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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대략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국학자들은 “동사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해 일정량의 연구 성과를 거두어 냈고, 일부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單音節 동사의 

雙音節 동사로의 발전과 그 조건 및 내재 원인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董秀芳 《詞彙化⋅漢語雙音詞的衍生和發展》（2011年）书籍; 肖曉暉《雙音

並列雙音詞構詞規律研究》（2010年)书籍; 徐時  《漢語詞彙雙音化的內在原因

探》(2005年); 粱光華 《試論漢語詞彙雙音化的形成原因》(1995年) 등이다.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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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는 기존 학자들의 연구방법을 토대로 “除去”類 동사 음절의 역사적 변화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除去”類 동사란 신체 혹은 물체에 부착된 먼지(흙), 오물들을 없애는 손동작 동

사의 일부이다. “털다”와 “닦다”가 공통적으로 이러한 의미적 특징을 지닌다. 그러므

로 “털다”와 “닦다” 두 종류의 동사집합체(語義場=semantic field)를 “除去”類 동

사의 하위개념으로 선정하여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본 논문은 “털다”類 語彙場 연구를 통해 역사적 지위가 높은 同義 병렬식 雙音

節 동사가 존재하지 못한 원인을 파악하고 “닦다”類 語彙場 연구를 통해 單音節 동

사들의 발전과 쇠퇴과정에서 雙音節 동사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며, 또한 “제거”

類의 하위개념인 “털다”, “닦다”의 의미상 차이와 보어와의 결합관계를 이해하는 데

에 학술적 가치를 둔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拂”의 “털다”와 “닦다”의 의미상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할 것

이다. 둘째 “털다”類 동사 집합체(語義場=semantic field) 내의 각 동사들의 음절

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하 으며, 또한 각 동사들이 근대 이후 어떤 문법요소와 

결합했는지에 대해 상세히 논할 것이다. 셋째 “닦다”類 동사 집합체(語義場

=semantic field) 내의 각 單音節 동사들이 先秦時代부터 現代에 이르기까지 雙

音節로 발전하고 쇠퇴한 과정에 대해 서술할 것이고, 또한 근대 이후 어떤 文法結

構가 생성 및 발전하 는지에 대해서도 논할 것이다.

필자가 본 논문에서 연구할 通時적 범위는 先秦時代∼淸朝末期이다. 선택한 文

獻들은 明朝 前의 것으로는 당시 구어체 색채가 강한 文書 혹은 그 시대를 대표하

는 전형적인 史書들(대략 28권)이고, 明朝 이후의 文獻들은 모두 地方方 (山

東、北京、天津、江淮、吳語)의 특색을 지닌 소설들(대략20권)이다. 대략 총 48

권의 역대 문헌들을 참고하여, 2종류 “除去”類 손동작 雙音節 동사들의 사용빈도에 

대해 각 시대별로 통계수치를 내었다.

Ⅱ. “拂”의 “털다”와 “닦다” 의미의 비교

“拂”는 역사상 “털다”와 “닦다”의 의미를 모두 내포한 “除去”類 동사로서의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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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왔다. “털다” 의미의 “拂”은 先秦時代부터 明朝 이전까지 상용어 역할을 하 고, 

“닦다” 의미의 “拂”은 先秦兩漢의 상용어 다. 그러면 “拂”의 “제거( “털다”, “닦다”)” 

의미의 기원은 무엇인가? 《說文解字》에 따르면 “拂”의 本義는 “过击也”이다. 《廣

韻》에 따르면 “拂”의 의미는 “去也、拭也、除也”이고, 《集韵》 《韵会》에 따르면 “拂”

의 의미는 “违也、戾也”이다. 우리는 여기서 “拂”이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汉语大词典》에 따르면 “拂”은 “掠擊”, “除去(擦拭;掸去)”, “掠

过”, “违背”, “撩起”, “摇动”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拂”의 “除去

( “털다”, “닦다”)” 의미는 최초 本義 “过击”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派生된 다양한 

의미 중 하나이다.

“털다”와 “닦다”는 엄연히 상이한 의미이다. 하지만 많은 사전에는 “拂”의 “털다”와 

“닦다”에 대한 의미상 경계구분이 불명확하다. 예를 들면, 《楚辭⋅蔔居》：“詹尹乃端

策拂龜.”; 《战国策⋅魏策四》：“今以臣凶恶，而得为王拂枕席.” 두 예문들 중에서 

前 의 “拂”은 “털다”의 의미이고, 後 의 “拂”은 “닦다”의 의미이다. 王力가 편찬한 

《古代汉语词典》에는 兩 를 모두 “掸去(털다)”의미로 분류하 다. 그 외에도 본래 

“털다”의미의 “拂”을 “擦拭(닦다)”로 분류하거나 혹은 “닦다” 의미의 “拂”을 “掸去(털

다)” 의미로 분류한 고대한어사전들이 많다.

이에 필자는 兩 의 차이점을 [動作 象]、[動作方式]、[道具]、[强度]、[除去

程度 및 結果] 등의 필수요소에 의거하여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다.

(1) 男女未冠 ，鸡初鸣，咸盥漱、栉、縰、拂髦、总角.（《礼记⋅内则第

十二》)

(미혼 남녀는 늘상 아침에 닭이 울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를 빗고, 털

며 정리한 후 总角모양으로 묶는다.)

(2) 大風揚塵，王以扇拂塵曰:“元規塵汙人.”（《世說新語⋅輕詆》

(바람이 먼지를 몰고 오자, 王 는 부채로 먼지를 털며 “이 먼지들은 사람

들에게 해롭다”라고 말한다.) 

(3) 自把雪来拂了.（《金瓶梅》第二回）
(스스로 몸에 있는 눈을 털다.) 

