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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현대 중국어의 조동사에는 능력을 나타내는 ‘能, 会’, 의지를 나타내는 ‘要’, 의무

를 나타내는 ‘得, 要, 应该’, 추측을 나타내는 ‘得, 要, 应该, 会’ 등이 있는데 동일

한 의미장(语义场, semantic field)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조동사들은 서로 다른 

세부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부정형식은 ‘不能, 不会’, ‘不想’, ‘不应该, 

不必/不用’, ‘不会’ 등으로 다른 동사들과는 달리 단순히 부정부사 ‘不’를 조동사와 

결합하여 부정형식을 만들어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다음 예와 같이 동일한 조동사

가 서로 다른 의미를 나타낼 경우 그 부정형식은 각각 달리 나타난다.

(1) a. 我要回家。[의지] → 我不想回家。
b. 路很滑，大家要 心！ [의무] → 大家不用/不必 心！ 
c. 我们的理想终究要实现的。[추측] → 我们的理想终究不会实现的。

 * 이 연구는 2013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최재영(한국외국어대학교 부교수), 안연진(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과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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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동사의 비대칭 현상은 범언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래의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어의 조동사 ‘must’의 경우 의무의 부정은 ‘must not’으로, 

추측의 부정은 ‘can not’으로 쓰인다. 또한 ‘may’의 경우에도 의무의 부정은 ‘may 

not, must not, can not’ 등으로, 추측의 부정은 ‘may not’으로 쓰인다.1)

(2) a. He must be in his office. [추측/의무]

b. [추측] He can't be in his office. (= I'm sure he isn't in his of

fice.)

c. [의무] He mustn't be in his office. (≠ I'm sure he isn't in his 

office.) 

이러한 중국어 조동사의 긍정형식과 부정형식의 비대칭 현상에 대한 관련 연구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편인데 相原茂(2000), 卢晓琨(2004), 徐丹(2004), 褚智歆

(2008), 박재승(2011)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논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특정 조동사 또는 조동사 체계의 공시적 분석. 相原茂(2000)는 조동사 

‘得’의 부정형식이 존재하지 않는 비대칭 현상을 양상(情 )에 근거하여 설명하였

다. 卢晓琨(2004)은 의미⋅화용적인 각도에서 ‘能, 可以’와 ‘不能’의 비대칭 문제를 

분석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박재승

(2011)에서는 조동사 ‘要’의 부정형식인 ‘不要’가 ‘금지 양태’로의 기능적 전문화로 

인해 긍정과 부정형식 간에 비대칭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褚智歆(2008)에서는 현대조동사 체계의 긍정과 부정에 나타나는 비대칭의 관계에 

대해 전면적으로 서술하면서, 조동사의 비대칭 현상은 石毓智(2001)가 제시한 ‘긍

정⋅부정형식의 공리’이론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2)

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어유형론》 3(2008:187쪽, 246쪽)을 참고할 것.

2) 石毓智(2001:53쪽)의 ‘언어의 긍정⋅부정 공리’ 이론이란 의미 정도가 비교적 작은 단

어는 부정구조에만 사용될 수 있고, 의미 정도가 매우 큰 단어는 긍정구조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것이다.(自然语 的肯定和否定公理：语义程度比较 的词语，只能用于否定

结构；语义程度极大的词语，只能用于肯定结构｡). 그러나 이러한 ‘긍정⋅부정형식의 

공리’ 이론은 중국어 조동사의 긍정형식과 부정형식의 비대칭현상에 전부 적용되는 것은 



근 국어시기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 고찰  531

둘째, 특정 조동사 또는 조동사 체계의 통시적 분석. 徐丹(2004)은 《汉语句法

引论》에서 조동사의 비대칭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주로 통사적 변천(句法演变)에 의한 것이라고만 제시할 뿐 자세한 설명은 없다.

이상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중국어 조동사의 긍정형식과 부정형식의 비대칭 현상

에 대한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며, 이러한 현상에 대한 통시적인 접근은 

더욱 찾아보기 어렵다.3) 중국어발전사의 전면적인 이해를 위하여 개별조동사 또는 

조동사체계의 역사적인 변천에 대한 연구 이외에도 조동사의 긍정형식과 부정형식

에 대한 비대칭 현상, 나아가 개별조동사의 부정형식의 형성과 변천과정에 대한 연

구 역시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근대중국어시기4)의 대표적인 문헌에 출현한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을 모두 추출해서 이들의 출현상황과 변천상황을 조명해보고 나

아가 비대칭 현상의 출현 원인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다음은 본고의 분석 

문헌이다. 

⋅唐代: 《祖 集》, 《敦煌变文》

⋅宋代: 《朱子语类》, 《近代汉语语法资料彚编(宋代卷)》

⋅元代: 《新校元刊杂剧三十种》, 元代本《 乞大》5)

⋅明代: 《金瓶梅词话》

⋅清代: 《红楼梦》6)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최재영(2012)은 2000년 이후의 고대중국어문법학계에서의 조동사 연구로 총 62편을 

제시하였는데 모든 논문이 조동사의 긍정형식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져 있다. 

4) 근대중국어시기의 상한선과 하한선에 대한 견해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 대표적인 연구자  

중 하나인 蒋绍愚(2005/2008:2-5쪽)는 唐初에서 明末清初까지를 근대중국어시기라고 

보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清代 중기의 작품인 《红楼梦》도 고찰하여 초기 현대중국어로의 

변화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5) 元代本 《老乞大》의 명칭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다. 양오진

(1998:43-67쪽)은 이를 《 本老乞大》라고 명명하였고, 정광(2004:34-38쪽)은 元代에 

편찬되어서 이를 《元代老乞大》라 명명하기도 하고, 가장 이른 판본에 근거하여 《原本老

乞大》라고도 명명하였다. 

6) 《红楼梦》은 일반적으로 曹雪芹이 저술한 1회∼80회와 高鹗가 저술한 81회∼120회를 

함께 엮어서 출판되었다. 본고에서는 저자와 시기가 확실한 1회∼80회를 분석대상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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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8종 문헌은 唐代부터 清代에 이르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모두 각 

시대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고 비교적 구어체에 가까워서 당시의 어휘와 문법의 양

상을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료된다. 

Ⅱ.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

근대중국어시기에 출현한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기에 출현한 의지류 조동사의 긍정형식, 즉 의지류 조동사의 범위에 대해 살

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개별 연구자의 조동사에 대한 인식과 

연구시기에 따라 의지류 조동사의 범위는 대단히 차이가 많은 편이다. 太田辰夫

(1958/2003:188～190), 吴福祥(2004a:34～37), 吴福祥(2004b:74～77), 杨永

龙⋅江蓝生(2010:62～73), 曹廣顺⋅梁银峰⋅龙国富(2011:295～297), 鞠彩萍

(2011:90～93), 최재영(2008a, 2008b), 김초연(2009), 최재영⋅안연진(2010), 

최재영⋅박미정(2011a, 2011b), 최재영(2012) 등이 제시한 근대중국어시기의 의

지류 조동사는 ‘要, 要得, 要當, 當, 待, 肯, 敢, 欲, 欲要, 欲意, 意欲, 欲待, 欲

得, 願, 情願, 願意, 願得, 爱, 懒待(懒得/懒怠), 拟, 拟欲, 欲拟, 甘, 不辞’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부분의 연구자가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는 ‘欲, 願, 

要, 待, 肯, 敢’ 등이 있다.7) 본고에서는 ‘欲, 願, 要, 待, 肯, 敢’ 등에 대하여 다

음 판별기준을 적용하여 의지류 조동사 여부를 검증하였다.8) 

7) 이상의 학자들은 현대중국어문법학계에서 상당수의 문법학자들이 의지류 조동사로 분류

하고 있는 ‘想’을 의지류 조동사로 분류하지 않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재영⋅안연진(2010), 최재영(2012)을 참고할 것. 또한 일부 연구자들

이 제시하고 있는 이음절 의지류 조동사는 두 가지 의지류 조동사를 연속 사용한 경우, 

의지류 조동사와 유사 의미의 심리동사를 연속 사용한 경우, 의지류 조동사의 뒤에 ‘得’

를 첨가한 경우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전형적인 의지류 조동사로 보고 있지는 않

으며 이는 이들의 부정형식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이음절 의지류 조동사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8) 다음 판별기준은 기존의 최재영(2008a, 2008b), 최재영⋅안연진(2010), 최재영(2012)

에서 제시한 내용을 일부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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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류 조동사의 판별기준 -

S + AUX + VP

① 주어(S)는 의지를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있는 유정물임.

② 용언성 성분(VP)을 수반함. 일부 학자들이 용언성 성분으로 분류하는 SP 

구조일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며 ‘재귀대체사+V’ 구조인 경우에는 ‘부

사어+V’구조로 보고 분석대상에 포함시킴. 또한 용언성 성분을 구성하는 

동사는 의지 동사9)임.

③ 의지류 조동사(AUX)의 기본 의미자질은 [+의지, +행위]임.

④ 의지류 조동사가 출현한 문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未然)’에 대한 서

술임.

