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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先秦중국어 문법에서 목적어의 전치는 일반적인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본고에서는 이런 목적어 전치현상이 《논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찰해 보

려고 한다. 이런 전치현상을 다루다 보면 중국어 목적어중 일부분이 전치에서 후치

로 발전한 흔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어의 목적어는 술어가 지배하는 대상

이 되기 때문에 술어의 뒤에 위치하는 것이 중국어의 어순이다. 그러나 周나라 이

전 목적어가 대명사1)일 때는 이런 목적어가 거의 모두 술어의 앞에 前置되어 있었

다. 이는 상고중국어에만 존재했었던 특수어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周나라에 

이르러 대명사목적어는 조건부로만 술어의 앞에 위치하게 되었고, 나아가 《논어》가 

* 단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본고에서는 중국어의 ‘代詞’를 대명사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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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시기2)에는 대명사목적어의 후치도 꽤 많이 나타났다. 《논어》 중의 목적어 

전치는 술어 목적어의 전치와 전치사 목적어의 전치 등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馬忠(1983)은 선진시기 중국어의 목적어 전치현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

였다: “목적어가 서술어의 뒤에 놓이는 것은 목적어와 서술어의 통상적인 어순이다.

그러나 선진시기의 書面語를 통해 볼 때 대체적으로 周대 이전의 중국어에서 목적

어가 대명사일 경우에는 이런 대명사 목적어는 모두 서술어가 되는 동사의 앞에 놓

였다. 周대에 이르러 이미 모든 대명사목적어가 술어의 앞에 놓이는 것은 아니었

고, 단지 일종의 잔여 흔적으로만 남았을 뿐이다.”3) 이러한 목적어의 전치현상은 

이미 商代의 甲骨文에서도 그렇고, 《尙書》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으로 周秦시기의 

특별한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목적어의 전치현상은 현대

중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에, 이런 현상이 《논어》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목적어의 완전한 후치가 이루어졌는지는 연구

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고는 본다.

중국에서는 여러 학자들이 《논어》의 목적어 전치에 관한 논문을 내놓았는데, 그

중 대표로는 屈云柱(1992)4)와 韩晓光(1999)5)을 들 수 있다. 屈云柱는 ‘동사의 

2) 楊伯俊, 《論語譯註》: ｢《논어》가 완성된 시기는 战国시대 初期이다. 그러나 진시황의 

분서갱유로 인하여 西汉시기에 이르러 구두로 전하는 판본 鲁论语, 齐论语과 공

자의 옛집 이중벽에서 발견된 판본만이 남아있었다. 서한 말년 당시의 국사 张禹精이 

鲁论语와 齐论语 등 여러 판본을 참고하여 《논어》를 정리하였는데 이를 张侯论
이라 하였다. 이 책이 당시 권위 있는 《논어》라 할 수 있다. 현재 鲁论语와 齐论语
는 전해지지 않고 있기에 현대의 《논어》는 서한 말년당시의 국사 张禹精의 《논어》인 

张侯论일 것으로 추정된다.(《论语》成书于战国初期｡)因秦始皇-焚书坑儒(虽说是焚书

坑儒, 但是活埋的其实是一些方士及一些书本), 到西汉时期仅有口头传授及从孔子住

宅夹壁中所得的本子, 计有: 鲁人口头传授的《鲁论语》20篇, 齐人口头传授的《齐论语》

22篇, 从孔子住宅夹壁中发现的《古论语》21篇｡)西汉末年, 帝师张禹精治《论语》, 并根

据《鲁论语》, 参照《齐论语》, 另成一论, 称为《张侯论》｡)此本成为当时的权威读本, 据

《汉书⋅张禹传》记载: “诸儒为之语曰: ‘欲为《论》, 念张文｡’由是学者多从张氏, 馀家寝

微｡”《齐论语》《古论语》不久亡佚｡)现存《论语》20篇, 492章, 其中记录孔子与弟子及时

人谈论之语约444章, 记孔门弟子相互谈论之语48章｡) …… 我们今天所用的论语本子
基本上就是《张侯论》｡))｣ (北京: 中華書局, 2010), 31쪽.

3) 馬忠, 《古代漢語語法》: ｢宾语放在谓语的后面, 这是宾语和谓语的通常的语序｡)但从
周秦时期的书面语来看, 大约在周代以前的汉语裏, 宾语是代词的时候, 这种代词宾语

都是放在用做谓语的动词的前面的｡)到了周代, 代词宾语放在谓语前面的这种结构形

式已经不是全部如此, 而只是一種残餘的痕迹了｡)｣(济南: 山东教育出版社, 1983),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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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어 전치’와 ‘전치사의 목적어 전치’ 등 두 가지 면에서 목적어 전치를 살펴보았

고, 韩晓光은 ‘주술 도치’와 ‘목적어 전치’ 등 두 가지 면으로 목적어 전치를 살펴보

았다.

한국에서는 정일(1996)6)이 ‘어순 도치’와 ‘목적어 전치’ 등 2가지로 나뉘어 목적

어의 전치현상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들 모두 목적어의 前置현상에 대한 묘사는 

하였지만, 전치구의 의미구조나 그 원인과 전치에서 후치에로의 변천과정에 대해서

는 다루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를 기초로 하여 《논어》 중 목적어의 前置현상이 구체적으

로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분석해 보고, 전치구의 의미구조 본석을 통하여 전치의 

원인을 밝혀볼 것이며, 그리고 언제, 어떻게, 왜 목적어의 후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해볼 것이다. 본고는 목적어의 전치를 일차적으로 동사 목적어의 전치와 전치

사 목적어의 전치 등 두 가지 부류로 나누고 다시 동사목적어의 전치는 의문대명사 

목적어의 전치; 부정문 속의 대명사 목적어 전치; 조사 ‘是/之’ 復指목적어 전치;

감탄구의 어순 도치 등 4가지로 나누어 목적어의 전차현상을 설명하고 분석할 것이

다. 전치사목적어의 전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의문대명사 

목적어의 전치현상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서술문 중 전치사 ‘以’의 목적어가 전치하

는 현상이다.

Ⅱ. 동사 목적어의 전치

1. 의문대명사 목적어 전치

何乐士(1988)7)에 의하면, 《左傳》에서 ‘何’는 대명사, 형용사, 부사의 용법이 있

4) 屈云柱, <《论语》宾语前置之分析>, 济南: 《山东师大学报(社会科学版)》, (1), 1992,

64-68쪽 참조.

5) 韩晓光, <《论语》中的特殊语序考查>,　 《江西教育学院学报(社会科学)》, 20(1), 1999.

20-23쪽 참조.

6) 정일, <論語의 목적어 前置現象>, 《中國人文科學, 中國人文學會》, (21), 2000,

305-33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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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692회 출현하고, 이중 의문대명사로 쓰인 경우는 459회로 전체 ‘何’자 용법

의 67%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의문대명사 목적어 전치는 先秦시기 중

국어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문법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楊伯俊⋅何乐士(1992)8)에 의하면 의문대명사인 ‘谁’, ‘何’, ‘安’, ‘奚’, ‘孰’, ‘焉’,

‘曷’, ‘惡’ 등은 先秦漢語에서 목적어로 전치된 경우가 있으며, 이러한 규칙은 약간

의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엄격한 문법규율로 파악되고 있었다. 何乐士

(1988)9)는 《左傳》에서 ‘何’가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가 모두 118회이며 이중 

“V+O(而事何也?)(당신은 누구를 섬깁니까?)10)의 한 가지 예문을 제외하고는 다

른 모든 ‘何’는 동사의 앞에 전치되었다고 하였다.

《논어》에서는 이러한 대명사 중 ‘何 25’, ‘焉 3’, ‘谁 4’, ‘奚 2’11) 등 목적어가 전

치되는 경우가 보였다. 의문대명사 목적어가 後置되는 예는 단지 하나밖에 없었다.

비록 《左傳》과 ｢논어에서 동사의 뒤에 후치한 ‘何’가 각기 하나씩밖에 안 되지만,

본고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도 그 이유가 있다

고 생각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한다.

1) ‘何’자구는 25개이다. 그 의미구조12)는 다음과 같다.

‘何’: +[[-유정, ±추상]O___]

7) 何乐士, <《左傳》 中的‘何’字>, 長沙: 《古漢語論集》, 湖南教育出版社, (2), 1988,

294쪽 참조.

8) 楊伯俊, 何乐士, 《古汉语语法及其发展》, 北京: 《语文出版社》, 1992. 786쪽 참조.

9) 何乐士, <《左傳》 中的‘何’字>, 長沙: 《古漢語論集》, 湖南教育出版社, (2), 1988,

261쪽 참조.

10) 李梦生, 《十三经译注-左传译注(左傳⋅哀公11)》,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0(2004),

1333쪽 참조.

11) 본고에서는 ‘何’, ‘焉’, ‘谁’, ‘奚 ’를 목적어로 하는 문장에서 이들이 전치되는 경우, 이런 

문장을 ‘何자구’, ‘焉자구’, ‘谁자구’, ‘奚자구’로 칭한다.