(4) 主人西面左手執几縮之，以右袂推拂几三.（《 禮⋅有司徹》

(주인은 왼손으로 안석을 잡고, 오른손으로 걸레를 들고 안석에 붙은 먼

지들을 세 번 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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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臣師以巾內拂矢而接矢於公，稍屬.（《 禮⋅大 》）
( 臣師는 걸레로 활을 닦은 후 그것을 國君에게 건넨다.)

(6) 孤今親行 軍之館, 輒拂席洗爵, 敬待 軍.（《晉書》卷一百）
(직접 장군의 숙소로 가서 의자와 식기를 닦고 장군을 접할 준비를 한

다.)

위의 예문(1)∼(3) 중의 “拂”은 “털다”의 意義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예문

(1)∼(3) 중의 “髦”에 부착된 먼지(흙), 먼지 “雪” 등의 動作 象은 제거될 시에 

“흔들다”의 動作方式을 필요로 한다. “털다”의 주요도구는 “손”이나, 간혹 예문(2) 

중의 “扇(부채)”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기도 한다. “扇(부채)” 역시 “흔들다”의 動作

方式과 상관이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털다”는 “흔들다”의 動作方式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털다”의 동작을 가할 시 부착물은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다만 强度가 

비교적 약하므로 부착물들을 완전히 제거시키기는 어렵다.

예문(4)∼(6) 중의 “拂”은 “닦다”의 意義이다. 3개의 예문 중의 動作 象 “几”、
“矢”、“席” 등에 부착된 먼지(흙)는 제거될 시에 “흔들다” 보다는 “문지르다”의 動作

方式과 더 관계가 깊다. “닦다”의 주요도구로는 “袂、巾” 등 면포類이다. “닦다”는 

“털다”에 비해 동작의 强度가 강하다. 그러므로 “닦다”의 동작을 가할 시 결과적으로 

흙(먼지) 등은 완전히 제거될 수 있으며, 물체는 깨끗해진다.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털다”와 “닦다”의 차이점을 一目瞭然하게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털다”의 [動作 象: 주로 몸에 부착된 흙(먼지) 혹은 눈], [主要道具: 

손], [動作方式: 흔들다], [强度: 弱]、[程度: 隨意], [結果: 使附着物落下、일

부 附着物 殘留] ; “닦다”의 [動作 象: 주로 物體에 附着된 흙(먼지)혹은 오물], 

[主要道具: 면포類], [動作方式: 문지르다], [强度: 强], [程度: 莊重], [結果: 

使物净].

Ⅲ. “털다”類 동사의 음 변화

현대중국어에서 “털다” 의미의 상용어는 “抖”이다. 기타동사 “拂”, “掸”은 특정 南

方方 에서 사용되거나 혹은 書面語로 쓰인다. “털다”는 몸체 혹은 물체에 붙어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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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부착물을 손을 上, 下, 左, 右로 흔들어 아래로 떨어뜨리는 동작방식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털다”類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抖动], [使其掉下], [除去] 등 의미 

형태소를 지닌다. 古代에서 現代까지 이러한 의미 형태소를 지닌 동사로는 “抖”, 

“拂”, “掸” 등이 있다. 세 개의 單音節 동사들의 역사적 사용빈도를 살펴보면 先秦

時期부터 元朝까지 “拂”은 줄곧 상용어 역할을 하 으나, 明朝부터 “抖”(魏晋南北

朝에 생성)가 “拂”을 대체하고 상용어가 되었다. 淸朝 때 생성된 “掸”은 “抖”와의 경

쟁에서 려 쇠퇴하 다. “털다”類 동사의 雙音節 사용빈도에 대한 각 시대별 통계

수치는 아래와 같다.1)

 表(一)

 1) 表(一)에는 “抖”, “拂”, “掸”의 雙音節 동사 및 短語가 출현하는 작품들만 선정하여 제

시한 것이다. 실제로는 表(一)에서 제시한 것 외에도, 《 禮》, 《禮記》, 《楚辞》, 《史

记》, 《汉书》 등 先秦兩漢 시대의 작품, 《世说新语》, 《抱朴子》, 《朱子语类》, 《五燈

元》 등 六朝에서 宋朝까지의 작품, 《西厢记》、《麗則遺音》, 《西游记》, 《醒世姻缘传》, 

《红楼梦》, 《官场现形记》 등 元朝에서 淸朝까지의 작품들까지 선정하 다. 총35권의 

문헌들을 통해 “抖”、“拂”、“掸”의 각 시대별 사용빈도에 대한 통계수치를 내어 “抖”가 

“拂”을 대체하 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뒷면 부칙Ⅰ참고.

                    어휘

작품

抖擻 拂衣 竝列⋅状中⋅动补短语
통  계

魏晋

南北朝

宋书 0 0 扫拂(1)

齐民要术 1 0 扫拂(1)

摩訶僧祇律 7 0 0

十诵律 7 0 0

文选 0 3 0

唐宋元

时期

北史 0 1 拂去(2)

南史 0 0 扫拂(1)

晋书 0 2 0

四分律行事纱 7 0 拂去(1)

法苑珠林 6 0 0

太平廣記 0 1 拂落(1)

雲笈七簽 0 5 振拂(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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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동사집합체에는 同義 병렬식 雙音節 동사가 존재한다. 肖

晓晖(2010)는 “竝列結構가 春秋戰國時代부터 발전하여 唐代에는 절정을 이루었

고, 宋代부터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여 현대에 이르러서는 竝列結構로 이루어진 雙

音節 단어가 대략 20%정도 차지한다.”2)고 하 다. 