검증결과 ‘願(願意, 情願)’과 ‘敢’은 의지류 조동사와는 달리 후속성분으로 ‘SP구

조’를 수반할 수 있거나,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사건(已然)’에 대한 서술도 가능

하여 심리동사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 듯하다.10) 

결론적으로 근대중국어시기에 출현한 의지류 조동사로는 ‘欲, 要, 待, 肯’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자발성, +의지, +행위]라는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는 ‘肯’을 비

전형적인 의지류 조동사로 분류하고 나면, 전형적인 의지류 조동사로는 ‘欲, 要, 待’

만이 남는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들의 부정형식인 ‘不欲, 不要, 不待’의 사용상황

에 대해 고찰해보겠다. 동시에 현대중국어의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인 ‘不想’이 

근대중국어시기에 출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함께 고찰해볼 것이

다.11)

9) 의지 동사를 중국의 문법학계에서는 ‘自主动词，可控动词’라고 부르는데, 이는 주어의 

의지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동사를 일컫는 것이다.

10) ‘願(願意, 情願)’과 ‘敢’은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심리동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崔宰荣(2011), 최재영⋅박미정(2011a, 2011b), 최재영⋅안연진

(2011), 최재영(2012)을 참고할 것.

11) 조동사의 부정형식은 ‘不用/不必’(의무류 조동사의 부정), ‘不想’(의지류 조동사의 부

정)과 같이 일반동사, 심리동사, 부사 등을 사용해서 표시하기도 한다. 따라서 근대중

국어시기에 출현한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으로는 ‘∼할 계획이다, ∼할 생각이다’라

는 의미를 나타내는 심리동사의 부정형식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

는 심리동사의 부정형식인 ‘不打算, 不意思, 不准备’ 등을 본고의 분석대상인 8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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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不欲

기존 연구에 의하면 先秦시기 ‘탐욕, 욕심(贪欲)’의 의미를 나타내던 명사 ‘欲’는 

동사로 사용되어 ‘갈망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로, 이어서 의지류 조동사로 

변천하였다.12) 상고중국어시기에 대표적인 의지류 조동사로 사용되던 ‘欲’는 唐代

에 ‘要’가 출현한 이후 그 사용빈도가 급격히 낮아져서 明淸시기 이후에는 일부 글

말 표현에서만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현대중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출현하고 

있다.13) 아래에서는 唐∼清에 이르는 8종 문헌에 출현한 ‘不欲’를 문법적 의미와 

기능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겠다.14)

1) 조동사의 부정 

① 의지  

의지의 부정을 나타내는 ‘不欲’는 8종 문헌 중 《变文》15)에서 12회, 《语类》에서 

45회, 《彚编》에서 85회, 《红》에서 3회, 총 145회 출현하고 있다. 관련 예문은 다

음과 같다.

헌에서 검색하였으나 관련 예문은 출현하지 않고 있다.

12) 의지류 조동사 ‘欲’의 출현과 발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太田辰夫(1958/2003:189

쪽), 王力(1984/1990:349쪽), 杨柏峻⋅何乐士(1992), 卢卓群(1996), 刘利(2000: 

80쪽), 段业辉(2002), 王轩(2011) 등을 참고할 것. 

13) 明淸시기에 출현한 ‘欲’의 사용상황은 최재영(2012)을 참고할 것.

14) 太田辰夫(1958/2003:189쪽), 王轩(2011)은 ‘欲’가 중고∼근대중국어시기에 다른 형

태소와 결합하여 ‘欲得, 欲要, 欲待, 欲意, 欲願, 意欲’ 등과 같이 이음절어 조동사로 

사용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祖》(7회)와 《变文》(1회)에서는 이 중 ‘不+欲得’의 용

례가 출현하고 있다. 다음 예문과 같이 이들 역시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으로 사용

되었으나 이음절어 조동사의 부정형식이므로 본고의 고찰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 宿不欲得入, 见其僧苦切, 宿许之。(노숙( 宿)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스님이 슬퍼하는 것을 보고는 그것(/들어가는 것)을 허락했다.) (《祖》第三⋅一宿觉和尚)

⋅白庄曰：｢……，不欲得闻念经之声｡｣(白庄은 “……，독경의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다.”라고 말했다.) (《变文⋅庐山远公话》)
15) 본 논문에서는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祖 集》, 《敦煌变文》, 《朱子语类》, 《近代汉语

语法资料彚编(宋代卷)》, 《新校元刊杂剧三十种》, 《原本 乞大》, 《金瓶梅词话》, 《红

楼梦》을 각각 《祖》, 《变文》, 《语类》, 《彚编》, 《杂剧》, 《 》, 《词话》, 《红》으로 약칭하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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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知营种辛苦，不欲营种。(농사를 짓는 것이 힘든 것임을 알기에, 농사를 

짓지 않으려 한다.) (《变文⋅双恩记》)

(4) 如不欲害人，這是本心，這是不忍處。(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으려고 한다

면 이는 [인간의] 본래의 마음인 것이고, 이는 차마 하지 못하는 것입니

다.) (《语类》 第五十三⋅人皆有不忍人之心章)

(5) 子曰 : “褅自既灌而往 ，吾不欲观之矣｡”(공자가 “ ‘체(褅 : 술을 땅에 부

어서 신이 강림하기를 구하는 제사)’라는 제사에서 [술을] 따르는 의식이 

끝난 후에, 나는 그것을 보지 않으려 한다.”라고 말했다.) (《语类》 第二十

五⋅論語七⋅自既灌而往 章)

(6) “我本不欲行，他两脚自行｡” (“나는 본래 걸어가지 않으려 했는데 그는 두 

다리로 스스로 걸어갔다.”) (《彚编⋅河南程氏遗书卷⋅第一》)

(7) 孟子不欲自 ，我知道耳。(孟子가 스스로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彚编⋅河南程氏遗书卷⋅第九》)

(8) 幸而宝钗走来，大家 笑，那黛玉方不欲睡，自己才放了心。(다행히 宝钗

가 와서 모두 함께 웃으며 말하자 저 黛玉는 비로소 잠을 자지 않으려 했

고 그제야 스스로 마음을 놓았다.) (《红》 第二十回)

(9) 尤氏深知邢夫人情性，本不欲管，无奈贾母亲自嘱咐，只得应了。(尤氏는 

邢夫人의 심성을 잘 알고 있기에 본래는 관여하지 않으려 했지만, 공교롭

게도 贾母가 친히 당부해서 어쩔 수 없이 승낙했다.) (《红》 第五十七回)

상술한 예문에서 ‘不欲’는 의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의지류 조동사는 주로 

1, 3인칭 주어를 사용하여 주어의 의지를 잘 나타내는데, 예문 (5), (6)에서는 1인

칭 주어 ‘吾’, ‘我’가 사용되고 예문 (7), (8), (9)에서는 3인칭 주어 ‘孟子’, ‘那黛

玉’, ‘尤氏’가 사용되고 있다.

② 지

금지를 나타내는 ‘不欲’16)는 8종 문헌 중 《变文》에서만 2회 출현하고 있다. 용

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王曰：“我子，不欲违拒｡”又经旬日，转取多。(왕이 “내 아들의 뜻이니 거

16) 필자의 초보적인 추측으로는 ‘不欲’ 역시 ‘不要’와 마찬가지로 최초에는 ‘∼할 필요 없

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다가 다시 보다 강화된 의미인 ‘∼하지 마라’라는 의미가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논의는 각주 (23)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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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또 며칠이 지나자 [태자가] 더 많은 보물을 가

져갔다.) (《变文⋅双恩记》)

卢卓群(1996:38), 杨世勤(2007:99)은 ‘欲’가 의무류 조동사로도 사용되었는데 

南北朝이후에는 이러한 용례가 거의 출현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현상

을 반영하듯이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不欲’는 唐代의 문헌에서 1회만 출현하고 

있다.

2) 동사의 부정

동사의 부정을 나타내는 ‘不欲’는 8종 문헌 중 宋代의 《语类》에서 13회, 《彚编》

에서 65회, 총 78회 출현하고 있다. 宋代의 두 문헌에서만 출현하고 있는 점, 그

리고 주로 先秦시기 문헌의 인용문에서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동사의 부정

형식에 비해 사용이 더욱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관련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1) …… “夫子欲之，吾二臣 皆不欲也｡”(…… “그 분(季孫氏)께서 그것을 원

하는 것이지, 저희 두 신하는 모두 원하지 않습니다.”) (《语类》 第四十六

⋅論語二十八⋅季氏 伐顓臾章)

(12) “出门如见大宾，使民如承大祭，己所不欲，勿施于人｡”(“밖에 나가서는 

귀한 손님을 만난 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에는 큰 제사를 받들 듯이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는 남에게 행하지 마라.”) (《彚编⋅河南程氏遗

书卷⋅第二十五》)

예문 (11)에서는 3인칭 주어 ‘夫子’가 사용되고, 예문 (12)에서는 인칭대체사 

‘己’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예문 (11)에서는 ‘不欲’가 체언성 성분 ‘之’를 수반하

고, 예문 (12)에서는 ‘不欲’가 어떠한 성분도 수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문장을 구

성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모두 동사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한편, 예문 (11), (12)는 

대화체이기는 하지만 옛 문헌인 《论语》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

시의 입말이 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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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不欲’의 기능과 출 빈도

        기능

문헌과 총 출 빈도17)

 조동사의 부정
동사의 부정 총계

의지 지

唐代
《祖》 165

567
⋅ ⋅ ⋅ ⋅

14
《变文》 402 12(85.7%) 2(14.3%) ⋅ 14(100%)

宋代
《语类》 2774

3489
45(77.6%) ⋅ 13(22.4%) 58(100%)

208
《彚编》 715 85(56.7%) ⋅ 65(43.3%) 150(100%)

元代
《杂剧》 19

19
⋅ ⋅ ⋅ ⋅ ⋅

《 》 ⋅ ⋅ ⋅ ⋅ ⋅
明代 《词话》 110 ⋅ ⋅ ⋅ ⋅
清代 《红》 140 3(100%) ⋅ ⋅ 3(100%)

총계 4325 145 2 78 225

【표 1】을 통해서 의지, 금지, 동사의 부정을 나타내고 있는 ‘不欲’의 다음 상황을 

알 수 있다. 