12) 본고의 ‘동사 목적어 전치구’와 ‘전치사 목적어 전치구’ 분석에서는 汤廷池의 격문법의 

9가지 분류인 행위자격(Agent), 경험자격(Experiencer), 대상격(Object), 도구격

(Instrument), 결과격(Result), 기점격(Source), 착점격(Goal), 장소격(Locative),

시간격(Time) 등 아홉 개 분류를 토대로 의미구조를  분석하였다, 汤廷池 저, 박종한 

옮김, 《중국어 변형 생성문법》, 서울: 학고방, 1990, 85-10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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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1) 吾何執？執御乎？執射乎？吾執御矣｡)
(내가 무었을 할까? 마차를 몰까? 활을 쏠까? 차라리 마차를 몰자.)13)(9.2)

(2) 內省不疚, 夫何憂何懼？
(마음속으로 당당하다면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지 

않는가?)(12.4)

(3) 何謂也?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2.5)

(4) 能以禮讓為國乎？何有？不能以禮讓為國, 如禮何？
(예법과 겸양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가?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

가? 만약 예법과 겸양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의를 대하

겠는가?)(4.13)

위의 예문 (1)에서 ‘何執？’는 화자가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듣는 사람의 관심

을 유발하고 듣는 사람의 연상을 이끌어내려고 일부러 한 하나의 설문이다. 이런 

설문은 의문대명사를 사용하여 만들어진다. 화자는 의문의 형식으로 설문을 한 다

음 스스로 대답을 하게 되는데, 이런 설문은 결코 상대방의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

니고, 단지 상대방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이런 방법은 선진

시기 중국어에서 사용하였던 매우 중요한 수식방법 중의 하나로서 화용론적인 기능

을 발휘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사료된다.

위의 예문 (2)는 반문구이다. 이런 반문구는 의문이 있어서 반문을 하는 것이 아

니라, 역시 자주 사용하는 하나의 수식방법으로서 의문과 감탄 두 가지 어기를 동

시에 나타내는데, 주로 화자가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쓰이는 수식법 중의 

하나이다.

위의 예문 (3)과 예문 (4)는 ‘何謂(무엇을 뜻하는가?)’, ‘何有(무엇이 있겠는

가?)’라는 상용 어투로 쓰인 문장이다. 이런 상용어투로 쓰인 구조는 ‘何謂’, ‘何有’

외에도 ‘何爲(무엇을 하는 것인가?)’, ‘何以(무엇을 하겠는가?)’, ‘何如(무엇과 같은

13) 본고의 논어에 대한 해석은 류종목과 장호들의 해석을 참고하였다, 류종목, 《論語의 

문법적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2010, 張皓得, 《論語와 함께 배우는 고대중국어 

문법》, 용인: 교학출판사,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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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어떠한가?)’ 등이 있다. 이런 문장들은 의문대명사 ‘何’외에 ‘谁’, ‘奚’를 사용하

여 문제를 제기하고, 위의 예문 (2)의 상황과는 다르게 상대방의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문장의 말미에는 통상적으로는 의문을 나타내는 어기조사를 사용하지 

않는데, 만약 사용하게 되면, ‘乎’, ‘也’, ‘焉’을 사용하는데, 현대중국어의 ‘呢’로 번

역할 수 있다.

楊伯俊(2010)14)에 의하면 ‘何有(무엇이 있겠는가?)’는 春秋戰國시기의 상용어

다. 이는 ‘어려움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何有’가 ‘有何’의 목적어 전

치형식이기에 이런 상용어인 ‘何有’가 春秋戰國시기에 보편적으로 많이 쓰였다는 

것은 의문대명사 ‘何’의 전치목적어 현상이 이시기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들 중 특히 ‘何如(무엇과 같은가?/어떠한가?)’는 《논어》에서 21번이나 나타났

는데, 그 사용 빈도가 다른 동사의 앞에 위치한 ‘何’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 목

적어 전치 ‘何(25)’의 84%나 차지하고 있다. 사용빈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

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한 중국어 발전추세에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

었다는 증거가 되겠다.

중국어 단어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음절화(双音节化)가 그 추세라는 것은 이

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15) 높은 사용빈도와 이음절화에 부합되는 구조는 ‘何如’

로 하여금 고대중국어에서 그가 이 음절 離合動詞로 발전하는데 기초를 닦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상용어투로 쓰인 구조는 당시 이미 많이 고정이 되어 현

대중국어에 이르러 ‘怎么样?如何?(어떠한가?)’라는 뜻으로 쓰이는 고정된 구조가 

되었다.

그렇다면 ‘何如’와 현대중국어의 ‘如何’는 어떤 관계일까? 구조로 따지자면 ‘何如’

는 ‘OV’이고, ‘如何’는 ‘VO’인데, ‘如何’가 단순히 ‘何如’의 後置로 생겨난 것일까?

본고는 ‘如何’가 단순히 ‘何如’의 후치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들은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 형성된 것이고 현대중국어에 이르러 ‘如何’로 통일이 된 것이라고 생각

한다.

14) 楊伯俊, 《論語譯註》, 北京: 中華書局, 2010(1958) 참조.

15) 屈云柱, <《论语》宾语前置之分析>, 济南: 《山东师大学报(社会科学版)》, (1), 1992,

6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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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何如’와 ‘如何’는 선진시기부터 이미 고정된 형식으로 쓰였고, 의미도 원래

의 ‘…과 같다’에서 ‘怎么样(어떠한가)’ 혹은 ‘怎样(어떻게)’로 변하였다. ‘如何’는 단

순히 ‘何如’에서 목적어 전치가 후치로 변화하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如之何’에

서 ‘之’가 생략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본고는 생각한다.

아래에 《논어》에 나온 예문들을 분석해 보겠다.

(5) 季康子問: ｢使民敬､ 忠以勸, 如之何？｣
(인민들로 하여금 존경하게 하고, 나라에 충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

는가요?)(2.20)

(6) 定公問: ｢君使臣, 臣事君, 如之何？｣
(정공이 물었다: “군주가 대신을 부리고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데 어떻게 해

야 합니까?”)(3.19)

위의 예문 (5)와 (6)을 보면, ‘如之何’에서 ‘何’는 원래 목적어가 아닌 ‘술어’였을 

것이다. ‘如之何’는 ‘VP1+NP+VP2’구조이고, 이 중 ‘VP2(何)’는 ‘어떠한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술어이다. ‘如之何’는 ‘이렇게 하면 어떠한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

는 연동구조로 볼 수도 있고, ‘VP1+NP (如之-이렇게 하다)’가 술어 ‘VP2(何 -어

떠한가?)’의 앞에서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如之何’는 논

어에 모두 16 번 출현하였다. 이런 높은 사용 빈도는 또한 높은 수요가 있다는 것

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한 노출이 그 만큼 많다는 증거다. 그 당시의 수요로 인하

여 ‘VP1(如)+NP(之)+VP2(何)’구조가 선진시기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또한 중국

어의 이음절화(双音节化)와 맞물려 ‘VP1(如)+NP(之)+VP2(何)’구조는 압축과정

에서 ‘NP(之)’가 탈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VP1(如)+NP(之)+VP2(何)’구조는 

‘VP1(如)+VP2(何)’구조로 변화하였다. 재분석을 통하여 ‘VP2(何)’가 ‘VP1(如)’의 

목적어로 자연스럽게 역할이 바뀌게 되었다. 즉 ‘VP1(如)+VP2(何)’는 ‘VP

(如)+NP(何)’로 재분석되었을 것이다.

‘如之何’ 중의 ‘之’가 생략되면서 술어이었던 ‘何’가 목적어위치에 놓이면서 자연스

럽게 목적어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때의 ‘何’는 선진시기 의문대명사 목적어

가 전치해야 하는 엄격한 규칙의 제한을 받지 않고 술어의 뒤에 위치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원류가 서로 다른 ‘何如’와 ‘如何’는 나중에 중국어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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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발전단계를 거쳐 하나로 합쳐졌을 것이다. 때문에 ‘何如’는 단순히 ‘如何’의 목적

어 전치 현상으로 인하여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본고는 본다. ‘如何’⋅‘如之何’와 유

사한 구조인  ‘奈何’⋅ ‘奈之何’, ‘若何’⋅‘若之何’ 등등도 ‘如何’⋅‘如之何’와 같은 변

화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奈之何’, ‘若之何’ 등에서 ‘何’는 술어이고, ‘奈之’,

‘若之’는 부사어다. ‘奈之’, ‘若之’와 ‘何’는 원래 따로 나누어 통사 분석을 할 수 있

는 것들이었지만, 일정 기간의 연용을 경과한 후 하나의 고정된 구조로 굳어지면서 

‘如何’와 같은 루트로  ‘奈何’, ‘若何’와 같은 구조가 생겨났다.

즉 ‘何如’, ‘如之何’, ‘如何’의 의미구조를 통해서도 위의 결론이 나온다.