呂雲生(1990)은 漢語의 병렬식 雙音節 동사는 조합능력이 매우 강하고, 수량이

나 발전 속도에서 기타 결합식 雙音節 동사보다 훨씬 우세하다고 하 다.3)

张博(1999)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先秦時期에 同義 병렬식 雙音節의 용례는 

53.7% 를 차지하고, 類義竝列式과 反義竝列式 雙音節 용례는 각각 37.5%와 

9.24%에 도달한다.4)

이들은 비록 현대중국어에서는 竝列結構로 이루어진 雙音節 단어의 용례가 적으

나, 宋朝 이전에 竝列結構 그 중에서도 同義 병렬식 雙音節 동사의 역사적 지위가 

얼마나 높았는지를 시사한다. 그러나 위의 통계표를 보면 “털다”類 동사집합체 내에

는 同義 병렬식 雙音節 동사의 용례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 원

인은 과연 무엇인가? 아래에 세 개의 동사 “抖”、“拂”、“掸”의 생성과 역사적 발전과

정, 그리고 이들이 어떤 조합관계를 이루었으며, 왜 同義 병렬식 雙音節 동사로 발

전을 못하 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肖曉暉 《雙音並列雙音詞構詞規律研究》, 北京, 中國傳媒大學出版社, 2010, 67～68

쪽.

 3) 呂雲生 <論漢語竝列複合詞形成的條件 原因>; 《古汉语研究》1990年第4期.

 4) 张博 <組合同化—詞義衍生的一種途徑>; 《中国语文》1999年第2期.

类说 0 1 振拂(1)

明

清

时

期

山东 金瓶梅 0 0 拂落(2)、拂去(2)、拂下(1)

江淮 水浒传 0 0 拂落(2)

吴语 醒世恒 0 0 拂下(1)、抖净(1)

吴语 喻世明 0 0 抖下(1)

北京 兒女英雄傳 0 0 拂落(2)

江淮 儒林外史 0 0 拂去(1)、抖掉(1)

江淮 七侠五义 0 0 掸去(4)

吴语 海上花列传 0 0 抖去(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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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拂”의 雙音節化

“털다” 의미의 “拂”은 明朝 이전까지 역사적 지위가 높았다. 현재는 거의 消失된 

상태이고, 일부 南方方 (福建 福州)에서만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拂” 의미

의 起源은 이미 상술한 관계로 本節에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위의 表(一)에서 본 

바와 같이 “털다” 의미의 “拂”의 雙音節 형식으로는 “扫拂”、“拂衣”、“振拂”、“拂

去”、“拂净”、“拂下”、“拂落” 등이 있는데, 이들 모두 同義 병렬 結構와는 무관하

다.5) 일곱 개의 雙音節 형식 중 현행 《汉语大词典》에 수록되어 雙音節 동사로 인

정되는 단어는 惟獨 “拂衣”일 뿐이다. 董秀芳(2011)은 雙音節 短語가 한 의미에

서 다른 의미로 派生⋅發展하거나, 혹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指化하거나, 혹은 

구체적 의미에서 추상적 의미로 확대될 경우 雙音節 동사로 발전할 수 있다고 언

급했다.6) 아래에서 “扫拂”、“振拂”、“拂去”、“拂净”、“拂下”、“拂落”들은 短語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고, “拂衣”는 短語의 범주를 벗어나 動賓結構로 이루어진 동

사로 발전한 원인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扫拂”는 “쓸다”와 “털다” 두 개의 유사한 의미로 구성된 類義竝列短語이다. “扫

拂”는 복합의미 “쓸다”와 “털다”를 제외하고는 다른 의미로 발전되지 못했고 또한 

指化하지 않았기 때문에 短語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短語인 “扫拂”은 

魏晉南北朝에서부터 唐朝까지 극소수의 용례가 출현하 을 뿐 宋朝부터 그 후대인 

元明淸朝에는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없다.

(7) 至即叩扉告嘯父, 並令掃拂別齋, 即便入郡.（《宋书》卷五十四）
(문을 두드리고 嘯父에게 房 의 먼지를 털고 쓴 후 고을로 들어올 것을 

命하 다.)

(8) 在縣掃拂郭邑，路無橫草.（《南史》卷五十四）
(잡초가 없는 帝王묘지 부근의 먼지를 털고 쓸었다.) 

 5) “털다” 의미의 “拂”은 “拭”과 조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兩 가 “닦다”라는 同義관계에

서 상호간에 병렬결합하기 때문이다. 謝智香 《漢語手部動作常用詞演變研究》, 中國社

科學出版社, 2012, 120쪽.

 6) 董秀芳 《詞彙化雙音詞的衍生和發展》, 北京, 商務印書館, 2011, 128～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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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拂衣”는 動賓短語에서 발전된 雙音節 동사의 용례이다. “拂衣”는 본래 “옷을 털

다”라는 구체적 의미에서 “隱遁”이라는 추상적 의미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雙音節 

동사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9) 萬徐拂衣就席，神意自若，坐定.（《晉書》卷七十九）
( 萬은 옷을 털고 태연자약하게 착석하 다.)

(10) 高揖七州外，拂衣五湖裏.（《文選》卷十九）
(東晋의 轄境에 큰절을 하고, 속세에 대한 미련을 털고 五湖로 향하다.)

(11) 有能辭榮拂衣 .（《晉書》卷六十七）
(능히 벼슬길을 사양하고 속세에 대한 미련을 털 수 있는 자가 있다.)