첫째, ‘不欲’의 출현빈도는 다음과 같다.

의지 (145회/64.4%) > 동사의 부정 (78회/34.7%) > 금지 (2회/0.9%)

둘째, ‘不欲’는 唐宋시기에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으로 사용되었으나 元明시

기에는 용례를 찾아볼 수 없고, 清代의 《红》에 일부 예문이 출현하고 있으나 이들 

모두 글말 표현인 것으로 보아, 元代 이후 입말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2. 不要 

卢卓群(1997)에 따르면 先秦시기 사람의 허리를 나타내던 명사 ‘要’는 동사로 

사용되어 ‘허리에 묶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었고, 여기서 다시 ‘막다, 저지하다’와 ‘갈

17) ‘총 출현빈도’란 ‘不欲, 不要, 不待, 不想’의 긍정형식인 ‘欲, 要, 待, 想’ 등이 8종 문

헌에 출현한 총 횟수를 가리킨다. 이하 각 표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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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하다’라는 의미가 파생되었으며, ‘갈망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에서 东汉시기에 의무

류 조동사 ‘要’로, 그리고 唐代에는 의지류 조동사 ‘要’로 각각 변천하였다.18) 唐代

에 출현한 의지류 조동사 ‘要’는 급속히 기존의 대표적 의지류 조동사인 ‘欲’의 위치

를 대체하였으며 이는 明淸시기를 거쳐 현대중국어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19) 아래

에서는 唐∼清에 이르는 8종 문헌에 출현한 ‘不要’를 문법적 의미와 기능으로 분류

하여 살펴보겠다. 

1) 조동사의 부정

① 의지

의지의 부정을 나타내는 ‘不要’는 《祖》에서 2회, 《变文》에서 2회, 《语类》에서 14

회, 《杂剧》에서 2회, 《词话》에서 3회, 《红》에서 2회, 총 25회 출현하고 있다. 관

련 예문은 다음과 같다. 

(13) “诸方 宿，性命总在这里，要放也得，不要放也得。……” (“여러 나라 노

숙( 宿)의 목숨이 모두 여기에 있으니 살려주려(/놓아주려) 해도 되고 

살려주지 않으려 해도 된다. ……”) (《祖》 第十六⋅黄蘖和尚)

(14) “…… 我 慈亲来下界，不要 身作师僧｡” (“…… 나는 따뜻한 부모님 품을 

떠나 이 세상에 왔으니 스님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20)”)(《变文⋅破魔

变》)

(15) 这两人全不同，一人是要做事，一人是不要做，……。(이 두 사람은 완전

히 다른데, 한 사람은 일을 하려하고 한 사람은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 (《语类》 第一百三十五⋅歷代二)

(16) …… 我不要轻轻素放了！ (…… 나는 [그를] 쉽게 대가없이 살려주지(/놓

아주지) 않을 거다.) (《杂剧⋅赵氏孤儿⋅第三折》) 

18) 의지류 조동사 ‘要’의 출현과 발전, 사용상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太田辰夫

(1958/2003:189쪽), 王力(1984/1990:352쪽), 卢卓群(1997), 段业辉(2002), 周

有斌(2008), 范井玲(2009), 王华丽(2009) 등을 참고할 것. 

19) 明淸시기에 출현한 ‘要’의 사용상황은 최재영(2012)을 참고할 것.

20)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은 한국어에서 일반적으로 ‘~하지 않으려 하다’로 번역되는

데, 상황에 따라서는 ‘~하고 싶지 않다’로 번역(특히 주어가 1인칭인 경우)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다. 아래에서도 상황에 따라 ‘~하지 않으려 하다’와 ‘~하고 

싶지 않다’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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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我才在大官人屋里吃的饭，不要吃了。你饿的慌，自吃些罢｡” (“나는 방

금 나리 댁에서 식사를 해서 먹고 싶지 않아요. 당신은 배가 많이 고플 

테니 좀 먹도록 해요.”) (《词话》 第五十六回)

(18) “有应二那花子，我不来。我不要见那丑冤家怪物｡” (“저 应二 거지가 있

으면 저는 오지 않을래요. 저 못생긴 원수 같은 물건은 보고 싶지 않아

요.”) (《词话》 第七十六回)

(19) “我何尝不要 信儿，只因冯世兄来了，就混忘了｡” (“제가 어째서 소식을 

전해 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단지 冯댁 아드님이 와서 소란을 피워 잊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红》 第二十六回)

(20) “ …… 只是那些丫头们天天不得出门槛子，听了这话， 不要去。…… ” 

(“…… 단지 저 계집종들은 매일 문지방을 나갈 수 없었는데, 이 말을 들

으면 누가 나가지 않으려 하겠어요. …… ”) (《红》 第二十九回)

상술한 예문에서 ‘不要’는 의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의지

류 조동사는 1인칭 주어 ‘我’의 뒤에 출현하여 주어의 의지를 잘 나타내는데 이와 

관련된 예문은 (14), (16), (17), (18), (19)이다. 예문 (20)에서는 의문대체사 

‘ ’가 주어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예문 (13), (15)에서는 ‘要’와 ‘不要’의 대구형

식을 사용하여(‘要放也得，不要放也得’, ‘一人是要做事，一人是不要做’) 의지의 의

미를 대조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② 지

금지를 나타내는 ‘不要’21)는 《祖》에서 9회, 《变文》에서 21회, 《语类》에서 216

21) ‘∼하지 마라’라는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는 ‘不要’의 성격과 그 긍정형식에 대한 학계의 

견해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吕叔湘 主编(1980/1999:591-592쪽), 朱德熙(1982/2008:64쪽), 彭利贞(2007: 

317-318쪽), 王建军(2007), 강선주(2007) 등을 비롯한 다수의 연구자들은 ‘∼하지 

마라(不要)’가 ‘∼해야만 한다(要)’의 부정형식으로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간단

한 언급에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吕叔湘 主编(1980/1999:591-592쪽)의 《现代汉

语八百词》에서는 조동사 ‘要’를 크게 다섯 가지 의미항목, 즉 ①의지, ②의무, ③가능, 

④가까운 미래, ⑤(비교문에서의) 추측으로 분류하고 금지표현의 ‘不要’에 대해서는 ‘②
의무’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助动] 要 2. 须要；应该。a) 

否定用‘不要’。多用于禁止或劝阻｡”
둘째, 최근에는 논리적 각도에서 출발하여 ‘∼해야만 한다(要)’의 부정형식은 ‘∼할 필

요가 없다(不必/不用)’이므로 ‘∼하지 마라(不要)’는 ‘∼해야만 한다(要)’의 부정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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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彚编》에서 48회, 《词话》에서 88회, 《红》에서 54회, 총 436회로 전체 ‘不要’

에서 가장 많이 출현하고 있다. 관련 예문은 다음과 같다. 

(21) 後具 仪, 始欲上法 , 师云: “已相见了, 不要上来!” (후에 엄숙한 용모

와 장중한 태도를 갖추고 비로소 법당에 올라오려고 하자 스님이 “이미 

만나 보았으니, 올라오지 마라!”라고 했다.) (《祖》第七⋅岩头和尚)

(22) “汝不要惆怅。……” (“너는 슬퍼하지 마라. …… ”) (《变文⋅双恩记》)

(23) 凡看书，须虚心看，不要先立说。(무릇 독서할 때는 반드시 겸손하게 봐

야하고, 먼저 [자신의 견해를] 내세워 말하지 마라.) (《语类》第十一⋅讀

書法下)

(24) 学 须是务实，不要近名，……。(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재적인 

것에 힘써야 하니 명성을 가까이 하지 마라. ……) (《彚编⋅河南程氏遗书

卷⋅第十八》)

(25) “哥哥不要问，说起来装你的幌子，只由我自去便了｡” (“형님 묻지 마세요. 