‘何如’: +[[-유정, +추상]O___]

‘如之何’: +[[-유정, +추상]O___] → [___之[-유정, +추상]O] → +[___[-유정, +추상]O]

‘如何’: +[___[-유정, +추상]O]

廖振佑(1998)는 선진시기의 이중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를 고찰하면서 ‘謂’를 ‘謂

命類’에 속하는 동사로 분류하였다.16)

劉宋川(1998)도 廖振佑의 이런 주장에 동의하면서 ‘謂’는 이중목적어 구조 ‘謂

+O1+O2’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君取於吳為同姓, 謂之吳孟子｡)(논
어⋅述而 -7.31)”처럼 ‘謂+O1+O2’ 구조 중의 ‘O1’은 대명사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술어의 목적어가 의문대명사가 아니고, 일반 대명사라면 전치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O1’이 의문대명사 ‘何’라면 전치하게 되어 ‘何謂’가 될 것이

라고 하였다.17)

王力(1981)은 “의문대명사 목적어전치규칙은 부정문 대명사 목적어전치보다도 

엄격 하고, 여기에 예외는 거의 없다.”18)고 하였는데, 사실과 맞지 않다. 《논어》에 

의문대명사 목적어가 後置되는 예인 ‘子夏云何？(자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

가?)’가 하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子張曰:｢子夏云何？｣(19.3)”처럼, 의문대명

16) 廖振佑, 《先秦書面語的雙賓語動詞類型, 古漢語語法論集》, 1998, 417-430쪽 참조.

17) 劉宋川, 《先秦雙賓語結構考察, 古漢語語法論集》, 1998, 445쪽 참조.

18) 王力, 《古代漢語(1)》: ｢疑问代词宾语前置的规则, 比否定句代词宾语前置的规则更严

格, 可以说基本上没有例外｡)｣, (北京: 中華書局, 1981), 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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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何’가 後置되는 문장이 《논어》에 비록 하나밖에 출현하지 않았지만 그 현상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後置의 이유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李林(1996)19)의 관점으로라면 이를 

해석할 수 있을 것도 같다. 李林은 선진시기의 목적어 전치를 도치된 것으로 보지 

않고, 元始漢藏語의 잔존형식으로 보았다. 즉 그는 원시중국어가 ‘OV’언어라고 주

장하는 것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이러한 잔존형식이 일반적인 후치 형식으로 바

뀌는 과도시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이런 주장에 

대해 좀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과연 이런 목적어 전치가 元始漢

藏語의 잔존형식일까? 그의 주장대로라면 遠古중국어는 ‘SOV’언어라는 것인데, 과

연 그의 주장이 맞을까? 여기에 관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다.

2) ‘焉’자구는 3개이다.

(7) 直道而事人, 焉往而不三黜？
(정직하게 일을 한다면 어디를 가든 계속 면직을 당하지 않겠소?)(18.2)

(8) 公孫朝問於子貢曰: ｢仲尼焉學？｣
(공손조가 자공에게 물었다: “공자께서 어디에서 배운 것인가?)(19.22)

(9) 欲仁而得仁, 又焉貪？
(인과 덕을 갖고 싶으니 인과 덕을 얻었는데, 또 무엇을 탐하겠는가?)(20.2)

‘焉’자구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다.

‘焉’: +[[-유정, +추상]L___]

+[[-유정, +추상]O___]

3) ‘谁’자구는 4개이다.

(10) 吾誰欺？欺天乎？
(내가 누구를 기만하겠는가? 하늘을 기만하겠는가?)(9.12)

19) 李林, 《古代漢語語法分析》, 北京: 中国社会科学院出版社, 1996, 10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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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吾之於人也, 誰毀誰譽？
(내가 사람들을 대하면서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칭찬했단 말인가?)(1

5.25)

‘谁’자구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다.

‘谁’: +[[+유정, +추상]O___]

위의 예문 (10)를 보면 대명사 ‘誰’는 술어의 앞에 위치하고 있지만, 명사 목적어 

‘天’은 술어의 뒤에 위치하고 있다.

4) ‘奚’자구는 2개이다.

(12) 子曰: ｢相維辟公, 天子穆穆, 奚取於三家之堂？｣
(‘제후들은 제사를 돕고, 천자는 엄숙하게 그곳에서 제사를 주도한다.’라는 

말은 三家(제후들)의 조상 제사에 쓰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

까?)(3.2)

(13) 子路曰: ｢衛君待子而為政, 子將奚先？｣
(子路가 말했다: “衛君은 당신이 가서 나라를 다스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데, 당신은 먼저 무엇을 할 것 입니까?)(13.3)

‘奚’자구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다.

‘奚’: +[[-유정, +추상]O___]

의문대명사 ‘何’를 제외한 다른 의문대명사(‘焉’, ‘谁’, ‘奚’)는 모두 동사의 앞에 

전치되었다. 《논어》에서 의문대명사가 전치되지 않고 후치된 예는 단지 아래의 하

나밖에 없다.

(14) 子張曰: ｢子夏云何？｣
(子張이 말을 했다: “자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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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대명

사

전

치
의미구조

후

치
의미구조

전치

비율

何 25 +[[-유정, ±추상]O___] 1 +[___[-유정, +추상]O] 96.2

焉
1 +[[-유정, +추상]L___] 0

100
2 +[[-유정, +추상]O___] 0

谁 4 +[[+유정, +추상]O__] 0 100

奚 3 +[[-유정, +추상]O___] 0 100

총수 35 1 96.3

위의 예문 (14)에서 목적어 ‘何’는 다른 목적어 ‘何’와 달리 술어의 뒤에 위치하

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은 의미구조를 갖고 있다.

‘何’: +[___[-유정, +추상]O]

위의 내용을 아래의 표로 정리한다.

표(1)

그렇다면, 의문대명사 말고 일반대명사가 동사의 목적어가 되어도 전치하게 되는

가? 이런 상황을 《논어》에서 살펴본 결과 일반대명사가 동사의 목적어가 되는 예는 

총 5번 출현하였는데, 모두 동사의 뒤에 後置되어 있다.

(15) 夫子至於是邦也, 必聞其政, 求之與？抑與之與？
(공자께서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반드시 그 나라의 政事를 듣게 되는데,

공자가 요구하여 듣게 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스스로 알려준 것

일까?)(1.10)

(16) 文王既沒, 文不在茲乎？
(문왕이 죽으면 모든 문화유산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9.5)

(17) 有父兄在, 如之何其聞斯行之？
(아버지와 형님이 계시는데, 어찌 듣자마자 행동에 옮길 수 있겠는가?)(1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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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명사
전치 의미구조 후치 의미구조

之 0 - 3 +[___[-유정, +추상]O]

茲 0 - 1 +[___[+유정, +추상]O]

斯 0 - 1 +[___[-유정, +추상]O]

위의 예문 (15)-(17)를 보면 일반대명사인 ‘之(3)’, ‘茲’, ‘斯’는 비록 의문문(疑

问句) 속에 쓰였지만, 의문대명사는 아니다. 이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모두 후치되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대명사로 쓰인 ‘之’, ‘茲’, ‘斯’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

다.

‘之’: +[___[-유정, +추상]O]

‘茲’: +[___[+유정, +추상]O]

‘斯’: +[___[-유정, +추상]O]

표(2)

그렇다면 왜 의문대명사 목적어는 모두 전치가 되고(비록 예외는 하나 있지만),

일반대명사 목적어는 모두 후치가 되었을까? 그리고 의문대명사 목적어 중의 하나

만 왜 전치되지 않고 후치 되었을까? 이런 예외적인 현상은 무엇을 설명해주고 있

는 것일까? 중국어의 목적어는 전치에서 후치로 발전한 것일까? 아니면 원래 후치

인데, 의문대명사와 기타 환경 조건하에서만 전치하게 되었는가?

2. 부정문 속의 대명사 목적어 전치

《논어》 부정문중 ‘不’부정문은 17개이고, ‘莫’부정문은 7개이고, ‘未’부정문은 7개

이고, ‘毋’부정문은 2개이고, ‘末’부정문은 1개이다. 이런 부정문 중 대명사 목적어

의 전치/후치 분포는 다음과 같다.

1) 목적어가 전치되는 문장(부정사+O+V)은 22개인데, 이중 ‘不’부정문은 6개

이고, ‘莫’부정문은 7개이고, ‘未’부정문은 6개이고, ‘毋’부정문은 2개이고, ‘末’부정

문은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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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18) 日月逝矣, 岁不我與｡)
(세월은 흘러가면 다시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17.1)

(19) 不患人之不己知, 患不知人也｡)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은 걱정되지 않지만, 내가 다른 사람

을 모를까 걱정이다.)(1.16)

(20) 子曰:莫我知也夫｡)
(공자가 말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구나.)(14.35)

(21) 不好犯上而好作乱者, 未之有也｡)
(상사를 거역하지 않고 난폭한 사람은 거의 없다.)(1.2)

(22) 子曰: ｢以吾一日長乎爾, 毋吾以也｡)
(공자가 말했다: 내가 너희들 보다 나이가 많아서 나를 쓰는 사람이 없구

나.)(11.26)

(23) 果哉, 末之难矣｡)
(결단성이 있구나. 그를 어떻게 설득할 수가 없겠네.)(14.39)

부정문 속의 대명사 목적어가 전치되는 예문들의 의미구조는 아래와 같다.