위의 예문(9) 중의 “拂衣”는 본래의 의미를 드러내는 動賓短語이고, 예문(10)∼
(11) 중의 “拂衣”는 “歸隱”이라는 추상적 의미를 드러내는 雙音節 동사이다. 여기

서 雙音節 동사로서의 “拂衣”의 의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昭明文選譯注【三】》

에 따르면, 例(10) 중의 “五湖裏”는 “归隐之所” 의미이고, “拂衣”의 主旨는 古人이 

떠날 때 衣冠을 손으로 터는 동작이다.7)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볼 때, 衣冠을 손으

로 터는 동작은 “관직 혹은 속세에 대한 미련을 떨치다”라는 의미의 구체적 형상화

이다. 例(11) 중의 “拂衣”의 主旨가 “歸隱”이라는 것 역시 先 동작 “辭榮(관직에서 

물러남을 의미)”이라는 단서를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振拂”은 狀中短語이다. “振”은 “拂”의 동작을 수식하는 부사어로서 “흔들다”라는 

동작방식을 역력히 드러낸다. 이 短語 또한 의미의 확대 및 변화, 혹은 指化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사로 발전하지 못한 것이다. 문헌조사에 따르면 “振拂”은 宋朝에

만 소수의 용례를 찾아볼 수 있을 뿐 다른 시기에는 그 용례가 없었다. 

(12) 憑幾振拂, 爲物祛塵，凝神釋滯，以正治邪.（《雲笈七簽》卷四十三）
(안석의 먼지를 털어 청결하게 하듯이 사악한 점들을 털어내어 옳게 바로 

잡는다.)

(13) 遂就架取 冊，振拂以呈丞相，乃《鶡冠子》也.（《類說》卷十八）

 7) 陳宏天、趙福海、陳複 主編《昭明文選譯注【三】》,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2,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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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꽃이에서 꺼내어 먼지를 턴 후 정승에게 바친 책자가 바로 《鶡冠子》이

다.)

“拂去”、“拂净”、“拂下”、“拂落” 등은 动补短语이다. 이들의 생성 및 발전 시기는 

唐宋代부터 明淸代이다.

(14) 有蟲上其衣衿，揮袖拂去之，式以爲慢己，立棒殺之.（《北史》卷八十

七）
(옷 속에 있는 벌레를 털어낸 후 몽동이로 그것을 죽 다.)

(15) 荊公先到書房, 見柱上所貼詩稿, 經年塵埃迷目, 親手於鵲尾瓶中, 取拂

塵 塵拂去, 儼然如 .（《警世通 》卷三）
(荊公은 書房에 들어가서 詩稿보니 먼지가 오랜 시간 쌓여 있었다. 그는 

먼지털이를 꺼내서 詩稿에 붙은 먼지를 털었다.)

(16) 因避暑行亭, 見蟢子懸絲面前, 公引手接之, 成大蜘蛛, 銜中指, 拂落芥

下, 化爲厲鬼, 雲來索命.（《太平廣記》卷第一百二十六）
(더위를 피하기 위해 정자 안으로 갔다. 거기서 하나의 전갈을 발견한 그

가 그것을 손으로 움켜쥐니, 그것은 갑자기 큰 거미로 변신하여 그의 중

지를 물었다. 그래서 그가 그 큰 거미를 털어서 땅으로 떨어뜨리니, 그것

은 또 악귀로 변신하여 그의 목숨을 원한다고 하 다.)

(17) 去袖內拂下一張紙來，上有四句詩曰:“出山罰願度三千， 遍閻浮未結

緣. 特地来时真有意，可怜殷氏骨难仙.”（《醒世恒 》第二十二卷)

(소매에서 한 장의 종이를 털어내니, 그 종이 위에는 “出山∼难仙” 이라는 

네 구절의 시가 쓰여 있었다.)

(18) 你們兩個也別閑著, 把這石頭上的土給我拂落淨了.（《兒女英雄傳》第四

回）十二卷）)

(두 분은 가만히 있지 말고, 돌에 붙은 먼지를 털어내시오.)

상술한 바에 따르면 “拂”은 [抖动]、[使其掉下]、[除去]의 의미적 특징을 지닌 

동사이다. “拂”과 결합한 보어들의 의미상 특징을 살펴보면, “去”와 “淨”의 주요한 

의미 형태소는 [除去]이고, “下”와 “落”의 주요한 의미 형태소는 [使其掉下]이다.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拂”은 의미상 연관이 있는 보어들과 조합관계

를 이룬다는 것이다. 동사 “拂”이 “去”와 조합할 때에는 제거된 결과를 더 강조하고, 

“下”、“落” 등과 조합할 때에는 [使其掉下]의 결과를 더욱 강조한다. 例(18)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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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拂”은 두 개의 보어 “落”、“淨”과 결합하 는데, 이럴 경우는 [使其掉下]、[除去]

의 의미를 동등하게 강조한다.

董秀芳(2002)은 組合式 動補短語는 동사로 발전할 수 없고, 粘合式 動補短語 

혹은 의미상 연관관계가 있는 動補短語는 동사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하 다. 粘合

式 動補短語는 동사와 보어사이에 어떠한 문법요소 혹은 어휘들이 삽입되지 않는 

結構를 말한다. 組合式 动补短语의 예로 “吃饱”→“吃得饱”、“吃饱”→“吃完”가 있다. 

제시한 예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組合式 动补短语의 특징은 동사와 보어 사이에 

“得”를 비롯한 기타 문법요소들이 삽입될 수 있으며 혹은 현 보어가 다른 보어로 대

체될 수 있다. 組合式 动补短语는 표준음절을 초과할 수 있고, 내재적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동사로의 발전이 어려운 것이다.