말하자면 형님에게 핑계를 대는 것 같아서요. 그저 제가 스스로 떠나면 

그만이에요.”) (《词话》第一回)

(26) 兴儿连忙摇手说：“奶奶千万不要去。……” (兴儿은 급히 손사래를 치며 

“할머니, 제발 가지 마세요. ……” 라고 했다.) (《红》第六十五回)

상술한 예문에서 ‘不要’는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

되어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의지류 조동사와는 달리 ‘마땅히 ∼해야 한다’를 나타

내는 의무류 조동사는 주로 2인칭이나 3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되는데, 예문 (22)

에서는 2인칭 주어 ‘汝’, 예문 (25), (26)에서는 각각 3인칭 주어 ‘哥哥’, ‘奶奶’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예문 (23), (24)에서는 앞 절에 의무를 나타내는 ‘须’가 사

용되어 ‘不要’의 금지 의미가 강조되고 있으며, 예문 (26)에서는 부사 ‘千万’과 ‘不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를 제시한 학자로는 褚智歆(2008:17-18쪽), 郭昭军⋅尹美子

(2008), 박재승(2011), 최재영⋅서지은(2012)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금지를 나타내는 ‘不要’가 의무류 조동사 ‘要’의 직접적인 부정형식은 아니

지만, 초기에 사용되기 시작하였을 때는 의무류 조동사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의무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으로 귀속시키고자 한다. 필자의 초보적인 추측에 의하

면, ‘不要’가 초기에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무류 조동사 ‘要’의 부정형식으로 사용

되다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不必/不用’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보다 강화된 의

미인 ‘∼하지 마라’라는 의미를 나타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

는 향후 후속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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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가 함께 사용되어 금지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2) 동사의 부정

동사의 부정을 나타내는 ‘不要’는 8종 문헌에서 모두 출현하고 있는데 《祖》에서 

6회, 《变文》에서 12회, 《语类》에서 43회, 《彚编》에서 30회, 《杂剧》에서 8회, 《 》

에서 6회, 《词话》에서 54회, 《红》에서 44회, 총 203회 출현하였다. 관련 용례는 

다음과 같다. 

(27) “启师：非但六十年, 百年天子也不要。乞师慈悲, 容许某甲出家｡” (“启스

님이 ‘비단 60년뿐만이 아니라 100년간의 천자(天子)의 자리도 원하지 

않습니다. 대사님께 자비를 구하오니 제가 출가하도록 허락해주십시오.’라

고 말했다.”) (《祖》 第三⋅慧忠国师)

(28) “不要此中为久住，领诸天女早须归｡” “我不要，却 回，不願笙歌乱意 ｡” 
(“여기서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모든 하늘의 여신(神女)을 일찍 이

끌고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원하지는 않지만 장차 돌아갈 것인데 연주

와 노래 소리로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变文⋅
维摩诘经讲经文(五)》)

(29) 吏人呈，曹曰：“不要｡” (관리가 [공문을] 바치자, 曹는 “필요 없어.”라고 

했다.) (《语类》 第一百三十一⋅本朝五⋅中 至今日人物上李趙張汪黃秦)

(30) “丈夫又不要我，又没一个亲戚投奔，教我那里安身? …… ” (“남편이 나를 

원하지 않기도 하고 의탁할 친척도 하나 없는데, 나보고 어디에 의지하라

고 하는 것인가요? …… ”) (《彚编⋅简帖和尚》)

(31) 不要你大叫高呼。(당신이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杂

剧⋅新刊关目诸葛亮博望烧屯⋅诸葛亮博望烧屯⋅第二折》) 

(32) 你既不要时，契上明白写著 …… 。(당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십시오. ……) (《 》 Ⅰ25a10)

(33) 那吴银儿喜孜孜辞道：“娘，我不要这衣服罢｡” (그 吴银儿이 흐뭇해하면

서 “마님, 저 이 옷은 필요 없어요.”라고 거절했다.) (《词话》 第四十五回)

(34) “这样，我也不要了，你带了去罢！” (“이렇다면, 나도 원하지 않으니 네가 

가져가라！”) (《红》 第七十三回)

동사로 쓰인 ‘不要’의 주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문 (28), (33),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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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1인칭 주어 ‘我’가 사용되고 예문 (30)에서는 3인칭 주어 ‘丈夫’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상술한 예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 예문 (27), (28)에서는 

‘不要’가 어떠한 성분도 수반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문장을 구성하고, 예문 (29)에서

는 ‘不要’가 단독으로 사용되어 문장을 구성한다. 예문 (30), (33)에서는 ‘不要’가 

각각 ‘我(인칭대체사)’, ‘这衣服罢(명사구)’인 체언성 성분을 수반하고, 예문 (31)에

서는 ‘不要’가 절 목적어를 수반하며, 예문 (32)에서는 ‘不要’가 ‘∼한다면’의 의미를 

나타내는 후치사 ‘时22)’와 함께 쓰인다. 이러한 특징들은 모두 동사의 전형적인 특

징이다.

【표 2】  ‘不要’의 기능과 출 빈도

 기능

문헌과 총 출 빈도

 조동사의 부정
동사의 부정 총계

의지 지

唐代
《祖》 139

398
2(11.8%) 9(52.9%) 6(35.3%) 17(100%)

52
《变文》 259 2(5.7%) 21(60%) 12(35.3%) 35(100%)

宋代
《语类》 4536

5823
14(5.1%) 216(79.1%) 43(15.8%) 273(100%)

351
《彚编》 1287 ⋅ 48(61.5%) 30(38.5%) 78(100%)

元代
《杂剧》 102

121
2(20%) ⋅ 8(80%) 10(100%)

16
《 》 19 ⋅ ⋅ 6(100%) 6(100%)

明代 《词话》 1830 3(2.1%) 88(60.7%) 54(37.2%)   145(100%)

清代 《红》 1662 2(2%) 54(54%) 44(44%)   100(100%)

총계 9834 25 436 203 664

【표 2】를 통해서 의지, 금지, 동사의 부정을 나타내고 있는 ‘不要’의 다음 상황을 

알 수 있다. 

첫째, ‘不要’의 기능별 출현빈도는 다음과 같다.

금지(436회/65.6%) > 동사의 부정(203회/30.6%) > 의지(25회/3.8%)

둘째, 현대중국어에서 ‘不要’는 금지 의미로만 사용되는데, 근대중국어시기에는 

22) 余志鸿(1992)은 元代에 출현한 이러한 기능의 ‘时’를 후치사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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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도 일부 나타내고 있어 현대중국어와는 다른 사용양상을 띠고 있다.23)  

셋째, 의지를 나타내는 ‘不要’의 출현빈도는 일정하게 지속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전반적으로 淸代로 갈수록 출현빈도가 감소하고 있다. 

《祖》: 2회(11.8%) ⇨ 《变文》: 2회(5.7%) ⇨ 《语类》: 14회(5.1%) ⇨ 
《杂剧》: 2회(20%) ⇨ 《词话》: 3회(2.1%) ⇨ 《红》: 2회(2%)

다만 元代의 《杂剧》에서 20%라는 출현빈도를 나타내고 있어 전체적인 변천추세

에 부합하지 않고 있는데, 총 용례 자체가 단 10회에 지나지 않은 점과 동일시기의 

문헌인 《 》에는 전혀 출현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변천 추세에 거스르

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반적인 출현양상에 근거해보면, 현대중국

어시기에 근접할수록 의지를 나타내는 ‘不要’의 기능은 점차 약화되어 표준중국어에

서 소실되는 것으로 보인다.

3. 不待  

‘待’의 연원이나 발전양상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唐代의 

문헌 연구서에는 ‘待’의 출현에 대한 언급이 없고, 《汉语大词典》(1990/1993: 

3-941), 《汉语大字典》(1993:344), 《宋语 词典》(1997:63), 晏斌의 《 <三朝北

盟会编> 语法研究》(2007:5) 등에서 宋代에 ‘待’의 의지류 조동사의 용례가 출현하

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汉语大词典》(1990/1993:3-941)에서는 ‘待’가 

汉代에 이미 의무류 조동사의 용법이 출현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학계의 고찰은 아직 찾아볼 수 없다.24) 아래에서는 唐∼清에 이르는 8종 문헌에 

23) 朱德熙(1982/2008:64쪽), 刘月华等(1983/2009:176쪽)에서는 ‘不要’로 의지류 조동

사 ‘要’의 부정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남방인들이 구사하는 중국어에

서는 ‘不想’과 함께 ‘不要’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4)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汉语大词典》(1990/1993:3-941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3개의 

예문 모두 부정형식인 ‘不待’를 사용하고 있는 문장이고, ‘∼할 필요가 없다’는 ‘불필요’

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史记⋅天官书》：“传其人，不待告。(제 사람에게 전수할 때는 말해줄 필요 없다.)”

张守节正义：“待，须也。(待는 须(∼해야만 한다)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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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한 ‘不待’의 문법적 의미와 기능을 분류하여 이를 살펴보겠다.

1) 조동사의 부정

① 의지

의지의 부정을 나타내는 ‘不待’는 8종 문헌 중 《语类》에서 13회, 《杂剧》에서 3

회, 《词话》에서 8회, 《红》에서 1회, 총 25회 출현하고 있다. 관련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5) 顏子固不待說，如 “子路有聞，未之能行，惟恐有聞”，豈不是有志？ (颜

子는 본래 말하지 않으려 했는데, [이는] “子路가 듣고는 아직 그것을 행

할 수 없었고 단지 듣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한 것처럼 어찌 뜻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语类》 第一百一十八⋅朱子十五)

(36) 我煞不待 ，不近前，你也不分良善，…… 。(나는 정말 말하고 싶지 않

고, 앞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당신도 좋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잖아요. 