+[Neg[+유정, +추상]O___]

2) 목적어가 후치되는 문장(부정사+V+O)은 12개인데, 이중 ‘不’부정문은 11개

이고, ‘未’부정문은 1개이다. ‘莫’부정문, ‘毋’부정문, ‘末’부정문은 출현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24) 祭肉不出三日｡)出三日, 不食之矣｡)
(제사에 쓰였던 고기는 삼일을 넘기지 않는다. 삼일을 넘기면 먹지 않는

다.)(10.9)

(25) 子曰: ｢主忠信, 毋(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
(공자가 말했다: 忠信을 중요한 도덕으로 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는 

사귀지 말아야 한다.)(9.25)

(26) 子曰: ｢鄙夫可與事君也與哉？其未得之也, 患得之；既得之, 患失之｡)苟
患失之, 無所不至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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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정

사

전

치

+

후

치

전치

(대명사 분포 및 의미구조)

후치

(대명사 분포 및 의미구조)

전

치

비

율

%

不
17

6(己3, 吾2, 我1 ): 10(之7, 己2, 是1):

35
+[Neg[+유정, +추상]O___]

7(之7):

+[Neg[-유정, +추상]O___]

3(己2, 是1):

+[Neg[+유정, +추상]O___]

1(兹1):

+[Neg[+유정, +추상]L___]

莫 7
7(之3, 己2, 我1, 予1):

+[Neg[+유정, +추상]O___]
0 100

未 7
6(之6):

+[Neg[+유정, +추상]O___]

1(之1)

+[Neg[-유정, +추상]O___]
86

(어찌 비루한 사람과 함께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은 벼슬을 

얻지 못했을 때는 그것을 얻기 위해 안달하고, 벼슬을 얻고 나면 그것을 

잃을 가봐 걱정한다. 참으로 벼슬을 잃을까 두려울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

리지 않을 것이다.)(17.15)

(27) 文王既沒, 文不在茲乎？
(문왕이 죽으면 모든 문화는 나한테 남는 것 아닌가?)(9.5)

부정문 속의 대명사 목적어가 후치되는 예문들의 의미구조는 아래와 같은 세 가

지이다.

+[Neg[-유정, +추상]O___]

+[Neg[+유정, +추상]O___]

+[Neg[+유정, +추상]L___]

부정문 속의 대명사 목적어 전치현황을 아래의 표로 정리한다:

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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毋 2
2(吾1, 自1):

+[Neg[+유정, +추상]O___]
0 100

3. 조사 ‘是/之’ 復指목적어 전치

1) ‘是’ 復指목적어 전치(O+是+V)의 예문은 2개이다.

(28) 周有大賚, 善人是富｡)
(주나라에서 제후들을 많이 봉해 많은 선인들을 부유하게 했다.)(20.1)

(긍정)

(29) 求！無乃爾是過與？
(冉求! 당신을 책망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16.1) (반문)

‘是’ 復指목적어 전치구들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다.

+[[+유정, +추상]O是___]

2) ‘之’ 復指목적어 전치(O+之+V)의 예문은 9개이다.

(30) 吾以子為異之問, 曾由與求之問｡)
(나는 자네가 다른 사람을 물어보는 줄 알았는데, 由와 求를 물어본 것이

구나.)(11.24)(서술)

(31) 對曰: ｢吾斯之未能信｡)｣
(그는 대답하였다: 나는 이것에 대하여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5.6)

(서술)

(32) 子曰: ｢父母唯其疾之憂｡)｣ 
(공자가 말했다: 부모는 오직 자식의 병을 걱정할 뿐이다.)(2.6)(서술)

‘之’ 復指목적어 전치구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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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 +추상]O之___]

+[[-유정, +추상]O之___]

3) ‘斯之谓’라는 구조의 예문은 2개다. ‘斯之谓’는 ‘此之谓’ 혹은 ‘是之谓’로도 쓰

이는데, 이런 구조는 화자가 인용한 인용문의 바로 뒤에서 經典을 인용하여 사물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들 구조는 감탄을 나타내는 어기조사 ‘與’를 동반하

는데, 그 의미는 ‘바로 이런 말이다.’로 풀이할 수 있다.

(33) 子貢曰: ｢詩云: 如切如磋, 如琢如磨｡)其斯之謂與？｣
(子貢이 말했다: 시경에서는뼈나 뿔 상아를 다루는 것처럼, 먼저 쪼개고,

다음은 다듬고, 그리고는 조각을 하고, 마지막에 윤기 나게 닦는다.라고 

하였는데, 바로 이런 뜻이죠?)(1.15) (반문)

(34) 伯夷叔齊餓於首陽之下, 民到于今稱之｡)其斯之謂與？ 
(伯夷와 叔齊가 首陽山 밑에서 餓死했는데, 백성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들

을 칭송하고 있다. 바로 이론 뜻이겠죠?)(16.12)(반문)

‘斯之谓’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다.

+[[-유정, +추상]O之___]

4) ‘何+목적어+之有’라는 구조의 예문은 3개다. 이런 구조는 상고시기 목적어 

전치 현상 중의 고정적인 구조이다. 이런 구조는 반문의 어조를 나타내는데, ‘무엇

이 …다고 …하는 것인가?’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35) 君子居之, 何陋之有?

(군자가 거주하고 있으면 누추하지 않을 것이다.)(9.14)

(36) 夫子焉不学, 而亦何常师之有?

(나의 스승은 어디에서는 배운다. 전문적인 스승이 전수할 필요가 뭐가 있

겠는가?)(19.22)

(37) 未之思也, 何远之有?

(그가 보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보고싶다면 거리가 먼 것이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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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수량 의미구조
비율

%

‘是’復指목적어 전치 2 +[[+유정, +추상]O是__] 12.5

‘之’復指목적어 전치 9
6 +[[+유정, +추상]O之__] 37.5

3 +[[-유정, +추상]O之___] 18.8

‘何+목적어+之有’ 구조 3 +[[-유정, +추상]O之___] 18.7

‘斯之谓’구조 2 +[[-유정, +추상]O之___] 12.5

되겠느냐?)(9.31)

‘是/之’ 復指목적어 전치의 분석을 표로 정리한다면:

표(4)

《논어》에서 ‘是/之’ 復指목적어 전치는 특수 목적어전치 중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은 ‘강조’를 나타내는데, 특히 ‘斯之谓’와 ‘何+목적어+之有’등과 같

은 구조는 그때 이미 고정적인 구조로 쓰였다.

기타 先秦時期의 다른 문헌들을 고찰해보면, ‘是/之’ 외에도 ‘焉’, ‘實’, ‘斯’, ‘乎’,

‘於’ 등 復指목적어 전치도 출현하였는데, 《논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是/之’ 復指목적어 전치 중 ‘是’ 復指목적어 전치는 ‘긍정’을 나타내기도 하고 ‘반

문’을 나타내기도 한다.

Ⅲ. 전치사 목적어 전치

《논어》에는 동사 목적어의 전치 외에 전치사 목적어의 전치현상도 매우 많이 나

타났다. 전치사 목적어의 전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의문

문 중 의문대명사 목적어의 전치현상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서술문 중 전치사 ‘以’의 

목적어가 전치하는 현상이다.



94 《中國文學硏究》⋅제52집

1. 의문대명사 목적어 전치

동사의 의문대명사 목적어가 전치하는 것처럼 《논어》에서는 전치사의 의문대명사 

목적어도 전치하게 된다. 《논어》에 이런 전치사의 의문대명사 목적어가 전치된 예

문은 14개 출현했다.

(38) 孔文子何以谓之‘文’也?

(어찌하여 孔文子를 ‘文’이라 칭하는 것입니까?)(5.15)

(39) 丘何为是栖栖者也?

(당신은 어찌하여 이렇게 바쁩니까?)(14.32)

(40) 子路宿於石门, 晨门曰:“奚自?”

(子路가 石门에서 하루 밤 묵고 아침 일찍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

지기가 물었다: “어디에서 왔나요?)(14.38)

전치사의 의문대명사 목적어가 전치된 예문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다.

