선생님 자

신이 학생들에게 한 말이라면,여기에서의 ‘师’가 가리키는 것은 선생님 자신이

며,그 다면 ‘师在这儿喝咖啡，怎麽样？’이라는 문장은 (28b)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회화체인 경우에는 重義 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그러나,서면어에서는 指向의

105)김 헌․왕혜경, 완성 국어1 ,시사 국어사,2013,p.123.

106)김 헌․왕혜경, 완성 국어1 ,시사 국어사,2013,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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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明確性으로 인하여 重義 상이 발생할 수 있다.따라서 서면어에서 문장부호

로 重義 상을 해결할 수 있다.즉 ‘师’의 뒤에 쉼표 ‘,’를 붙이면 즉 ‘师，在

这喝咖啡，怎麽样？’이 되어,여기에서 ‘师’는 선생님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

된 것이다.이와 같이 표 부호를 附加함으로써 重義 상을 해결할 수 있다.

4.話用 重義 상

본문에서는 제2장 마지막 ‘화용론 측면’에서 화용론 의성은 극

의성과 소극 의성으로 나 수 있음을 설명하 다. 成東은 화용론 의

성(話用重義,pragmaticambiguity)이 語義 ,語法 重义 상과 다른 은,“언

어체계내부(語義,語法)로부터 그 말이 본래 나타내는 의미를 연구하는 것이 아

니라,어떤 문장에 한 두 가지의 다른 견해를 얻는 것이다.”107)라고 하 다.다

시 말하면,화용론 의성은 문장 내의 어떤 단어 혹은 형태소에 나타나는

다른 뜻을 나타내거나 문장내부의 구조 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하나의 문장

이 다른 언어환경 속에서 두 가지의 의미가 생겨날 수 있음을 뜻한다.필자 한

극 의성의 문장을 언어에 활용한다면 직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을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어 화 에 정 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1)積極 重義 상

를 들어

(29)阿凡提当了理发匠，可大阿理发后总是不给他钱。阿凡提特别生气，所以想捉

一下大阿。这一天大阿又来剃头，在刮脸的时候，阿凡提问：“大阿，你要眉毛

吗？”，“当然要，那还用问。”，“行，你要，我给你！”阿凡提一边说着一边就

把大阿的两条眉毛刮了下来，递到他的手里，大阿气的什么话都说不出来。阿凡

提又问：“大阿，你要胡子吗？”胡子是大阿 宝贝的东西，他不能再让阿凡提给

剃掉，赶忙说:“不要！不要！”阿凡提连声说好，只听咔咔几 ，大阿的胡子又被

刮了下来，仍在地上。

107) 项成东先生对语用歧义的定义“指的是说话人在特定语境或上下文中使用不確定的、模糊的或 间

接的话语向听话人同时表达数种语 外行为或 外之力，这类现象被称为语用歧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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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티는 이발사 다.그러나 따아는 이발을 하고도 돈을 내지 않았다.아 티

는 화가 나서 따아에게 골탕을 먹이고 싶었다.하루는 따아가 다시 면도를 하러

왔다.면도를 할 때 아 티가 물었다.“따아, 썹 할건가?”,“당연하지,그것도

물어 야 하나?”,“그래,자네가 원하니까 내가 해주겠네.”아 티는 말을 계

속하면서 따아의 두 썹을 깎고는 그의 손에 건네주었다.따아는 화가 나서 아

무 말도 못할 지경이었다.아 티는 다시 물었다.“따아,수염 원하는가?”수염

은 따아가 가장 소 히 여기는 것이었다. 아 티가 수염까지 다 깎아버릴까

재빨리 “아니,아니.”라고 말했다.아 티는 “좋아.”라고 답했다.그런데 짤각

짤각 소리 몇 번에 따아의 수염은 깎여져 바닥에 떨어졌다.