의미상 연관관계가 있는 動補短語 중의 동사는 보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어의 可 測性은 매우 높다. 예로 “提高”、“扩大”가 있다. 동사 

“提”는 “높아지다”의 의미인데, 보어 “高”는 이미 동사 “提”의 의미에 내포된 것이고, 

동사 “擴”은 “확대되다”의 의미인데, 보어 “大”는 이미 동사 “擴”의 의미에 내포된 것

이다. 이렇게 可 測性이 높은 보어는 의미상 연관이 있는 동사와 쉽게 결합하여 

동사로 발전할 수 있으며 매우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문법요소 및 어휘가 삽입될 

수 없다.8)

상술한 董秀芳의 주장에 의거하여 动补短语 “拂去”、“拂净”、“拂下”、“拂落”의 結

合關係에 대해 살펴본다면, 모두 組合式이다. “拂去”와 “拂净”, 두 개의 短語사이에

는 “得”가 삽입될 수 있다. → “拂得去”、“拂得淨”. “拂下” 중의 “下”는 수시로 보어 

“落”에 대체될 수 있다. 組合式 动补短语인 “拂去”、“拂净”、“拂下”、“拂落” 등은 동

사와 보어의 결합상태가 이처럼 불안정하므로 雙音節 동사로의 발전이 어려운 것

이다.

2. 雙音節 “抖擞”에서 單音節 “抖”로의 변화

“抖”는 최초 魏晉南北朝에 생성되어 明朝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털다”類 

 8) 董秀芳 《詞彙化⋅汉语雙音詞的衍生和發展》, 成都, 四川民族出版社, 2002, 213～
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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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의 主 語 역할을 하고 있다. “抖”는 현재 전체 北方方 은 물론 일부 南方方

(赣语、湘语、客家语) 역까지 분포되어 있다. “抖”의 의미 起源은《唐韵》、《集

韵》에 따르면 “抖擞”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동사는 최초 單音節에서 雙音節 형식으로 발전하지만, “抖”

는 그 반대로 최초 생성되었을 때 그 형식이 雙音節이고, 元朝 이후부터 單音節 

형식으로 전환한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抖擞”는 魏晉南北朝에서 唐宋朝까지의 書

籍들 중 대부분의 용례가 주로《佛經》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문헌들에서는 극소수

의 용례만 볼 수 있다. “抖擞”의 본래 의미는 梵語dhūa(头陀)의 音譯으로 “头陀

(속세의 번뇌를 벗어난 해탈)”이다. 

(19) 淨 ，爲 欲知足，是名稱. 已淨故，不染塵垢，即是抖摟. 因抖摟塵

垢，是名端正.（《善見律毘婆沙》卷六 僧伽跋陀羅譯）
(淸淨함은 욕심이 적고 知足함을 의미하고, 抖摟는 속세의 물욕에 물들

지 않음을 의미한다. 속세의 찌든 먼지를 터는 행위는 자신의 심신을 단

정히 하는 것이다.)

(20) 西雲頭陀, 此雲抖擻, 能行此法, 即能抖擻煩惱, 去離貪著, 如衣抖擻能

去塵垢, 是故從喻爲名.（《法苑珠林》卷第一百一）
(西雲은 능히 번뇌를 털 수 있고, 탐욕을 멀리할 수 있다. “번뇌 및 속세

의 찌든 먼지를 털다”라는 “抖擻”의 추상적 의미는 “옷을 털다”라는 구체적 

의미에서부터 발전된 비유적 표현이다.)

《佛學典故彙釋》에 따르면 例(19) 중의 “尘垢”는 “세속의 물욕”으로, “不染”은 “물

욕에 물들지 않음”으로, “抖摟”는 “해탈”로 해석된다.9) “抖摟”의 起源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公元 489년에 편찬된 《善見律毘婆沙》이라는 불교문헌에 수록된 점

으로 보아 “抖擞”와 같은 뜻으로 추정된다. 즉, “摟”는 “擞”의 異體字일 가능성이 크

다. “抖 ”는 현재 중국 표준어에서는 보기 드물지만 山東方 에서는 여전히 상용

되고 있다. 그 의미는 “옷、이불、보따리 등에 부착된 먼지들을 털다”이다. 例(20) 

중에는 “尘垢”와 “煩惱” 등의 단서를 통해 “抖擻”가 “해탈” 의미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10)

 9) 李明權 《佛學典故彙釋》, 杭州, 浙江古籍出版社, 1990, 4～5쪽.

10) 許寶華、宮田一郎 主編 《漢語方 大詞典⋅二卷》, 北京, 中華書局, 2002, 25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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魏晉南北朝에서 唐宋時期까지 “解脱”를 제외하고, 구체적 동작인 “털다”의 의미

를 표현하는 “抖擞”의 용례들도 다소 있었다.

(21) 急抖擻筐，令極浄，水清乃止. (《齊民要術》卷八) 

(바구니가 깨끗해 질 때까지 붙어 있는 먼지를 흔들어 턴다.)

(22) 抖擻薦席被褥枕覆地物覓蟲.（《十誦律》卷五十七）
(포단、이불、깔개、베개 등에 숨어있는 벌레들을 찾기 위해 흔들어 턴

다.)

(23) 冬則臥於雪中三兩日, 人以爲僵斃矣, 或拔看之, 徐起, 抖擻雪而行.

（《雲笈七簽》卷一百一十三）
(어떤 이가 한겨울에 눈 속에 누워있는 사람의 생사확인을 위해 슬쩍 건

드려 보니, 그는 천천히 일어나 눈을 털고, 걷기 시작했다.)

위의 예문들을 보면 “털다”의 動作 象과 終體가 다양함을 알 수 있다. 例(21) 

중의 動作 象은 “筐”이고, 終體는 “筐에 부착된 먼지”이다. 例(22) 중의 動作 象

은 “薦席被褥枕”이고, 終體는 “薦席被褥枕에 숨어있는 벌레”이다. 例(23) 중의 動

作 象은 “몸”이고, 終體는 “몸에 부착된 눈”이다.