(3): +[[+유정, +추상]O___X°]20)

(9): +[[-유정, +추상]O___X°]

(2): +[[-유정, +추상]L___X°]

《논어》 중의 전치사 의문대명사 목적어의 전치에는 주로 ‘何’를 가장 많이 사용하

였다. 14개의 예문 중 12개에 ‘何’가 들어 있다. 나머지 두 개는 ‘奚’이다. 이들 의

문대명사 목적어 중 ‘何以’가 8개, ‘何用’이 1개, ‘何爲’가 3개이다. ‘何用’과 ‘何以’는 

같은 뜻으로 쓰였다. 《논어》에서 다량으로 쓰였던 ‘何以’는 그 생명력이 매우 강해 

현대중국어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何以如此?(어떻게 이렇게까지 

했는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중국어의 전치사는 대부분 동사에서 虛化되어 온 것이기에 동사와 유사한 특징

을 갖고 있어, 당시 동사의 의문대명사 목적어가 전치하였기에 전치사의 의문대명

사 목적어도 동사의 의문대명사 목적어를 닮아 전치를 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20) 본고에서 ‘X°’는 전치사구의 술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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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수량 의미구조 비율%

의문대명사

목적어 전치
14 3 +[[+유정, +추상]O___X°] 10.3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하여 전치했을 수도 있다.

2. 전치사 ‘以’의 목적어 전치

전치사 ‘以’는 원래 ‘사용하다, 생각하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다. 그러나 점차 허

화되어 《논어》에는 전치사로 쓰인 문장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중 15개가 전치사 

‘以’의 목적어가 전치된 문장이다. ‘是以’의 형식으로는 3번 출현하였다. 예를 들자

면,

(41) 参乎! 吾道一以惯之｡)
(曾参아! 나의 학설은 하나의 기본적인 개념이 관철되어 있단다.)(4.15)

(42) 诗三百, 一言以蔽之, 曰: 思無邪｡)
(시경 300편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사상이 순결하고 바르다’고 할 수 있

다.)(2.2)

(43) 君子义以为质, 禮以行之, 孙以出之, 信以成之, 君子哉!

(군자는 의를 바탕으로 삼고, 예에 따라 행동하며, 겸손한 태도로 말하고,

신의로 일을 성사시키는 것이니, 그래야 군자이니라!)(15.18)

(44) 雖小道, 必有可觀者焉；致遠恐泥, 是以君子不為也｡)
(비록 작은 기예라도 반드시 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크고 원대한 도를 

구하는데 방해가 될까 두려워 군자는 그런 것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다.)(1

9.4)

전치사 ‘以’의 목적어가 전치된 문장의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다.

+[[-유정, +추상]I___X°]

위의 분석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하겠다.

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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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정, +추상]O___X°] 31.0

2 +[[-유정, +추상]L___X°] 6.89

전치사 ‘以’의

목적어 전치
15

12

‘以’의 

목적어 

전치

+[[-유정, +추상]I___X°] 41.4

3
‘是以’의 

형식
+[[-유정, +추상]I___X°] 10.3

Ⅳ. 목적어 前置의 원인 분석

《논어》 중의 목적어전치현상을 다루다 보면 중국어 중의 부분적인 목적어가 전치

에서 후치로 발전한 흔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어의 목적어는 술어가 지배

하는 대상이 된다. 때문에 술어의 뒤에 위치하는 것이 중국어의 어순이다. 그러나 

周나라 이전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이런 목적어가 거의 모두 술어의 앞에 전치되

어 있었다. 이는 상고중국어에만 존재했었던 특수어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周나라에 이르러 대명사목적어는 조건부로 술어의 앞에 위치하게 되었고, 나아가 

《논어》가 완성된 戰國 시대에서는 대명사목적어의 후치도 꽤 나타났다.

屈云柱(1992)는 그의 논문 ‘《论语》宾语前置之分析’에서 “의문대명사가 목적어일 

때는 반드시 전치가 된다. 이런 문장이 《논어》에서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21)고 

하였는데, 그의 말은 틀렸다. 왜냐하면 예외가 하나 있기 때문이다. “子張曰: ｢子夏
云何？｣(子張이 말을 했다: “자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19.3)”

표(1)~표(5)를 다음과 같은 표로 묶을 수 있다.

21) 屈云柱, <《论语》宾语前置之分析>: ｢疑问代词做宾语必须将宾语前置, 这种句子在论
语中没有一个例外, 可见这是有重要原因的｡)｣, (济南:《山东师大学报(社会科学版)》,

(1), 1992),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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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전치

전

치
의미구조

후

치
의미구조

전치

비율

%

동

의문대

명사

何 25 +[[-유정, ±추상]O___] 1 +[___[-유정, +추상]O]

97
焉

1 +[[-유정, +추상]L___] 0 -

2 +[[-유정,+추상]O___] 0 -

谁 4 +[[+유정, +추상]O__] 0 -

奚 3 +[[-유정,+추상]O___] 0 -

일반대

명사

之 0 - 3 +[___[-유정, +추상]O]

0茲 0 - 1 +[___[+유정, +추상]O]

斯 0 - 1 +[___[-유정, +추상]O]

부정문

대명사

不

6 +[Neg[+유정,+추상]O___] 7 +[Neg[-유정, +추상]O___]

353 +[Neg[+유정, +추상]O__]

1 +[Neg[+유정, +추상]L__]

莫 7 +[Neg[+유정,+추상]O___] 0 - 100

未 7 +[Neg[+유정,+추상]O___] 1 +[Neg[-유정, +추상]O___] 88

毋 2 +[Neg[+유정,+추상]O___] 0 - 100

復指

是 2 +[[+유정, +추상]O是__] 0 - 100

之
6 +[[+유정, +추상]O之__] 0 -

100
3 +[[-유정, +추상]O之___] 0 -

3
‘何+목적어+之有’ 구조:

+[[-유정, +추상]O之___]
0 - 100

2
‘斯之谓’구조:

+[[-유정, +추상]O之___]
0 - 100

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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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문대

명사

3 +[[+유정,+추상]O___X°] 0 - 100

9 +[[-유정,+추상]O___X°] 0 - 100

2 +[[-유정,+추상]L___X°] 0 - 100

일반대

명사
以

12
‘以’의 목적어 전치:

+[[-유정,+추상]I___X°]
0 - 100

3
‘是以’의 형식:

+[[-유정,+추상]I___X°]
0 - 100

위의 분석을 토대로 동사 목적어의 전치와 전치사 목적어의 전치의 의미구조를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논어》에는 동사의 목적어든 전치사의 목적어든 전치가 대부분을 차지한

다, 그리고 목적어의 의미구조를 분석해보면 대부분 격관계가 대상격(Object)인 

[+유정,+추상]O 구조이고 일부 격관계가 장소격(Locative), 도구격(Instrument)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본고 생각에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이 시기 의문대명사 ‘何’를 

사용하고 있는 문장 중 후치를 한 문장이 하나 있다는 점이다. 비록 “예문이 열 개

가 되지 않으면 그 논증은 근거가 빈약하다.(例不十, 论不正)”이라는 말이 있긴 하

지만, 《논어》가 완성된 춘추전국시대에 의문대명사 목적어가 모두 전치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전치가 후치로 바뀌고 있는 시

점이 이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모든 시작은 ‘1’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셋째. 분석을 통해 전치되고 있는 대명사의 의미구조가 대상격(Object), 장소격

(Locative)과 도구격(Instrument) 등으로 한정이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의미구조

가 전치의 원인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통사적인 기능이 전치의 

원인으로 보인다.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논어》에서는 의문대명사, 부정문, ‘是/之’ 復指목적어

가 전치되고, 일반 대명사 목적어는 전치되지 않는다. 위의분석을 토대로 《논어》

중 목적어의 전치와 전치가 후치로의 변천의 원인이 아래의 것들이 아닐까 생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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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논어》 중의 목적어 전치현상을 고찰해보면, 이런 목적어 자체가 모두 화

자가 상대에게 급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화자는 이

들을 전치하여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갑골문 때부터 대명사는 

전치되어 사용해왔었기 때문에 戰國시기에도 이런 상고 중국어의 어순을 따르려고 

목적어를 전치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정문 중의 전치목적어는 위의 1)의 원인으로 인해 대부분(22개 65%)이 

전치되었지만, 후치된 것도 12(35%)개 있다. 그렇다면, 부정문에서 35%나 되는 

대명사가  전치되어야 하는 대세를 거스르고 후치된 원인은 무엇일까? 후치된 12

개의 예문을 살펴보면 이런 문장들은 강렬한 이미지가 없고, 의문대명사 목적어 전

치처럼 강조를 나타낼 필요도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는 문법발전과

정 중의  닮아가기(類化)일 가능성이 장기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일 수도 있

다. 즉 기존의 중국어의 ‘V+O’구조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葉蜚聲(1986)도 그의 저서 语言学概论에서 다음과 같은 서술

을 했다. “규칙성, 조리를 따지는 것은 언어의 기본적인 기능이다.”; “닮아가기는 문

법발전과정에서의 굴곡을 없애고 새로운 규칙의 적용범위를 넓히는데 있어서 조절하

고 바로잡는 작용을 한다. 이런 작용이 언어에 더 현저한 조리를 가져다주었다.”22)

중국어는 상고시기부터 ‘V+O’구조가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목적어전치는 특