이 이야기에서 아 티는 고의로 따아에게 ‘要’와 ‘不要’의 뜻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바로 의성을 이용해 따아를 골탕먹인 이야기이다.이런 유형의 의성은

해결할 필요가 없다.

한 역설 표 과 어,그리고 고,서 , 상물,소설에 응용되어 언어

의 술성을 높여 주는 유형의 것들은 표 력과 감화력은 증가시키고 딱딱함과

지루함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

를 들어,

(30)我叫儿子把试卷拿出来，儿子看了一下我严厉的脸色，不得不把藏好的试卷

拿出来。看儿子慢腾腾的样子，我就知道他 得不好。就在我向儿子靠近时，他大

叫：“不要再过来，你要学会远程教育。”108)

(번역문)내가 아들에게 시험지를 꺼내라고 하자,아들은 나의 심각한 표정을

살피더니 숨겨뒀던 시험지를 꺼냈다.아들이 우물쭈물하는 것을 보니 시험성 이

108) 读   合订本，读 出版社，2013总第534-539期,p.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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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좋은 것이 분명했다.내가 아들에게 다가서자,아들이 큰 소리로 말했다.“더

이상 다가오지 마세요.원격교육을 실천해야죠.”

원래 원격교육(远程教育)109)이란 TV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사용하는 교육

패턴으로서,기존의 교육기 인 교실에 직 가서 교육을 받아야 했던 패턴과 구

분된다.그러나 의 에서 아들이 아빠에게 말한 ‘원격교육’의 뜻은,와서 때리

지 말고 먼 거리에서 말로 타일러 달라는 뜻이었다.이런 유형의 의성 역시 해

결할 필요가 없다.

2)消極 重義 상

 완성 국어1 에 나온 다음의 를 보자.

(31)张明：王莉莉 你去哪儿？110)

장 :왕리리,어디 가세요?

王莉莉：啊！ 张，你好！

왕리리:아!샤오장,안녕하세요!

张明： 这位先生是 ？

장 :이 분은 구세요?

王莉莉： 这是我的朋友，叫金景民。这是我的同屋，叫张明。

왕리리:이 분은 제 친구이고,김경민라고 해요.이 분은 제

룸메이트이고,장 이라고 해요.

金景民：认识你，很高兴。

김경민:만나게 되서 반갑습니다.

张明：认识你，我也很高兴。

장 :만나게 되서 도 반갑습니다.

109)远程教育：也称现代远程教育为网络教育，是成人教育学历中的一种。是指使用电视及互联网等传

播媒体的教学模式，它突破了时空的界线，有别于传统 要往校 安坐于课室的教学模式。

110)김 헌․왕혜경, 완성 국어1 ,시사 국어사,2013,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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张明은 길에서 우연히 王莉莉와 그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다.张明은 먼 王莉

莉에게 “你去哪儿？”이라고 물어보았는데,王莉莉가 “你好!”라고 답했다.이 때

王莉莉는 자기가 어디 가는지 답하지 않았고 “你好!”라고 말했다.만약 국의

인사말 습 에 해서 잘 모른다면 이 문장에 하여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목 지에 하여 물어보았는데 답하는 사람은 물음에 답하지 않고 그 “你

好!”라고 답한 것이다.그래서 ‘你去哪儿？’이라고 말했다면 이 문장은 목 지

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국인들 사이에 친숙한 사람끼리 주고받는 인사 습 에

‘你去哪儿？’이 있다는 문화 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重义 상이 발생할 수

도 있는 것이다.

 북경어언 看图说话 111)에 나온 다음의 를 보자.

(32)麦克：玛丽，听说中国有一些 菜，是在早晚喝粥的时候吃的，你知道

吗？

마이클:마리! 국에서는 아침과 녁에 죽을 먹을 때 먹는 반찬이

있다고 들었는데 알아요?

玛丽：知道。有酱萝卜头、腌黄瓜、咸鸭蛋、臭豆腐。。。

마리:알아요. 인 무, 인 오이,짠 오리알,발효 두부 등등.