“抖擞( )”는 元朝부터 單音節 “抖”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 예로 “主人賞其神

駿，抖其風塵，命奴洗馬西江之濆.”《麗則遺音⋅些馬》(韓譯: 주인은 良馬를 매우 

아끼므로, 그 몸체에 쌓인 먼지를 털었다. 그리고 노예에게 그 良馬를 西江 주변으

로 끌고 가서 씻게 했다.)가 있다. 明朝 이후 “抖擞( )”에서 單音節로 안착된 “抖”

는 “拂”과 마찬가지로 의미상 연관이 있는 “下”、“净”、“去”、“掉” 등의 보어들과 수

시로 결합하기 시작했다.

(24) 官人去腰裏取下版金錢線篋兒, 抖下五十來錢, 安在僧兒盤子裏.（《喻世

明 》第三十五卷）
(官人은 작은 돈 상자를 꺼내서 흔들어 五十來錢을 털어낸 후 승려의 접

시에 놓았다.) 

(25) 那 兒把身上雪片抖淨, 向 廝道: “兒, 風雪甚大, 身上寒冷, 行走不動. 

這裏有酒在此, 且買一壺來蕩蕩寒再行.”（《醒世恒 》卷十）
(아버지는 몸에 붙은 눈들을 털어낸 후 廝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들

아, 눈보라가 세다. 너무 추우니 여기서 술 한 잔 사서 마신 후 몸을 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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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출발하자.”)

(26) 善卿脫下馬褂，抖去水漬，交 阿金掛在衣架上.（《海上花》第十七回)

(善卿은 馬褂를 벗어서 물기들을 털어낸 후 阿金에게 건넸다.)

(27) 虞華軒叫 廝拿水來給成 爹洗臉, 抖掉了身上腿上那些黃泥.（《儒林外

史》第四十六回）
(虞華軒은 廝에게 成 爹를 세수시키고, 그의 다리에 붙은 진흙을 털

어내게 하 다.)

例(27) 중의 “抖掉”는 문헌조사에 따르면 明淸時期 惟獨 1개의 용례에 불과하

나, 현대에 가장 상용하는 動補短語이다. 동사 “抖”와 보어의 결합관계와 강조하는 

의미는 앞의 “拂”과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3. “掸”의 생성  음 특징

“掸”은 《说文解字》에 따르면 “提持也”이다. 《正韵》에 따르면 “掸”은 “彈”의 通假字

이고, 의미는 “鼓弦也” 혹은 “国名”이다. “掸”은 古代에 이미 생성되었지만, 淸朝 前

까지는 주로 “触”、“弹”、“古国名” 등의 의미를 드러냈다.11) “掸”의 “털다” 의미는 淸

朝 文獻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생성시기가 매우 늦은 “掸”은 “拂”、“抖”와는 달

리 보어와의 조합이 빈번하지 못했다. 淸代 文獻에서 惟獨 动补短语 “掸去” 용례

만 볼 수 있었다.

(28) 那仆人 包裏放下，這相公卻用大袖撣去灰塵.(《七俠五義》第一百八回)

(그 노예는 가방을 꺼내 놓고, 생원은 걸레로 그 가방에 쌓인 먼지를 털

었다.)

(29) 艾虎無奈, 站起撣去塵垢, 向前一揖, 道:“慚愧，慚愧！實在是俺的不是.”

(《七俠五義》第八十八回)

(艾虎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먼지를 턴 후 앞을 향해 절을 하며 다음

과 같이 말했다. “송구스럽지만, 정말 제가 한 짓이 아닙니다.”)

11) “掸”의 “触”의미: “遭逢並合，撣系其名.”《太玄經⋅數》；“掸”의 通“弹”의미: “一 拳腳，
打得那大蟲動撣不得.”(《水浒传》第二十三回)；“掸”의 “古国名(지금의 미얀마 동북부)”

의미: “掸国西南通大秦.”《後漢書⋅西南夷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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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에 따르면 “掸”은 淸朝에 생성됨과 동시에 “抖”와 경쟁하 다. 결국 “抖”

와 경쟁에서 린 “掸”은 현재 주로 吳方 (扬州、徐州、南京) 지역과 일부 江淮

方 (上海、杭州、温州、金华、崇明) 지역에서만 사용되고 있다.12)

4. “털다”類 語彙場 내에 同義 병렬식 雙音節 동사가 존재하
지 않은 원인

일반적으로 六朝에서 唐宋代는 同義 병렬식 雙音節 동사가 가장 왕성한 시기이

고, 元朝 이후에는 어느 정도 쇠퇴하 으나 소수의 용례는 존재하 다. 그러나 “털

다”类 語彙場 내에는 각 시대별로 단 1개의 同義 병렬식 雙音節 동사의 용례도 찾

아 볼 수 없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丁喜霞(2006)는 同義 竝列 雙音節 동사의 생성은 인류가 상용하는 單音節 동

사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언급하 다. 이는 同義 竝列 雙音節 동사를 형성하는 구성

성분인 單音節 동사의 수량이 어느 정도 많아야 함은 물론이고 출현빈도도 꽤 높

아야 함을 의미한다.13) 同義 竝列 雙音節 동사의 용례가 가장 왕성한 六朝에서 

唐宋時期에 “拂”의 용례는 다소 존재하 으나, “抖”는 “抖擞”라는 雙音節 형식으로 

존재하 고, “掸”은 그 시기 생성되지 않았었다. 그리고 明淸朝에는 “抖”의 용례는 

신속히 발전하 으나 “拂”은 거의 消失단계에 놓 고, “掸”의 용례는 상대적으로 적

었다. 게다가 시기적으로 同義 竝列 雙音節 구조가 쇠퇴하고 動補結構가 증가하는 

추세 다. 그러므로 각 시대별로 “拂”과 “抖” 혹은 “抖”와 “掸” 혹은 “拂”과 “掸” 등 

同義 語素의 결합으로 형성된 雙音節 동사가 존재하지 않음은 당연지사이다.