수어순에 속하는 매우 작은 부분이다. 중국어의 발전과정에서 문법의 닮아가기의 

작용으로 ‘O+V’구조는 점차 대세인 ‘V+O’구조를 닮아가면서 西漢 이후에는 

‘O+V’구조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논어》가 완성된 戰國시대는 목적어구조 

‘O+V’가  ‘V+O’구조로 발전하고 있는 과도기이었기에 부정문중 후치가 35%나 나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셋째, 의문대명사 전치 중의 유일한 예외인 ‘子夏云何？’역시 이런 과도기에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子夏云何？’를 살펴보면, 굳이 화자가 

‘何’가 대신하고 있는 것을 강조 할 필요도 느낄 수 없는 상황이기에 후치보다 전치

를 택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논어》 시대 의문대명사 목적

22) 葉蜚聲, 《语言学概论》: ｢规律性､ 条理性是语言的基本职能所要求的, 类推作用铲平语法

中的坎坷推广新规则的适用范围, 起着调整整顿的作用, 给语言带来更大的条理性｡)｣(北京:

商务印书馆, 1986), 242-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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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置 先秦 西漢 東漢 魏晉南北朝 唐五代

부정문

중의

대명사

34.50% 53.60% 73.90% 83.33% 93.33%

어가 예외인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전치되었는데, 부정문중의 대명사 목적

어는 35%나 후치된 현상에도 과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의문대명사 목

적어의 특수한 修辭작용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의문대명사 목적어는 목적어를 강

조하거나, 의문 감탄을 강조하는 작용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매우 

강하여, 현대중국어에서는 아직도 ‘何去何从’ 등과 같은 강조하기 위하여 의문대명

사 목적어를 전치하는 문장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之’, ‘是’를 사용하여 조사 ‘是/

之’ 復指목적어 전치를 한 구조 역시 현대중국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같

은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예를 들면, ‘何罪之有, 唯利是图, 唯命是从’등 ‘是/

之’ 復指목적어 전치구가 현대중국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일 수 있

다.

Ⅴ. 前置에서 後置로의 변천 분석

중국어의 목적어는 술어가 지배하는 대상이 된다. 때문에 술어의 뒤에 위치하는 

것이 중국어의 어순이다. 그러나 周나라 이전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이런 목적어

가 거의 모두 술어의 앞에 전치되어 있었다. 이는 상고중국어에만 존재했었던 특수

어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周나라에 이르러 대명사목적어는 조건부로 술어의 

앞에 위치하게 되었고, 나아가 《논어》가 완성된 戰國 시대에서는 대명사목적어의 

후치도 꽤 나타났다. 아래에 여러 학자들의 연구와 본고의 《논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목적어가 전치에서 후치로의 변천과정을 서술해 보겠다.

于萍(2003:11-19)의 통계에 따라 선진시기부터 唐五代까지 부정문과 의문문 

중의 대명사 목적어 전치가 후치로의 변천과정을 다음 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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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문

중의

대명사

0.64% 5.60% 2.18% 6.98% 73.76%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先秦시기부터 부정문 중의 대명사 목적어는 전치할 

수도 있고, 후치할 수도 있었는데, 전치가 훨씬 더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후치의 수가 점점 더 늘면서 東漢에 이르러 부정문 중의 대명사 목적어후치는 

73.90%가 되어 후치가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부정문 중의 대

명사 목적어가 후치로의 변천은 점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문문 중의 대명사 목적어가 후치로의 변천은 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매

우 느렸고, 발전상황도 균형적이지 못했다. 선진시기 의문대명사 목적어는 거의 모

두가 전치되었고, 후치는 그 수가 매우 적어 0.64%밖에 없었다. 西漢이후 후치의 

수는 점점 많아졌지만, 증가속도가 매우 느려 5.60%밖에 안 된다. 魏晉南北朝에

도 7%를 넘지 못했다. 魏晉南北朝에서 唐五代 사이에 의문대명사 목적어의 후치

속도는 매우 빨라져 唐五代에 이르러 절대적으로 많아져 전치에서 후치로의 변천

은 거의 끝난 단계라고 할 수 있었다.

張玉金(2001: 212)에 의하면 갑골문에서 대명사목적어는 전치할 수도 있고, 후

치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본고는 현재로서는 갑골문보다 더 오래된 문자를 발견하

지 못했기 때문에, 遠古중국어가 SOV어순인지 아니면 SVO어순인지는 현재의 자

료로써는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시적으로 본다면 주요성분구조

의 하나인 지배구조에서 VO의 경향성을 띄고 있으며 수식구조에서는 

MH(Modifier+ Head, 수식어+ 중심어)의 경향성을 띄고 있는 중국어는 여전히 

‘VO’의 경향성을 띠고 있는 언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특수한 조건아래 전치되

었던 목적어는 후치의 경향을 띠는 중국어 어순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후치로의 변

화를 가져왔다고 판단한다.

위의 관점을 기초로 하여 목적어가 前置에서 後置로의 변천과정과 그 원인 고찰

해 보겠다. 먼저 여러 학자들의 저서에서 목적어전치에 관한 서술을 소개해 보겠

다.

張玉金(2001: 212)23)에 의하면 갑골문에서 대명사목적어는 전치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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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치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문대명사 목적어의 전치는 없었다고 한다.

錢宗武(2001)에 의하면  今文尚书에는 선진시기에 다른 문헌에 출현하고 있

는 의문대명사 목적어 전치; 부정문 속의 대명사 목적어 전치; 是/之 復指목적어 

전치 등 목적어 전치 외에도 다른 유형의 목적어 전치도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런 

다른 유형의 목적어 전치를 다시 ‘賓語前置的不常見形式’과 ‘賓語前置的特殊形式’

두가지로 나누고, ‘賓語前置的特殊形式’은 술어가 두 개의 목적어를 갖고 있는데,

간접목적어는 전치되고, 직접목적어는 술어의 뒤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였고, ‘賓語

前置的不常見形式’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다고 하였다.24) 하나는, 부정

문 중 부정사가 전치된 목적어의 뒤에 위치하는 경우다; 둘째는, 서술문 중의 목적

어와 술어사이에 구조조사가 없는 목적어의 전치이다(無標識 목적어의 전치); 셋째

는, 介賓구조 중 비 대명사인 목적어의 전치이다.

李明晓(2010)의 战国楚简语法研究에 의하면, ‘战国楚简’에도 선진시기에 다

른 문헌에 출현하고 있는 의문대명사 목적어 전치; 부정문 속의 대명사 목적어 전

치; 是/之 復指목적어 전치 등 목적어 전치 외에도  無標識 목적어의 전치도 2개 

있다고 하였다.25)

廖序东(2006)의 楚辞语法研究에 의하면, ‘屈賦’에는 선진시기에 다른 문헌에 

출현하고 있는 의문대명사 목적어 전치; 부정문 속의 대명사 목적어 전치; 是/之

復指목적어 전치 등 목적어 전치 외에 문장 중에 無指代詞인 ‘莫’이 주어가 될 때 

대명사 목적어는 전치된다고 하였다.

위의  사람의 논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선진시기 이전의 목적어 전치의 흐름

을 읽을 수 있다. 위의 여러 학자들의 통계와 본고의 통계를 종합해 보면 아래의 

표26)를 얻을 수 있다.

23) 張玉今, 《甲骨文語法學》, 北京: 学林出版社, 2001, 212쪽 참조.

24) 錢宗武, 《今文尚书句法研究》, 开封: 河南大学出版社, 2011, 87-101쪽 참조.

25) 李明晓, 《战国楚简语法研究》, 武汉: 武汉大学出版社, 2010, 390-395쪽 참조.

26) 표(5)와 표(6) 중의 중국어 단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代: 대명사, 疑: 의문대명사,

非代: 비대명사, 述: 술어, 否: 부정부사, 賓: 목적어, 賓1(間) +述+賓2(直)는 간접

목적어+술어+직접목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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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어

시대/문헌 별
전치 후치

甲骨文
동사

목적어
代 代/非代

今文

尙書

동사

목적어

疑代+述 代/非代

否+代+述 代/非代

述+賓+是/之+述2 代/非代

賓1(間) +述+賓2(直) 代/非代

代+否+述 代/非代

代+述 代/非代

전치사

목적어

非代+介+述 代/非代

疑代+介+述 代/非代

代/非代+以+述 代/非代

戰國

竹簡

동사

목적어

疑代+述 代/非代

否+代+述 代/非代

述+賓+是/之+述2 代/非代

代+述 代/非代

전치사

목적어

疑代+介+述 代/非代

代/非代+以+述 代/非代

楚辭

屈賦

동사

목적어

疑代+述 代/非代

否+代+述 代/非代

述+賓+是/之+述 代/非代

莫+代+述 代/非代

전치사

목적어

疑代+介+述 代/非代

代/非代+以+述 代/非代

論語

동사

목적어

疑代+述(3)(97.2%) 述+疑代(1)(2.8%)

否+代+述(22)(65%) 否+述+代(12)(35%)

述 + 賓 + 是 / 之 + 述

2(16)(100%)
代/非代

전치사

목적어

疑代+述(14)(100%) 代/非代

代 / 非 代 + 以 + 述

(15)(100%)
代/非代

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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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어

시대/문헌 별
전치

전치

비율

(%)