……) (《杂剧⋅古杭新刊的本 迟恭三夺槊⋅ 迟恭三夺槊[一]⋅第四

折》) 

(37) 不待举案齐眉学孟光。(누가 孟光처럼(/에게 배워서) 남편에게 밥상 

올릴 때는 [밥상을] 눈썹까지 들어 올리지 않으려 하겠어요.) (《杂剧⋅古

杭新刊 张屠焚儿救母⋅ 张屠焚儿救母⋅第一折》) 

(38) “…… 他便和那韩道国 婆，那长大摔瓜淫妇，我不知怎的，掐了眼儿不
待见他！” (“…… 그와 저 韩道国 마누라, 커다란 호박이 문드러진 것 같

은 저 요부 말이야. 내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눈을 꼬집어도 보고 

싶지 않아!”) (《词话》 第七十八回)

(39) 西门庆道：“我心里还不待吃，……｡” (西门庆은 “나는 마음속으로는 여전

히 먹고 싶지 않다. …… ”라고 말했다.) (《词话》 第四十回) 

(40) “…… 难道图你受用一回，叫他知道了，又不待见我｡” (“…… 설마 네가 한 

⋅《二程遗书》 卷二十八：……，须用勉强；……则不待勉强。(……함에 있어서는 강요해야 

하고, ……함에 있어서는 강요할 필요가 없다.)

⋅鲁迅《书信集⋅致许钦文》：……，则自然更不待 。(……，자연히 더욱 말할 필요 없

다.)

《汉语大词典》에서 대부분의 경우 긍정형식이 사용된 예문을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추

어볼 때, ‘待’가 의무류 조동사로 사용될 경우 긍정형식보다는 부정형식 위주로 사용되

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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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즐기려고 꾸민 것을 그에게 들키면, [그는] 나를 보지 않으려 할 거

야.”) (《红》 第二十一回) 

상술한 예문에서 ‘不待’는 의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의지류 조동사에는 1인

칭이나 3인칭 주어가 주로 사용되는데 예문 (36), (38), (39)에서는 1인칭 주어 

‘我’가 사용되고 예문 (35)에서는 3인칭 주어 ‘顏子’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예문 

(37)에서는 의문대체사 ‘ ’가 사용되고 있다.

② 불필요

앞에서 고찰한 ‘不要’, ‘不欲’와는 달리 ‘不待’는 ‘의지’ 이외에 ‘금지’가 아닌 ‘∼할 

필요가 없다’는 ‘불필요’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용례는 汉代의 《史记》에

서부터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8종 문헌 중 《语类》에서 131회, 《彚编》에서 11회, 

《词话》에서 4회, 총 146회 출현하고 있다. 관련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1) 只看這數句，幾多分曉！也不待解說。(단지 이렇게 많은 문장을 볼 때는 

많이 보면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 설명할 필요는 없다.) (《语类》 第九十

七) 

(42) 曰：“不必 不待推。……” (“말할 필요 없고, 미루어 짐작할 필요도 없다. 

……”) (《语类》第十六⋅傳九章釋家齊國治)

(43) 先生曰：“生而知之固不待学，然聖人必须学｡” (스승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것은 본래 배울 필요가 없지만 성인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라고 했

다.) (《彚编⋅河南程氏遗书卷⋅第十九》)

(44) 府尹道：“你不消多 ，我已尽知了｡” 因把司吏钱劳叫来，痛责二十板, 

说道：“你那知县，也不待做官，何故这等任情卖法？” (府尹이 “너는 많

이 말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관리 钱劳를 

불러 곤장 스무 대를 때리는 엄벌에 처하며 말했다. “너는 네 지현(知县: 

明淸시기 관직명) 노릇도 할 필요가 없다. 어찌하여 이렇게 네 마음대로 

법을 재단(/판단)한단 말이냐?”) (《词话》 第十回)

상술한 예문에서 ‘不待’는 불필요, 즉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

는데, 이는 의무류 조동사로 사용된 ‘待’의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부정한 

것이다. 예문 (42)과 (43)에서는 ‘不待’와 함께 의무의 의미를 나타내는 ‘必’, ‘必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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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되어 불필요의 어감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예문 (44)에서는 앞 문장에 불

필요의 의미를 나타내는 ‘不消’(~할 필요가 없다)가 사용되어 불필요의 의미가 강

조되고 있다. 한편, 宋代의 두 문헌 중 《语类》에서는 ‘不待’의 용례가 대단히 많이 

출현(131회)하고 있는데 동일한 표현이 중복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뒤에 결합

하는 동사도 제한적인 특징을 띠고 있다. 이는 《语类》가 성리학을 설명하고 있는 

까닭에 ‘어떤 일을 해야 한다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당위성)’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이며 책 자체의 분량(총 8책, 3343쪽)도 많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까닭에 형식적으로도 ‘必(须)+VP’와 ‘不待+VP’를 대구로 

사용한 예문이나 ‘不待……, 自然……’ 등의 표현이 빈번히 출현하고 있다.

2) 동사의 부정

동사의 부정을 나타내는 ‘不待’는 8종 문헌 중 《祖》에서 3회, 《语类》에서 48회, 

《彚编》에서 20회, 《杂剧》에서 2회, 《词话》에서 1회, 《红》에서 6회, 총 80회 출현

하고 있다. 관련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5) …… 不待天明便去 元寺槌门。( …… 날이 밝기를 기다리지 않고 元寺

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祖》 第十四⋅江西马祖) 

(46) 若有箇三底道理，聖人想自說了，不待後人說矣。(만약에 세 가지의 도

리가 있다면, 성인 자신은 직접 말하려고 싶어 하지 후대 사람이 말하는 

것은 기다리지 않는다.) (《语类》 第一百三十七⋅戰國漢唐諸子)

(47) 进云。“磨后如何?” 师云。“風不待月而凉｡” (进이 “연마한 후에는 어떠하

십니까?” 라고 하자 스님이 “바람이 달을 기다리지 않고 선선해집니다.”라

고 말했다.) (《彚编⋅大慧普觉禅师云居首座寮秉拂语录卷⋅第九》)

(48) …… 还只把两个舡家决不待时。安童便放了。(…… 또한 두 舡家만 기다

리지 않기로 결정해서, 安童이 풀려났다.) (《词话》 第四十九回)

(49) 宝钗不待他说完，便嗔他不去倒茶，一面又问宝玉从那来。(宝钗는 그가 

말을 끝마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가 차를 따라주러 가지 않은 것에 

화내며 宝玉가어디에서 왔냐고 물었다.) (《红》 第八回)

예문 (47)에서는 ‘风’이 의인화되어 주어로 사용되고 있고, 예문 (49)에서는 3인

칭 주어 ‘宝钗’가 사용되고 있다. 예문 (45), (46), (49)에서 ‘不待’는 절 목적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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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하고 예문 (47)에서는 체언성 성분 ‘月’를 수반하는데 이러한 특징은 모두 동사

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표 3】  ‘不待’의 기능과 출 빈도

 기능

문헌과 총 출현빈도

조동사의 부정
동사의 부정 총계

의지 불필요 

唐代
《祖》 72

130
⋅ ⋅ 3(100%) 3(100%)

3
《变文》 58 ⋅ ⋅ ⋅ ⋅

宋代
《语类》 571

1042
13(6.8%) 131(68.2%) 48(25%) 192(100%)

223
《彚编》 471 ⋅ 11(35.5%) 20(64.5%) 31(100%)

元代
《杂剧》 262

288
3(60%) ⋅ 2(40%) 5(100%)

5
《 》 26 ⋅ ⋅ ⋅ ⋅

明代 《词话》 496 8(61.5%) 4(30.8) 1(7.7%) 13(100%)

清代 《红》 212 1(14.3%) ⋅ 6(85.7%) 7(100%)

총계 2168 25 146 80 251

【표 3】을 통해서 의지, 불필요, 동사의 부정을 나타내고 있는 ‘不待’의 다음 상황

을 알 수 있다. 

첫째, ‘不待’의 출현빈도는 다음과 같다.

의무류 조동사(146회/58.1%) > 동사(80회/31.9%) > 의지류 조동사(25회/10%)

둘째, ‘不待’는 唐代에는 동사의 부정형식으로만 출현하였다가 宋元明시기에 조

동사의 부정형식으로 사용되어 의지, 불필요 등을 나타내었다. 주로 宋代에 빈번히 

사용하였으며 元明清시기 출현빈도가 점차 감소하여 현대의 표준중국어에서는 조

동사 용법을 찾아볼 수 없다.

셋째, 元代 이후 감소추세에 있던 ‘不待’가 明代의 《词话》에서는 드물지 않게 출

현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이 분석해볼 수 있다. 《词话》에는 총 13개의 예

문 중 ‘不待见(보지 않으려 한다)’25)이 4회나 출현하여 30.75%를 차지하고 있다. 