Ⅳ. “닦다”類 單音節 동사의 음 변화

“닦다”類 동사란 수건、걸레 등을 사용하여 물체에 부착된 먼지 및 각종 오물들

12) 李荣 《现代汉语方 大词典(分卷)》, 南京, 江苏教育出版社, 1996∼2002.

13) 丁喜霞 <聯想構詞：同義並列雙音詞的構成模式>; 《周口師範學院學報》, 2006年第1

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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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깨끗이 문질러 제거하는 동작을 나타내는 어휘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털다”

類 동사는 “흔들다”라는 動作方式을 필요로 하는 반면, “닦다”類 동사는 “문지르다”

라는 動作方式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닦다”類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抹]、[使

物净]、[除去] 등 의미 형태소를 지닌다. 이러한 의미적 특징을 지닌 單音節 동사

로는 “拂”、“拭”、“揩”、“抹”、“擦” 등이 있다. 그 중 “擦”은 현대 중국어에서 “닦다” 

의미를 나타내는 구어체 상용어이고, 나머지는 書面語 및 소수의 방언에서만 볼 수 

있다.

“닦다”類 동사들의 新 語 교체상황을 살펴보면 先秦兩漢에는 “拂”이 主 語

다. “拭”은 魏晉南北朝부터 “拂”을 교체하고 宋朝까지 常用語 역할을 하 다. 六朝 

때 생성된 “揩”는 主 語가 되지는 못했다. 그것은 明朝 이전까지는 “拭”의 버금가

는 위치 으나, 明朝 이후 “拭”과 함께 쇠퇴국면에 들어섰다. 대략 唐五代에 생성

된 “抹”은 元朝부터 “拭”을 代替하고 상용어가 되었다. 元朝때 생성된 “擦”은 淸朝

부터 “抹”을 交替하고 지금까지 줄곧 主 語 역할을 하고 있다.

“닦다”類 語彙場 內에 각 單音節 同義 語素들의 사용빈도는 비교적 높다. 그러

므로 同義 병렬식 雙音節 동사의 형성은 불가피하다. “닦다”類 同義 병렬식 雙音節 

동사의 사용빈도에 대한 각 시대별 통계수치는 아래와 같다.14)

 表(二)

14) 表(二)에는 “닦다”类 同義 병렬식 雙音節 동사가 출현하는 작품들만 선정하여 제시한 

것이다. 실제로는 表(二)에서 제시한 것 외에도, 《 禮》、《史记》、《汉书》、《论衡》 등 

先秦兩漢 시대의 작품, 《齐民要术》、《搜神记》、《遊仙窟》、《唐五代筆記》、《朱子语

类》、《梦溪笔 》 등 六朝에서 宋朝까지의 작품, 《元刊雜劇三十種》、《西游记》、《官场

现形记》、《孽海花》 등 元朝에서 淸朝까지의 작품들까지 선정하 다. 총32권의 文獻들

을 통해 “拂”、“拭”、“揩”、“抹”、“擦”의 각 시대별 사용빈도에 대한 통계수치를 내어 “털

다”類 語彙場 내에 主 語가 최초 “拂”에서 최후에 “擦”으로 바뀌었다는 결론을 낸 것

이다. 뒷면 부칙Ⅱ참고.

                   어휘

작품

拂拭 揩拭 揩抹 擦抹 擦拭 抹拭

통  계

魏晋

南北朝

抱朴子 1 0 0 0 0 0

世说新语 2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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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同義 병렬식 雙音節 동사의 용례가 절정을 이

룬 시기는 일반적으로 魏晉南北朝에서 唐五代까지이고, 宋朝부터 점차 쇠퇴하기 

시작하여 明淸朝에 이르러서는 거의 消失된다. 그러나 위의 통계표를 보면 “닦다”

類 병렬식 雙音節 동사의 용례는 일반적으로 雙音節 동사가 거의 쇠퇴할 明淸時期

에 절정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은 明淸朝 때 “닦다”類 同義 語素들의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닦다”類 동사들의 역사적 사용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唐宋朝부터 쇠퇴하기 

시작한 古語素는 “拂” 하나이고, 나머지 “拭”、“揩”는 당시 여전히 발전하 고, 明淸

宋书 1 0 0 0 0 0

唐宋元

时期

祖 集 3 0 0 0 0 0

敦煌变文

集新书
0 1 0 0 0 0

朱子语类 0 1 0 0 0 0

五燈 元 7 0 0 0 0 0

全元雜劇 0 0 1 0 0 0

明

清

时

期

江淮 西遊記 0 0 0 0 0 0

江淮 水浒传 1 0 1 0 0 1

吴语 醒世恒 0 0 5 0 0 0

吴语 喻世明 0 1 0 0 0 0

山东 金瓶梅 0 0 6 0 1 1

北京 红楼梦 2 6 0 6 0 0

北京 兒女英雄傳 0 0 0 2 0 0

天津 三侠剑 0 0 0 8 1 0

江淮 七侠五义 0 0 0 6 0 0

江淮 儒林外史 0 0 2 0 0 0

吴语 海上花列传 0 6 3 0 0 0



“除去”類 손동작 동사 音節의 歷史的 變化  153

時期부터 조금씩 퇴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략 唐宋元朝에 생성된 近語素 “

抹”、“擦” 등은 明淸朝에 이르러 신속하게 증가 및 발전하 다. 明淸시기에 古語素

들이 다소 존재하는 상황에서 近語素들의 급격한 증가는 雙音節 동사를 형성할 單

音節 同義 語素들의 수량증가를 초래했다. 이는 “닦다”類 同義 병렬식 雙音節 동

사의 용례가 明淸時期에 절정을 이루게 하는 발판이 된다.15)