후치

후치

비율

(%)

甲骨文 代 代/非代

今文

尙書

동사

목적어

疑代+述 代/非代

否+代+述 代/非代

述+賓+是/之+述2 代/非代

賓1(間) +述+賓2(直) 代/非代

代+否+述 代/非代

代+述 代/非代

전치사

목적어

非代+介+述 代/非代

疑代+介+述 代/非代

代/非代+以+述 代/非代

戰國

竹簡

동사

목적어

疑代+述 代/非代

否+代+述 代/非代

述+賓+是/之+述2 代/非代

代+述 代/非代

전치사

목적어

疑代+介+述 代/非代

代/非代+以+述 代/非代

楚辭

屈賦

동사

목적어

疑代+述 代/非代

否+代+述 代/非代

述+賓+是/之+述 代/非代

莫+代+述 代/非代

전치사

목적어

疑代+介+述 代/非代

代/非代+以+述 代/非代

論語

동사

목적어

疑代+述(3) 97.2 述+疑代(1) 2.8

否+代+述(22) 65 否+述+代(12) 35

述+賓+是/之+述2(16) 100 代/非代

전치사

목적어

疑代+述(14) 100 代/非代

代/非代+以+述(15) 100 代/非代

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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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통계를 보면, 중국어에서 가장 오래된 ‘갑골문’에서 비 대명사는 후치하고 

대명사는 전치 후치 모두 가능하다.

今文《尙書》 시기에 이르러 대명사 목적어는 조건부로 술어나 전치사의 앞에 전

치하게 되었다. 《논어》와 비교해보면, 전치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今

文《尙書》에는 《논어》보다 ‘賓1(間) +述+賓2(直)’; ‘代+否+述｣’; ‘非代+介+述’;

‘無標識’ 목적어의 전치 등 네 가지 전치 구조가 더 많다. ‘賓1(間) +述+賓2(直)’

구조는 雙賓語句에서 간접 목적어가 전치된 구조다. 그리고 이런 간접목적어는 반

드시 대명사가 아니어도 부방하다. 즉 비 대명사이어도 괜찮다. ‘代+否+述｣’구조

는 부정사가 전치된 대명사의 뒤 술어의 앞에 위치하는 구조다. ‘非代+介+述’구조

는 이 시기 전치사의 비 대명사인 목적어가 전치된 구조다. 즉 이 시기 비 대명사

가 전치된 현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戰國竹簡》과 《논어》에 출현한 목적어 전치 현상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戰

國竹簡’에는 《논어》에 없는 ‘代+述’구조가 존재하고 있었다. 즉 無標識 목적어의 

전치가 존재했다.

《楚辭屈賦》와 《논어》에 출현한 목적어 전치 현상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楚

辭屈賦’에는 ‘莫+代+述’구조가 존재하고 있었다.

‘갑골문’에서부터 《논어》에 이르기까지의 목적어 전치에 대한 고찰 결과 아래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尙書》가 씌어진 商代(前1600-前 1300)에 비 대명사 목적어의 전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둘째, 無標識 목적어의 전치도 《尙書》가 씌어진 商代(前1600-前 1300)에 출현

하기 시작했다.

셋째, ‘莫+代+述’구조는 《楚辭屈賦》에는 나타났지만, 《論語》에는 사라졌다. 즉 

無標識 목적어의 전치가 《尙書》가 씌어진 商代에 출현하기 시작하여 《楚辭屈賦》시

기에 조건부(無指代詞인 ‘莫’이 주어가 될 때)로 존재하다가 《논어》시기에는 없어졌다.

넷째, 《논어》시기에는 ‘述+疑代’구조와 ‘否+述+代’구조도 나타났다. 즉 의문문

과 부정문에서도 의문대명사 목적어와 대명사 목적어의 후치가 나타났다.

그리고 何乐士27)는 《左傳》에서 ‘何’가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가 모두 118회이며 

27) 何乐士, <《左傳》 中的‘何’字>, 長沙: 古漢語論集, 湖南教育出版社, (2), 1988,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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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V+O(而事何也?)(당신은 누구를 섬깁니까?)28)의 한 가지 예문을 제외하고

는 다른 모든 ‘何’는 동사의 앞에 전치되었다고 하였다.

《논어》에서는 이러한 대명사 중 ‘何 25’, ‘焉 3’, ‘谁 4’, ‘奚 2’ 목적어가 전치되는 

경우가 보였다. 의문대명사 목적어가 後置되는 예는 단지 하나밖에 없었다. 비록 

《左傳》과 ｢논어에서 동사의 뒤에 후치한 ‘何’가 각기 하나씩밖에 안 되지만, 본고

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하나’도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춘추전국시기의 《논어》와 《左傳》에 나타난 각 하나씩의 의문대명사 목적

어의 후치는 우연이 아니고 전치 목적어가 후치로 변화하는 시작일 수도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이시기 부정문 중의 대명사 목적어의 후치(否+述+代)도 35% 나타

난 것도 본고의 추측을 증명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한 마디로 ‘갑골문’에서부터 《논어》에 이르기까지의 목적어 전치는 후치로의 변천 

추세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于萍(2003:11-19)의 통계

에 따라 본고가 정리한 표(4)를 보더라도 이런 추세는 계속 되어 唐五代에 이르러 

전치 목적어의 후치는 거의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부정문 중의 대명사 목적어의 후치는 균형 있게 점진적으로 이루어

졌고, 의문문 중의 대명사 목적어가 후치로의 변천은 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느렸고, 발전상황도 균형적이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의문대명사 목적어의 특수한 修辭작용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의문

대명사 목적어는 목적어를 강조하거나, 의문 감탄을 강조하는 작용이 매우 뚜렷하

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매우 강하여, 현대중국어에서는 아직도 ‘何去何从’ 등과 같

은 강조하기 위하여 의문대명사 목적어를 전치하는 문장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之’, ‘是’를 사용하여 조사 ‘是/之’ 復指목적어 전치를 한 구조 역시 현대중국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도 같은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예를 들면, ‘何罪之有,

唯利是图, 唯命是从’ 등 ‘是/之’ 復指목적어 전치구가 현대중국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일 수 있다.

상고중국어 목적어 전치에 대하여, 어떤 학자들은 遠古중국어문법의 殘留된 흔

쪽 참조.

28) 李梦生, 《十三经译注-左传译注(左傳⋅哀公11)》, 上海:上海古籍出版社, 2010(2004),

133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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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고 하였다. 刑公畹(1947, 2000: 332-339), 俞敏(1981: 53)은 藏緬語族

중 대다수 언어가 SOV언어라는 사실과 갑골문에 근거하여 遠古중국어의 목적어가 

본디 술어의 앞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즉 遠古중국어의 어순은 SOV이라

는 것이다. 冯胜利(1997: 115)역시 일정한 기간 동안 중국어는 SOV어순을 유지

한 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錢宗武(2011: 101-103)는 《尙書》 중에 다

량의 불규칙적인 목적어 전치 현상을 예로 들면서 이런 현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

체가 상고중국어의 어순이 SOV라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상고중국어의 

어순이 SOV고 목적어의 전치는 遠古중국어문법의 殘留된 흔적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다. 그는 만약 상고중국어의 어순이 SOV가 아니라면 《尙書》 중에 존재하는 

다량의 불규칙적인 목적어 전치 현상을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중국어 목적어 전치가 당시 하나의 문법수단일 뿐이라

는 견해를 갖고 있기도 하였다. 이들은 중국어의 어순은 기본적으로 SVO인데, 특

수문법의미를 강조하려고 할 때만 어순을 바꾼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주장을 갖고 

있는 학자는 丁邦新(1997), 石毓智/徐杰(2001) 등이 있다.

殷国光(2011: 154)은 그어 저서 《‘呂氏春秋’句法硏究》에서 독특한 견해를 내놓

았다. 그는 《呂氏春秋》에 ‘동사+ 목적어’가 98.6%에 달한다는 사실과 ‘동사+ 목

적어’의 출현조건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을 근거로, “통시적으로 보면 《呂氏春秋》

중의 ‘목적어+동사’의 어순은 아마도 상고중국어 어순의 잔여 흔적이라고 할 수 있

겠지만, 공시적으로 보면 《呂氏春秋》 중의 ‘목적어+동사’의 어순은 단지 ‘동사+목

적어’어순이 특수한 조건 전제하에 나타난 變體일 뿐이다.”29)라고 주장하였다. 그

의 주장대로라면 중국어의 어순은 SOV일 수도 있고 SVO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张皓得(2004: 141)가 중국어 어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를 내놓았다. 하나는, Greenberg가 제시한 언어의 보편성 유형특질에 따르면 

중국어는 유형특질에 부합되지 않는 언어이다. 중국어의 어순은 SOV도 아니고 그

렇다 고 SVO도 아니다. 중국어는 주요성분구조의 하나인 지배구조에서 VO의 경향

성을 띄고 있으며 수식구조에서는 MH(Modifier+ Head, 수식어+ 중심어)의 경

29) 殷国光, 《吕氏春秋句法研究》: ｢历时地看, 《吕》中“宾+动”的语序或许是远古汉语语序

的残餘; 共时地看, 《吕》中“宾+动”的语序祗是“宾+动”在特殊条件下的变體而已｡)｣, (开封:

河南大学出版社, 2011),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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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성을 띄고 있다. 둘째는, 이런 경향성을 띈 어순은 助詞, 介詞 등과 같은 機能標

誌(functional marker)의 상대적인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셋째, 현대중국어에서 

‘VP+PP’와 ‘PP+VP’가 공존하는 것은 Li&Thompson 이나 戴浩一의 주장처럼 

중국어의 어순이 SVO에서 SOV로 변하고 있다거나 기본어순이 SOV라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 아니라 相標誌(aspect marker)나 보어와 같은 VP를 후행하는 요소

들이 새로 생기면서 또 동시에 ‘초점’, ‘대조성’, ‘구정보’ 등의 화용론적 요소가 가미

되면서 ‘PP+VP’가 널리 사용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어는 여전히 ‘VO’의 경

향성을 띠게 되는 것이다.