25) 《金瓶梅词典》(1988:49쪽)에서는 이를 ‘싫어하다(不喜欢, 讨厌)’의 의미로 해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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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词话》는 연정소설로 남녀의 애정관계와 관련된 표현이 많이 있으며, ‘不待见’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출현했을 것이다.26) 이에 따라 ‘不待见’의 출현빈도가 《词话》와 

전체 출현빈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4. 不想 

‘想’의 연원이나 발전양상에 대한 기존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汉语大字典》

(1993:971)에 제시된 의미항목의 순서에 따르면 ‘想’은 ‘상상하다(想象)’라는 동사

에서 ‘생각하다, 사색하다(思 ；思索)’라는 동사로, 이어서 ‘희망하다, ∼할 계획이

다(希望；打算)’의 동사로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27) 《汉语大字典》과 《汉语大词

典》(1990/1993:7-606)에서 ‘想’이 ‘희망하다, ∼할 계획이다(希望；打算)’의 의미

로 사용된 초기용례28)로 六朝시기 문헌의 용례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의미의 출현이 六朝시기임을 추측해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현대중국어에서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不想’

이 근대중국어시기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고찰해보겠다.

있는데 이는 ‘不待见(보지 않으려 한다)’을 확장하여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26) 앞의 예문 (40)에서 볼 수 있듯이 《红》의 유일한 예문 역시 ‘不待见’이다.

27) 중국어문법학계에서 일부 학자들은 ‘想’을 의지류 심리동사로 분류하고 있는 반면에 일

부 학자들은 ‘想’을 의지류 조동사로 귀속시키고 있다. ‘想’을 의지류 심리동사로 분류하

는 학자로는 吕叔湘(1953:4-5쪽), 凌冰(1954:11쪽), 高 墀(1957:39쪽), 施树森

(1957:11쪽), 丁勉哉(1959:46-47쪽), 黎锦熙⋅刘世儒(1959:116-119쪽, 141쪽), 

崔伯阜(1963:9쪽), 王钟林(1979:9쪽), 华宏仪(1980:9쪽), 吴积才⋅程家枢(1981: 

281쪽), 刘月华等(1983/2009:96쪽), 郑福南⋅秦旭卿等(1983:22쪽), 孟琮(1987), 

袁义林(1988), 李英哲⋅郑良伟(1990:148-172쪽), 钱乃荣(1990:175-176쪽), 袁毓

林(1993:30-33쪽), 周有斌⋅邵敬敏(1993), 王红斌(1998), 杨雲(1999), 丰竞

(2003), 江胜利(2004) 등이 있고, ‘想’을 의지류 조동사로 분류하는 학자로는 太田辰

夫(1958:184-192쪽), 朱德熙(1982:61-66쪽), 李临定(1986:164-180쪽), 马庆株

(1988:47-52쪽), 王振来(2002) 등이 있다. 필자는 선행연구에 ‘想’이 가지고 있는 심

리동사의 특징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재영⋅안연진(2011), 안

연진(2012:35-42쪽)을 참고할 것.

28) “四海想中 之美，羣生懷來 之望｡”(“온 나라가 부흥하고 싶어 하니 백성들은 州로 

오려는 마음을 품는다.”) (晋⋅刘琨-《劝进表》) -《汉语大词典》(1990/1993:7-9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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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동사의 부정

① 의지

의지의 부정을 나타내는 ‘不想’은 8종 문헌 중 明代의 《词话》에서 6회, 清代의 

《红》에서 9회, 총 15회 출현하고 있다. 관련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0) 吴月娘见西门庆在院中留恋烟花，不想回家，一面使 厮玳安，拿马往院

中接西门庆。(吴月娘은 西门庆이 기생집에서 기생(李桂卿)을 떠나지 못

하고 집에 돌아오지 않으려 하자, 하인 玳安을 시켜 말을 끌고 기생집으

로 가서 西门庆을 모셔오라 했다.) (《词话》 第十二回)

(51) 西门庆道：“我心里不想吃｡” (西门庆이 “나는 마음속으로는 먹고 싶지 않

아.”라고 말했다.) (《词话》 第七十九回)

(52) “…… 你要看了，连饭也不想吃呢｡” (“…… 당신이 봤다면 밥도 먹고 싶지 

않을 거예요.”) (《红》 第二十三回)  

(53) …… 那一个不想巴高望上，不想出头的？ (…… 어떤 사람이 권력 있는 

자와 관계를 맺고 싶지 않고, 출세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红》 第四

十六回)

상술한 예문에서 ‘不想’은 의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위의 예문에서는 다양한 

인칭의 주어가 사용되어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들을 살펴보면 예문 

(50)에서는 3인칭 주어 ‘西门庆’, 예문 (51)에서는 1인칭 주어 ‘我’, 예문 (52)에서

는 2인칭 주어 ‘你’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예문 (53)에서는 ‘不想’이 반어문에 사

용되고 있다.

그리고 ‘不想’의 일부 예문은 다음과 같은 독특한 구조로도 출현하고 있다.

(54) 宝玉笑道：“也倒不想什么吃，倒是那一回做的那 荷叶儿 莲蓬儿的汤

还好些｡” (宝玉은 미소를 지으며 “아무튼 어떤 것도 먹고 싶지 않고, 오

히려 저번에 만들어 준 연잎과 연방으로 만든 탕( 荷叶儿 莲蓬儿汤)

이 좀 더 좋아요(/먹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红》 第三十五回)

(55) 自己原不想栗子吃的，只因怕为酥酪又生事故，亦如茜雪之茶等事，是以

假以栗子为由，混过宝玉不提就完了。(나는 원래 밤을 먹고 싶지 않았

다. 그런데 酥酪(소와 양의 우유로 만든 음식)의 일, 茜雪의 차(茶)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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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일이 또 일어날까 두려웠다. [그러니] 밤을 거짓으로 핑계 삼아 宝

玉를 속이고 [그 일을] 언급하지 않으면 된다.) (《红》 第十九回)

위의 예문은 모두 ‘不想+O+吃’의 구조로 출현하고 있지만 전후 문맥을 미루어 

보면 실제로는 ‘不想+吃+O’ 구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 V(吃)와 O가 도치된 

형식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현대중국어의 吳방언에서도 출현하고 있다.29) 

《红楼梦》이 北京방언 위주로 쓰여졌지만 江淮방언과 吳방언의 영향도 많이 받은 

점을 고려하면 위의 예문에서 나타나는 ‘不想+O+吃’구조 역시 吳방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30)

2) 동사의 부정

동사의 부정을 나타내는 ‘不想’은 8종 문헌 중 《杂剧》에서 15회, 《词话》에서 

166회, 《红》에서 46회, 총 227회 출현하고 있다. 관련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56) 他不想夫妇恩重如山，待 一个亲男儿谋算了。(그녀는 부부의 정이 산

처럼 깊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남편을 모해하려고 했습니다.) (《杂剧⋅新

编足本关目张千替杀妻⋅张千替杀妻⋅第三折》)

(57) “我怎么不想达达，只要你松柏儿冬夏长青便好，休要日远日疏，……!” 

(“제가 어찌 나리를 그리워하지 않았겠어요. 단지 나리가 푸른 소나무처

럼 항상 푸르기만 하면(/저를 사랑해주면) 돼요. 시간이 흘러도 [저를] 

멀리하지 마세요.……!”) (《词话》 第七十九回)

(58) 你也不想想，焦大太爷跷跷脚，比你的头还高呢。(너도 생각해보지 않았

지, 큰 아버지 焦가 발뒤꿈치를 올리면 네 머리 보다 높잖아.) (《红》 第

七回)

(59) “ 二，你果然是个好汉，我何曾不想着你，……” (“둘째야, 너는 과연 사

내대장부로구나. 내가 어째서 너를 생각하지 않았겠니. ……”) (《红》 第二

十四回)

29) 吳방언에서 나타나는 ‘SOV’어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黄伯荣(1996:727쪽), 钱乃荣

(1997:260-263쪽)을 참고할 것.

30) 《红楼梦》의 기초방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蒋文野(1983), 沈新林⋅漫话(2001), 王

毅(2007), 林纲⋅刘晨(2011) 등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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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예문에서 ‘不想’은 동사 ‘想’의 여러 의미항목을 부정하는 형식으로 사용되

고 있는데 예문 (57)의 ‘不想’은 ‘그립다’의 부정형식으로 사용되고, 예문 (56), 

(58), (59)의 ‘不想’은 ‘생각하다’의 부정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동사로 쓰인 ‘不

想’의 주어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문 (57), (59)에서는 1인칭 주어 ‘我’가 

사용되고 예문 (58)에서는 2인칭 주어 ‘你’가 사용되고, 예문 (56)에서는 3인칭 주

어 ‘他’가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위의 예문에서 ‘不想’은 다음과 같은 문법적 특징

을 나타낸다. 예문 (56)에서는 절 목적어를 수반하고, 예문 (57)에서는 체언성 성

분인 ‘达达’를 수반하며 예문 (58)에서는 중첩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예문 

(59)에서는 동태조사 ‘着’를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모두 동사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한편 ‘不想’은 고정적으로 사용되면서 ‘어휘화(词汇化, lexicalization)’되어 ‘不

料, 没想到(뜻밖에)’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31) 최초의 용례는 宋代의 《彚编》

(1회)에서 보이기 시작하며,32) 이후 《杂剧》에서 17회, 《词话》에서 56회, 《红》에

서 21회, 총 95회 출연하고 있다. 이들의 용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0) 滕大尹大惊，道∶“常闻得捉贼的就做贼，不想王遵、马翰真个做下这般

勾當!”(滕관리가 몹시 놀라며 “도둑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도둑이 된다

는 말은 자주 들어봤는데 뜻밖에 王遵, 马翰이 정말 이런 짓을 하다니!”