麦克：等一等！你说什么？臭豆腐？

마이클:잠깐만 기다려요!뭐라고 했어요?발효 두부라고요?

玛丽：对，臭豆腐，王致和的臭豆腐，很有名。

마리:맞아요!발효 두부.왕치화의 발효 두부가 정말 유명해요.

麦克：豆腐我知道。麻婆豆腐，我很喜欢，臭豆腐是什么东西？臭的吗？

마이클:나 두부 잘 알아요.마 두부를 정말 좋아해요.그런데 발효

두부는 뭐 요?구린 냄새가 나는 거 요?

玛丽：对，越臭越好。中国人说臭豆腐，闻起来臭，吃起来香。

마리:맞아요.냄새가 구릴수록 좋아요. 국인들 말로는 발효 두부

는 구린냄새가 나지만 먹기에는 맛있다고 해요.

麦克：真不可思议！

111)丁永寿, 북경어언 看图说话 국어회화 ,시사 국어사,2013,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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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문(32)에서 말한 ‘臭豆腐’112)는 발효 후 특이한 냄새가 나는 작은 조각 두

부 음식의 한 종류이다. 국인들은 구린 냄새가 나는 음식을 왜 먹는가?‘취

(臭)’라는 단어는 국어 사 에 ‘맡기에 거북한 냄새’라고 해석되어 있다.

어떤 음식은 시간이 오래 지나면 맡기에 거북한 냄새가 난다.그러나 국 음식

에서 ‘취 (臭)’는 발효 음식이고,특별한 냄새가 있는 음식을 말한다.바로 이런

특별한 냄새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다.만약 국 음

식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그래서 언어를 배

우는 동시에 그 나라의 문화도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이다.

112)臭豆腐:发酵后有特殊气味的 块豆腐，是一种食品。 現代漢語詞典  第5版，北京,商務印書館，

2005,p.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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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结论

重義는 언어사용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반 인 언어 상 의 하나이다.이런

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语音 ,語彙 ,语义 ,構造 ,話用 원인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语音 측면에서 살펴보면 语 ,重音,휴지(停顿),同音異义 등이 主要 發生

原因이다.語彙 측면에서는 兼类词,多义词,多音词,同音同形 义 등이 主要

發生原因이다.语义 측면에서 보면 施受关系의 不明確性,所属关系의 不明確性,

指稱關係의 不明確性,指向의 不明確性 등이 主要 發生原因이다.構造 측면에

서 계층구조의 차이와 단어결합의 차이로 인한 의 등이 主要 發生原因이다.마

지막으로 話用 측면에서는 積極 重義,消極 重義 등이 主要 發生原因임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원인을 实例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이 重義 상을 해결할 수

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语音측면에는 语 ,语氣,휴지(停顿)등에 의하여 의성이 나타나는데 반복

인 낭독과 확실한 발음, 후 휴지(停顿)등의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학생

들에게 시범을 보여주고 학생 스스로 낭독 훈련을 하게 함으로써 교정할 수 있

다.

語彙측면에서 한 단어가 다 (多重) 의미와 한 단어가 여러 품사로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면 重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언어환경에 오는 문제라면 앞

뒤의 문장이나 상황을 보충하거나 단어 첨가,어순 교체 등의 방식을 통해 의

문맥을 조정하면 의성의 발생을 피할 수 있다.

语义측면에서는 施受關係의 不明確性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重義 상은 施事주

어와 受事 象에 增加를 사용하면 重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所有關係의 不明

確性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重義 상은 문장을 명확히 알 수 있는 語法 成分을

附加하면 重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語義指向의 不明確性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重義 상은 단어나 句를 補充하면 重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指稱關係의 不明

確性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重義 상은 단어를 替換하거나 표 부호를 부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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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話用측면에서 積極 重義 상과 消極 重義 상으로 나 어서 살펴볼 수 있

었다.경우에 따라서 積極 重義는 내용이 가리키는 것에 이 인 측면이 있지

만 상 방에 한 어떤 다른 오해나 나쁜 감정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를

구분하지는 않는다.그래서 이러한 積極 重義를 활용한다면 話 의 유머감과

묘사성을 나타낼 수 있고,많은 문 작품들을 한층 더 빛낼 수 있다.따라서 이

런 重義 상은 해결할 필요가 없다.