본고는 张皓得의 이런 관점에 동의한다. 중국어의 어순은 예나 지금이나 SOV도 

아니고 그렇다고 SVO도 아닌 ‘VO’의 경향성을 띠고 있는 언어다. 비록 어떤 학자

들이 갑골문에 근거하여 遠古중국어의 목적어가 본디 술어의 앞에 있었고 遠古중

국어의 어순이 SOV일 것이라고 추론하였지만, 본고는 이런 추정은 섣부른 추정이

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갑골문보다 더 오래된 문자가 출토되지 않는 이상 遠古중

국어의 어순이 SOV일 것이라고 추측되는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張玉金

(2001)의 갑골문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갑골문에는 일부 대명사 목적어의 전치는 

나타났지만, 나머지 대명사목적어와 비 대명사 목적어는 모두 술어의 뒤에 위치하

고 있었다. 즉 이시기 목적어의 전치는 일종의 예외현상이고 대부분의 목적어는 후

치이다.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遠古중국어의 어순이 SOV일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

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이시기 대부분의 목적어가 후치되고 

있었기에 이 시기역시 중국어는 ‘VO’의 경향을 띄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갑골문에서부터 唐에 이르기까지 목적어의 전치는 서서히 후치로의 변천을 이어

가다가 五代에 이르러 후치과정을 마쳤다고 할 수 있다.

목적어가 전치에서 후치로 변천하는 원인은 중국어의 어순이 예나 지금이나 

SOV도 아니고 그렇다 고 SVO도 아닌 ‘VO’의 경향성을 띠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어가 ‘VO’의 경향성을 띠고 있는 언어이기에 목적어가 후

치로 이동하려고 하는 동기를 얻어 비록 과정은 길었지만, 갑골문에서부터 唐五代

까지 약 3000년의 시간을 거쳐 목적어 전치가 후치로의 변천을 완성하였다.

앞 절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논어》에서는 의문대명사, 부정문, ‘是/之’ 復指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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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전치되고, 일반 대명사 목적어는 전치되지 않는다. 위의분석을 토대로 《논어》

중 목적어의 전치와 전치가 후치로의 변천의 원인이 아래와 같다고 본고는 생각한다.

첫째, 《논어》 중의 목적어 전치현상을 고찰해보면, 이런 목적어 자체가 모두 화

자가 상대에게 급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화자는 이

들을 전치하여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갑골문 때부터 대명사는 

전치되어 사용해왔었기 때문에 戰國시기에도 이런 상고 중국어의 어순을 따르려고 

목적어를 전치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부정문 중의 전치목적어는 위의 1)의 원인으로 인해 대부분(22개 65%)이 

전치되었지만, 후치된 것도 12(35%)개 있다. 그렇다면, 부정문에서 35%나 되는 

대명사가 전치되어야 하는 대세를 거스르고 후치된 원인은 무엇일까? 후치된 12개

의 예문을 살펴보면 이런 문장들은 강렬한 이미지가 없고, 의문대명사 목적어 전치

처럼 강조를 나타낼 필요도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는 문법발전과정 

중의  닮아가기(類化)일 가능성이 장기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것일 수도 있다.

즉 기존의 중국어의 ‘V+O’구조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닐

까 생각한다. 葉蜚聲(1986)도 그의 저서 语言学概论에서 다음과 같은 서술을 

했다. “규칙성, 조리를 따지는 것은 언어의 기본적인 기능이다.”; “닮아가기는 문법

발전과정에서의 굴곡을 없애고 새로운 규칙의 적용범위를 넓히는데 있어서 조절하

고 바로잡는 작용을 한다. 이런 작용이 언어에 더 현저한 조리를 가져다주었다.”30)

중국어는 상고시기부터 ‘V+O’구조가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목적어전치는 특

수어순에 속하는 매우 작은 부분이다. 중국어의 발전과정에서 문법의 닮아가기의 

작용으로 ‘O+V’구조는 점차 대세인 ‘V+O’구조를 닮아가면서 西漢이후에는 ‘O+V’

구조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논어》가 완성된 戰國시대는 목적어구조 ‘O+V’가  

‘V+O’구조로 발전하고 있는 과도기이었기에 부정문중 후치가 35%나 나올 수 있었

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셋째, 의문대명사 전치 중의 유일한 예외인 ‘子夏云何？’역시 이런 과도기에서 

생길 수 있는 현상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子夏云何？’를 살펴보면, 굳이 화자가 

30) 葉蜚聲, 《语言学概论》: ｢规律性､ 条理性是语言的基本职能所要求的", “类推作用铲平

语法中的坎坷推广新规则的适用范围, 起着调整整顿的作用, 给语言带来更大的条理性｡)｣
(北京: 商务印书馆, 1986), 242-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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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何’가 대신하고 있는 것을 강조 할 필요도 느낄 수 없는 상황이기에 후치보다 전치

를 택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논어》 시대 의문대명사 목적

어가 예외인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 전치되었는데, 부정문중의 대명사 목적

어는 35%나 후치된 현상에도 과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의문대명사 목

적어의 특수한 修辭작용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의문대명사 목적어는 목적어를 강

조하거나, 의문 감탄을 강조하는 작용이 매우 뚜렷하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매우 

강하여, 현대중국어에서는 아직도 ‘何去何从’ 등과 같은 ‘강조’를 나타내기 위하여 

의문대명사 목적어를 전치하는 문장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之’, ‘是’를 사용하여 조

사 ‘是/之’ 復指목적어 전치를 한 구조 역시 현대중국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도 같은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예를 들면, ‘何罪之有, 唯利是图, 唯命是从’등 

‘是/之’ 復指목적어 전치구가 아직도 현대중국어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즉 ‘강조’와 같은 화용론적인 기능 발휘를 위해 목적어가 술어와 전치사의 앞으로 

전치를 했다가 중국어의 ‘VO’경향의 영향을 받아 서서히 후치로 변천했을 것이라고 

본고는 생각한다.

Ⅵ. 결론

첫째, 중국어는 상고시기부터 ‘V+O’구조가 절대적인 우세를 차지하고 목적어전

치는 특수어순에 속하는 매우 작은 부분이다. 중국어의 발전과정에서 문법의 닮아

가기의 작용으로 ‘O+V’구조는 점차 대세인 ‘V+O’구조를 닮아가면서 西漢이후에는 

‘O+V’구조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논어》가 완성된 戰國시대는 목적어구조 

‘O+V’가  ‘V+O’구조로 발전하고 있는 과도기이었기에 부정문중 후치가 35%나 나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둘째, 《논어》 중의 목적어 전치는 모두 화자가 상대에게 급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들이다. 즉 화자는 이들을 전치하여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갑

골문 때부터 대명사는 전치되어 사용해왔었기 때문에 戰國시기에도 이런 상고 중국

어의 어순을 따르려고 목적어를 전치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부정문 중의 대명사 목적어의 후치는 균형 있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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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문 중의 대명사 목적어가 후치로의 변천은 그 속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느렸고,

발전상황도 균형적이지 못한 이유는 의문대명사 목적어의 특수한 修辭작용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넷째, 본고는 遠古중국어가 SOV어순인지 아니면 SVO어순인지는 현재의 자료로

써는 단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통시적으로 본다면 중국어는 ‘VO’의 

경향성을 띠고 있는 언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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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文在进行分析时采用了义素分析法､ 语义结构分析法和格语法, 通过对论
语中的宾语前置句的语义结构和变迁过程的分析, 力图掌握宾语前置句语言

形式的特征, 并分析出它们的语义特征｡)为此本文对《论语》进行了义素分析,

找出了《论语》中的宾语前置句的语义特征, 并通过对这些语义特征的进一步分

析对宾语从前置到后置的变迁过程和促使它们变迁的各种原因进行了描述｡)同
时本文在分析变迁的原因时还对尚书､ 楚辭屈賦､ 吕氏春秋､ 左传中
的部分‘在’, ‘於’, ‘于’例句也进行了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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