라고 말했다.) (《彚编⋅宋四公大闹禁魂张》) 

(61) 本向灵隐寺祭福星，不想到宅上惹祸根。(본래는 灵隐寺에 가서 신(福

星)에게 제사지려고 했는데, 뜻밖에 집에 갔더니 안 좋은 일이 일어났

다.) (《杂剧⋅大都新刊关目的本东窗事犯⋅东窗事犯⋅第四折》) 

(62) 外边排军、伴當备下马伺候，还等西门庆往衙门里大发放，不想又添出这

31) 《汉语大词典》(1990/1993:1-457쪽), 《现代汉语词典(第六版)》(2012:112쪽), 《现代

汉语规范词典》(2004:109쪽)에서는 이러한 ‘不料’를 각각 ‘동사’, ‘부사’, ‘접속사’ 등으

로 분류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不料’의 품사의 귀속이 논의의 중점이 아니라 ‘뜻밖에’

라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자 하기 때문에 ‘不料’의 품사 귀속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

이다.

32) 《汉语大词典》(1990/1993:1-457쪽)에서는 ‘不想’의 초기 용례로 元代의 문헌의 예문

을 제시하고 있으나, 본고의 조사 결과 宋代에 이미 해당 예문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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样症候来。(밖에는 포졸들이 말에서 내려 기다릴 준비를 하면서, 西门庆

이 관아로 가서 크게 처벌 받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다시 

이러한 병이 난 것이다.) (《词话》 第七十九回)

(63) “不想日未落时，天就变了，淅淅沥沥的下起雨来｡” (“뜻밖에 해가 아직 

지지 않았을 때 날씨가 변해서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红》 第四

十五回)

상술한 예문에서 ‘不想’은 모두 ‘뜻밖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不

想’ 뒤에는 ‘뜻하지 않은 사건,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출현하고 있다. 이상에서 제

시한 어휘화된 ‘不想’은 ‘不+조동사/동사’와 같은 통사적 성분이 아니므로 아래의 

출현빈도표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표 4】  ‘不想’의 기능과 출 빈도

                      기능

문헌과 총 출 빈도

조동사의 부정
동사의 부정 총계

의지

唐代
《祖》 26 

72
⋅ ⋅ ⋅

《变文》 46 ⋅ ⋅

宋代
《语类》 416

636
⋅ ⋅ ⋅

《彚编》 220 ⋅ ⋅

元代
《杂剧》 253

259
⋅ 15(100%) 15(100%)

15
《 》  6 ⋅ ⋅ ⋅

明代 《词话》 444 6(3.5%) 166(96.5%) 172(100%)

清代 《红》 940 9(16.4%) 46(83.6%) 55(100%)

총계 2351 15 227 242

【표 4】를 통해서 의지, 동사의 부정을 나타내고 있는 ‘不想’의 다음 상황을 알 수 

있다. 

첫째, ‘不想’의 기능별 출현빈도는 다음과 같다.

동사의 부정 (227회/93.8%) > 의지 (15회/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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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不想’은 宋代까지 거의 출현하지 않다가33), 元代 이후 동사의 부정형식으

로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게다가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으로 사용된 용례는 明

代가 되어서야 출현하였다. 六朝시기에 ‘희망하다, ∼할 계획이다(希望；打算)’를 

의미하는 ‘想’이 출현한 점을 고려해보면, 그 부정형식인 ‘不想’도 六朝시기 이후에 

일정 정도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지만 고찰 결과 唐宋元시기에는 기

본적으로 사용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셋째, 의지를 나타내는 ‘不想’의 조대별 출현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明代 《词话》: 6회(3.5%) ⇨ 清代 《红》: 9회(16.4%)

결론적으로 ‘不想’은 현대중국어에서의 사용상황과는 달리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

형식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일반 심리동사의 부정형식으로 사용된 경우가 더 빈번하

다. 또한 비교적 늦은 시기인 明代에 출현하여 清代에 사용례가 증가하였다.

Ⅲ. 나오는 말

본고에서는 근대중국어시기의 대표적인 8종 문헌에 출현하는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 ‘不欲, 不要, 不待, 不想’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는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不欲, 不要, 不待, 不想’의 각 기능과 출현빈도를 종합해보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33) 宋代에 예문이 1회 출현하였으나 ‘뜻밖에’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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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不欲, 不要, 不待, 不想’의 기능과 출 빈도

기능

문헌

不欲 不要 不待 不想

총계

조동사의 

부정

동

사

의 

부

정

계

조동사의 

부정 

동

사

의 

부

정

계

조동사의 

부정

동

사

의 

부

정

계

조동사의 

부정

동

사

의 

부

정

계

의지 지 의지 지 의지
불필

요
의지

唐
祖 ⋅ ⋅ ⋅ ⋅ 2 9 6 17 ⋅ ⋅ 3 3 ⋅ ⋅ ⋅ 20

变文 12 2 ⋅ 14 2 21 12 35 ⋅ ⋅ ⋅ ⋅ ⋅ ⋅ ⋅ 49

宋
语类 45 ⋅ 13 58 14 216 43 273 13 131 48 192 ⋅ ⋅ ⋅ 523

彚编 85 ⋅ 65 150 ⋅ 48 30 78 ⋅ 11 20 31 ⋅ ⋅ ⋅ 259

元
杂剧 ⋅ ⋅ ⋅ ⋅ 2 ⋅ 8 10 3 ⋅ 2 5 ⋅ 15 15 30

⋅ ⋅ ⋅ ⋅ ⋅ ⋅ 6 6 ⋅ ⋅ ⋅ ⋅ ⋅ ⋅ ⋅ 6

明 词话 ⋅ ⋅ ⋅ ⋅ 3 88 54 145 8 4 1 13 6 166172 330

清 红 3 ⋅ ⋅ 3 2 54 44 100 1 ⋅ 6 7 9 46 55 165

총계 145 2 78 225 25 436 203 664 25 146 80 251 15 227242 1382

다음은 【표 5】에 나타난 ‘不欲, 不要, 不待, 不想’의 출현양상의 특징이다. 

가. 전체 출현빈도에 따라 ‘不欲, 不要, 不待, 不想’을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不要(664회/48%) > 不待(251회/18.2%) > 不想(242회/17.5%) > 不欲(225회/16.3%)

나. ‘不欲, 不要, 不待, 不想’ 모두 조동사의 부정형식과 동사의 부정형식 두 가

지로 사용되었는데, 조동사의 부정형식으로 사용될 경우 나타내는 의미는 다음과 

같이 모두 동일하지 않다.

∙ 의지: 不欲, 不要, 不待, 不想 

∙ 금지: 不欲, 不要

∙ 불필요: 不待

다.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으로 출현한 빈도에 따라 ‘不欲, 不要, 不待, 不想’

을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不欲(145회/69.1%) > 不要(25회/11.9%)/不待(25회/11.9%) > 不想(15회/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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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각 시기에 사용된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과 출현빈도는 아래의 【표 6】

과 같다.

【표 6】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과 출 빈도

시기 唐 宋 元 明 清

부정

형식

不欲(12/75%) 不欲(130/82.8%) 不待(3/60%) 不待(8/47.1%) 不想(9/60%)

不要(4/25%) 不要(14/8.9%) 不要(2/40%) 不想(6/35.3%) 不欲(3/20%)

不待(13/8.3%) 不要(3/17.6%)  不要(2/13.3%)

 不待(1/6.7%)

총계 16 157 5 17 15

다음은 【표 6】에 나타난 ‘不欲, 不要, 不待, 不想’의 출현과 변천양상의 특징이

다. 

가. 각 시기별 의지류 조동사의 대표적인 부정형식은 다음과 같다.

唐宋
>

元明
>

清

 不欲 不待 不想

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학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唐이후 대표적

인 의지류 조동사는 ‘要’이다. ‘欲’는 기본적으로 입말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글말 표

현에서 의고적으로 사용하는 의지류 조동사이고, ‘待’는 宋元明시기에 한시적으로 

사용되었던 의지류 조동사이다.34) 긍정형식에서는 ‘要’가 이처럼 절대적인 사용상

의 우위를 점하고 있던 반면에 부정형식에서는 이상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不欲, 

不待, 不想, 不要’ 등이 혼용되고 있어 사용상의 비대칭 현상이 출현하고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의지류 조동사 ‘要’의 부정형식인 ‘不要’를 사용하기 어려웠던 탓인 

것으로 보인다.

34) 최재영(2012)에 따르면 明清시기 7종 문헌에 출현한 의지류 조동사 ‘要, 欲, 待’의 출

현빈도는 다음과 같다.