話用측면에서 消極 重義 상은 일반 으로 문화와 지식에 한 차이로 인하

여 나타나는 것이다.문화와 지식면에서 나타내고 있는 다른 이해 부분은 많은

지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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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歧义是语 交流过程中经常出现的现象，产生的原因在于语音、词汇、语义、

结构、语用等五个方面。

从语音层面看，语气、重音、停顿、同音 义等是引起歧义的原因；从词汇层

面看，兼类词、一词多义、一词多音、同音同型 义等是引起歧义的原因；从语义层

面看，施受关系不明确、领属关系不明确、指称关系不明确、指向关系不明确等是引

起歧义的原因；从结构层面看，层次关系不同和结构关系不同是引起歧义的原因；从

语用层面看，积极性语用和消极性语用是引起歧义的原因。

本论文通过实例分析得出可以通过以下办法来消除歧义的结论：

语音部分可以通过加重语 、语气， 当停顿和反复朗读来消除；词汇部分的

歧义多数是由多义词引起的，可以通过词汇的积累来消除；语义部分，因施受关系不

明确而引起的歧义现象可以通过补充施事主语和受事对象来消除,因领属关系不明确而

引起的歧义现象可以通过具体地补充说明来消除，因语义指向不明确而引起的歧义现

象可以通过补充上下文来消除，因指称关系不明确而引起的歧义现象可以通过替换单

词或 增加标点符号来消除。

语用部分分积极性语用和消极性语用两部分来讨论，说话人利用歧义的积极性

效果，可以增加幽默感的同时使 话内容更生动，在文学作品、影视作品中起到锦上

添花的作用，这类重义现象不 要消除；语用部分消极性语用方面的歧义现象，一般

是由于文化和知识的差 而引起的，关于这部分歧义，在学习语 的同时，多了解文

化和丰富知识便可以消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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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韓國中國 語學 中國語文法用語 統一 試案

0.用語 選擇의 原則

1.함의가 같거나 유사한 것은 국문법의 응어를 사용한다.(부분 으로 어문법 용어 수용)

2.번역이 가능한 것은 번역어를 만든다.(造語)

3. 응어가 없고 번역어를 찾기 어려운 것은 차용한다.

0.용어 선택 시안

1.언어단

(1)語素 :형태소(morpheme)

自由語素 :자립 형태소 不自由語素 :의존 형태소

*詞素는 詞에 의한 개념이고 語素는 어음 의미상의 최소한 어법단

*字 : 자

(2)詞 :단어(word)

單純詞 :단순어

合成詞 :합성어 -複合詞 :복합사

派生詞 : 생어 -詞根 :어근

詞 : 사 -前 : 두사

後 : 미사

(3)詞組,短語,勒語 :구

名詞短語 :명사구 動詞短語 :동사구

形容詞短語 :형용사구 數量短語 :수량구

主 短語 :주술구 介詞短語,介賓短語 : 목구

固定短語 : 용구 複指短語 :동격구(잠정)

*우리말의 구는 국문법 용어인 句,句子와는 다른 개념임.

*한국어의 문법 용어인 ‘節’에 해당하는 ‘主 短語’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이 개념은 구

와 을 포 하는 개념인 셈이다.(cf.分句 : )

(4)句,句子 :문,문장

*句라고 쓸 때에는 앞에 부가 성분이 있다.(把字句)

*문장은 의성을 갖는다.(짧은 문장과 심내용이 있는 긴 문장)

(5)句群 :문결합(text)

2.詞類 :품사(partsofspeech)

虛辭 :허사 實辭 :실사

(1)名詞 :명사

方位詞 :방 사 ----단순방 사 /합성방 사 時間詞 :시간사 處所詞 :처소사

(2)代詞 : 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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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稱代詞 :인칭 체사 指示代詞 :지시 체사 疑問代詞 :의문 체사

* 명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은 ‘这么，那么，这样，那样’과 같이 명사 뿐만 아니라 동사,형

용사,부사들을 신해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3)數詞 :수사 量詞 :양사 數量詞 :수량사 動量詞 :(동량사)

(4)動詞 :동사

能願動詞 :조동사 趨向動詞 :추향동사 (잠정)-본고에서는 방향동사로 칭함.

及物動詞 :타동사 不及物動詞 :자동사

(5)形容詞 :형용사

(6)副詞 :부사

(7)介詞 : 치사

* 치사 뒤의 방 사는 목 어의 의미 계로 설명

在桌子上 :onthetable

* 치사의 후치 상은 특수용법으로 설명

(8)連詞 : 속사

(9)助詞 :조사

構造助詞 :구조조사 動態助詞 :동태조사 語氣助詞 :어기조사

(10)嘆詞 :감탄사

(11)擬聲詞 :의성사

3.句子成分 :문장성분(sentencescomponent)

(1)主語 :주어

(2) 語 :술어

(3)賓語 :목 어

(4)定語 : 형어

(5)狀語 :부사어

(6)補語 :보어

結果補語 :결과보어 趨向補語 :추향보어 (본고에서는 ‘방향보어’로 칭함)

程度補語 :정도보어 可能補語 :가능보어 介詞短語補語 :개사구보어

(7)獨立成分 :독립성분

(8)句子成分 :문장성분

4.문장의 종류(classofsentence)

(1)單句 :단문(포유문이 포함됨)

(2)複句 :복문(重文과 복문이 포함됨)

(3)主 句 :주술문

1.動詞 語句 :동사술어문

是字句 :是구문 有字句 :有자문 把字句 :把자문 連動句 :연동문

兼語句 :겸어문 存現句 :존 문( :城里有公园.명사구에 의해 제시되는

실체가 어딘가 존재함. :来了一个人.실체가 동작동사에 의해 제시되는 경우)

被動句,被字句 :피동문

2.形容詞 語句 :형용사술어문

3.名詞 語句 :명사술어문

4.主 語句 :주술술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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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特殊句式 :특수문형

(5)‘是…的’句 :‘是…的’구문

(6)疑問句 :의문문

(7)反問句 :반어문

(8)陳述句 :진술문,서술문

(9)祈使句 :명령문

(10)感歎文 :감탄문

(11)無主句 :무주어문

(12)獨詞句

(13)緊縮句 :압축문.구조면에서 보면 단문이고 의미면에서 보면 복문인 문장

:有钱就拿出去。

(14)主句 :주

(15)從句 :종속

5.문장부호(punctuationmark)

(1)标點符號 :문장부호 (2)句号 :마침표

(3)逗號 :쉼표 (4)顿號 :작은 쉼표

(5)分號 : 반 (6)冒號 :

(7)問號 :물음표 (8)感歎號 :느낌표

6.문장구조(structureofsentence)

(1)結構 :구조

(2)竝列結構 :병렬구조

(3)偏正結構 :•.복문이상인 경우 :주종구조

•.복문미만인 경우 :수식구조

(4)主 結構 :주술구조

(5)補充結構 :보충구조 (動補結構,形補結構)

(6)動賓結構 :동목구조

(7)介賓結構 :(개목구조)

7.기타

(1)句子分析 :문장분석

(2)成分分析法 :성분분석법

(3)層次分析法 :계층분석법

(4)二分法 :이분법

(5)多分法 :다분법

(6)遞層 : 층 (7)轉折 : 환

(8)因果 :인과 (9)假說 :가정

(10)條件 :조건 (11)承接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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