要(2940회, 90%) > 待(163회, 5%) > 欲(162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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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대 표준중국어의 상황과는 달리 ‘不要’가 근대중국어시기에는 의지를 나타

내는데 사용(25회/5.4%)되었지만, 그 어느 시기에도 주요 표현은 아니었다. 이는 

‘不要’가 주로 금지를 나타내는데 사용(436회/94.6%)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라. ‘不想’은 비교적 늦은 시기인 明代에 출현한 후 清代에 들어서야 의지류 조

동사 부정형식의 주요표현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심리동사 ‘想’의 여러 의미항목 

중 하나인 ‘희망하다, ∼할 계획이다’가 六朝∼元代시기에 해당 의미장에서 주요 표

현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35) 

마. 부정형식의 변천양상 중에는 층위화(layering) 현상36)이 존재하고 있다. 즉, 

신형식의 출현 이후에도 구형식이 함께 잔존하고 있는데 宋代에 ‘不待’가 출현한 이

후에도 구형식인 ‘不欲, 不要’와 함께 사용되었다. 元代에는 상고시기부터 줄곧 사

용되어 오던 ‘不欲’는 출현하지 않지만 구형식인 ‘不待’와 ‘不要’가 계속 함께 사용되

었고, 明代에는 신형식인 ‘不想’이 출현하였지만 구형식인 ‘不待, 不要’가 함께 사용

되고 있다. 결국 清代가 되어서야 주요 표현으로 자리하게 되는 ‘不想’은 기존에 사

용되던 ‘不欲, 不要, 不待’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셋째. 근대중국어시기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의 이와 같은 출현과 변천양상은 

다음과 같은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가. 일반언어학 관점에서 보면 양상을 나타내는 일부 동사나 조동사는 여러 의미

항목을 가지기도 하는데 이는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한국어, 

일본어 등 다른 언어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인 인간의 사

35) 안연진(2012:46-48쪽)에 따르면 明代의 문헌인 《初刻拍案惊奇》, 《金瓶梅词话》, 《醒

世姻缘传》에서 ‘희망하다, ∼할 계획이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想’은 211회 출현하는데 

여기서 ‘想’이 ‘道’나 ‘说’를 수반하는 구조가 199회 출현하여 그 결합양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결론을 도출하려면 긍정형식 전부의 양상을 살펴봐야 하

지만 근대중국어시기에 ‘想’이나 ‘不想’은 【표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로 동사의 주요

의미의 항목(생각하다, 그리워하다)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36) 이성하(1998:173-175쪽)에 의하면, 층위화(layering)란 옛 층위와 새 층위가 공존하

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즉, 여러 문법화소들이 같은 기능의 영역 안에서 자꾸 문법

화 되지만, 옛 층위는 새 층위가 생겨났다고 해서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

에 공시적으로 공존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공시적으로 층위화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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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패턴이다.37) 한편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어(‘要’와 ‘不想’)와 영어(‘must’

와 ‘can't’)의 일부 조동사는 나타내고 있는 의미에 따라 각기 다른 부정형식을 사

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대칭현상은 표지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표지이론에 따

르면 무표항은 이해와 습득이 쉽고, 유표항은 이해와 습득이 어렵다고 한다. 그리

고 긍정형식과 현실문은 무표항에 속하고, 부정형식과 비현실문은 유표항에 속한

다.38) 무표항의 경우에는 가중치를 주지 않고, 유표항의 경우에는 [1]이라는 가중

치를 주어서 이해와 습득의 난이도를 표시할 경우 조동사를 사용한 긍정문과 부정

문의 난이도는 다음과 같다. 

조동사를 사용한 긍정문: 비현실문이고 긍정문이므로 난이도는 [1].

조동사를 사용한 부정문: 비현실문이고 부정문이므로 난이도는 [2].

난이도가 낮은 경우 특정 문법형식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내어도 이해와 습득

이 쉬운 반면,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이해와 습득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조동

사를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현실문의 경우 난이도는 0(긍정문)과 1(부정문)이고,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긍정과 부정이 대칭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조동사를 사용한 

긍정문의 경우 비현실문이므로 이미 난이도 [1]에 해당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나타

내는 특정 문법형식(예를 들어 의지, 의무, 추측을 나타내는 조동사 ‘要’)의 이해와 

습득이 이미 그다지 쉽지는 않은 편이다. 그런데 조동사를 사용한 부정문은 난이도 

[2]에 해당하여 이해와 습득이 더욱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조동사의 각 유형에 따라 대표적인 부정형식을 사용하게 된 것

으로 보인다.39) 

나. 그렇다면 唐∼清시기에 ‘不欲, 不要, 不待, 不想’ 등이 혼용된 점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은 이상의 여러 가지가 가능

37)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언어유형론》 3 (2008:350-409쪽), 《인지언어학 옥스퍼드 

핸드북》(2011:994-998쪽)을 참고할 것.

38)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沈家炫(1999:43쪽, 106쪽)을 참고할 것. 

39) 沈家炫(1999:330쪽)은 “언어교류책략과 화용규칙은 문법적인 비대칭현상을 조성하는 

중요한 원인이다.(语 交流策略和语用规律是造成语法不对称的重要原因｡)”라고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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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데 가능한 여러 표현 중 각 시기에 사용된 대표적인 형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

가? 이는 ‘欲, 要, 待’를 중심으로 논의해볼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欲, 

要, 待’는 모두 의지와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로 사용되었는데 각 조동사가 가지

는 두 가지 의미를 출현 순서에 따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欲 의지 ⇨ 의무
要 의무 ⇨ 의지
待 의무 ⇨ 의지

그리고 【표 5】에 나타난 ‘不欲, 不要, 不待’의 두 의미별 출현빈도는 다음과 같다. 

不欲   의지(145회, 98.6%) >    의무(2회, 1.4%)

不要   의무[금지](436회, 94.6%) >    의지(25회, 5.4%)

不待   의무[불필요](146회, 85.4%) >    의지(25회, 14.6%)

위에서 제시한 내용을 통해서 ‘欲, 要, 待’의 부정형식이 주로 나타내는 의미는 각 

조동사가 가진 최초의 의미와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唐 

이후 대표적인 의지류 조동사로 ‘要’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不要’는 의지류 조

동사의 대표적인 부정형식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唐宋시기

에는 부정형식 역시 대부분 의지를 나타내는데 사용된 ‘不欲’가 사용되었으나 ‘欲’가 

唐 이후 글말에서 주로 사용되었기에 元代 이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不

待’는 宋代에 사용하기 시작하여 元明시기까지 대표적인 부정형식으로 사용되었으

나 출현빈도가 대단히 높지는 않다.40) 게다가 ‘待’는 宋元明시기에만 사용되었던 

조동사이기에 清代 이후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

형식이 필요하였으며 이 자리에 ‘不想’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唐∼清시기에 출현한 의지류 조동사의 부정형식에 대하여 출현빈도, 

40) ‘待’의 조동사 용법은 ‘의무 ⇨ 의지’ 순으로 출현하였기 때문에 부정형식도 주로 의무

[불필요](146회, 85.4%)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나타내는 용법

도 적지 않은데 그 이유는 좀 더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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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천양상을 고찰해보고 아울러 이러한 현상의 출현 원인에 대하여 초보적인 해석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 해결하지 못한 ‘清代 이후의 사용상황, 不想의 출현 원인, 기

타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의 비대칭 상황’ 등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지속적으

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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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现代汉语助动词有表示能力的，如“能、会”；表示意志的，如“要”；表示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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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清

不欲 不待 不想

务的，如“得、要、应该”；表示推测的，如“得、要、应该、会”等每个范畴大部

分具有几种不同的表现形式。而否定形式不然，只有一两个代表形式而已。本

文首先对于这些汉语助动词的肯定形式和否定形式的不对称现象的前人研究进

行 察，然后对于近代汉语时期(唐代∼清代)的8种文献(《祖 集》、《敦煌变

文》、《朱子语类》、《近代汉语语法资料彚编(宋代卷)》、《新校元刊杂剧三十

种》、《原本 乞大》、《金瓶梅词话》、《红楼梦》)里出现的意志类助动词的否定形

式(‘不欲，不要，不待，不想’)进行了全面的分析和 察，揭示它们的使用情况

和演变情况，进而试图解释其演变的原因。 察结果如下： 
第一、“不欲、不要、不待、不想”的出现频率如下：
不要(664次/48%) > 不待(251次/18.2%) > 不想(242次/17.5%) > 

不欲(225次/16.3%)

第二、“不欲、不要、不待、不想”等都可用作助动词的否定形式和动词的否

定形式，但作为助动词的否定形式使用时所表达的各种意思并非一致，具体情

况如下： 
⋅表示意志：不欲、不要、不待、不想 

⋅表示禁止：不欲、不要

⋅表示不 要：不待

第三、各时期意志类助动词的代表否定形式如下：

可见，唐至清意志类助动词的代表否定形式不同于现代汉语普通话。在近

代汉语时期“不要”虽然可用于表示意志，但它一直不是代表形式，这是因为“不

要”主要用在表示禁止。
第四，意志类助动词肯定形式和否定形式的不对称现象可用标记理论来解

释。从标记理论的观点来看，肯定句、现实句是无标记项，而否定句、非现实

句是有标记项。相对来讲，在这两种标记项當中有标记项不易理解和习得，那

么既表示非现实又表示否定的“助动词的否定形式”难度很高。因此人们为了追

求语 交际的明确性在否定句中只使用一两个代表形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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