“닦다”類 雙音節 동사를 구성하는 單音節 同義 語素들의 조합유형은 “古语素+

古语素”、“古语素+近语素”、“近语素+近语素” 등으로 분류되고, 구성모식은 “本義

+派生義”, “派生義+派生義” 등으로 분류된다. 각 시대별 문헌 조사에 따르면, 單

音節 同義 語素 “揩”와 “抹”、“擦”와 “抹”는 상호 조합하여 雙音節 동사로 형성되기 

전에 한 文章 및 句에 두 개의 單音節 同義 語素가 각각 독립적으로 동시에 출현

하는 과도기적 과정을 거쳤다. (단, “拂拭”、“揩拭”、“擦拭”、“抹拭” 등 雙音節 동사

들은 과도기적 과정을 거치지 않음)

필자는 本章에서 “닦다”類 語彙場 내에 각 單音節 同義 語素들의 의미기원、雙

音節 동사로의 형성과정과 單音節 동사와 보어의 조합관계에 대해 조사하 고, 單

音節 및 雙音節 동사들의 방언특색에 대해서도 고찰하 다.

1. “古語素+古語素”로 형성된 同義 병렬식 雙音節 동사로의 
변화

唐朝 이전에 출현한 單音節 古語素로는 “拂”、“拭”、“揩” 등이 있다. “古語素+古

語素”로 구성된 “털다”類 雙音節 동사로는 “拂拭”、“揩拭” 등이 있다. 兩 는 모두 

派生義와 本義가 결합하여 형성된 雙音節 구성모식이다. 먼저 “拂拭”의 생성시기 

및 형성과정에 대해 알아보겠다.

“拂”은 최초 先秦時期에 출현하 으며, “拂”의 “털다” 의미는 상술한 바와 같이 

“타격하다”에서부터 派生되었다. “拭” 역시 先秦時期에 생성되었으며, “拭”의 “털다”

는 본래 의미이다.  《 雅⋅释诂》에 따르면, “拭”은 “清也”이고, 《增韵》에 따르면 

15) “古語素”란 唐代 以前에 생성된 單音節을 의미하고, “近語素”란 唐代 以後 생성된 單

音節을 의미한다. 唐代 以前에 생성된 “拂”、“拭”、“揩”는 “古語素”이고; 唐代 以後 생

성된 “擦”、“抹”은 “近語素”이다. 謝智香 《漢語手部動作常用詞演變研究》, 中國社 科

學出版社, 23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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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拭”은 “抆拭, 揩也”이다. “拂”、“拭”은 先秦時期에 막 생성되었을 때 單音節 용례로

만 사용되다가 六朝 이후부터 두 同義 語素는 조합하기 시작했다. “拂拭”의 용례는 

唐宋時期에 절정을 이루었고, 元明淸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 다.

(30) 他弟子皆親仆使之役, 采薪耕田, 唯餘尪羸, 不堪他勞, 然無以自效, 常

親掃除, 拂拭床几, 磨墨執燭, 及 鄭君繕寫故書而已.（《抱樸子》內篇卷

之十九）
(정선생의 많은 제자들은 늘 노예처럼 땔감을 구하거나 밭을 가는 등 막

노동을 한다. 몸이 약한 나는 그들과 같이 힘을 많이 쓰는 막노동을 할 

수 없으므로, 늘 집안청소、침상과 안석 닦기、먹 갈기、촛불들기、정선

생을 도와 古書를 筆寫하기 등 비교적 가벼운 임무들을 도맡는다.)

(31) 收湛之日, 景仁使拂拭衣冠, 寢疾既久, 左右皆不曉其意.（《宋書》卷六十

三）
(收日에 殷景仁은 衣冠을 닦은 후 오랜 시간 병석에 누웠는데, 그 누구

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32) 時時勤拂拭, 莫使有塵埃.（《祖 集》卷第二）
(때때로 부지런히 닦아 속세의 찌든 먼지들을 없앤다.)

(33) 上座神秀說道: “身是菩提樹, 心如明鏡台, 時時勤拂拭, 莫使有塵埃.”

（《紅樓夢》第二十二回）
(上座神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육신은 보리수이고, 마음은 명경대이

다. 때때로 부지런히 속세에 찌든 먼지들을 닦아 없애자.”)

“拭”은 魏晉南北朝시대부터 宋朝까지 主 語 다. “揩”는 최초 六朝시기에 생성

되었고, 本義는 “문지르다”이다.  《廣雅⋅釋詁三》에 따르면 “揩”는 “磨也”이다. 문헌

조사에 의하면, “揩”가 막 생성된 魏晉南北朝 때의 문헌들 중, “揩”는 惟獨 《齐民要

术》내에 16개의 용례가 존재할 뿐, 다른 문헌에서는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揩”의 용례가 점차 증가한 唐五代부터 “拭”과 병렬 결합하여 雙音節 동사를 형성

하기 시작했다.

(34) 便把被衫揩拭面, 打扳精神強入來.（《敦煌變文集新書》卷四）
(소매로 얼굴을 닦고, 정신을 차린 후 침입했다.)

(35) 所谓“明明德”16) ，是就浊水中揩拭此珠也.（《朱子语类》卷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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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明德”이란 흙탕물 속에 빠져 있는 구슬의 흠을 닦는 것이다.)

(36) 哥把衣袖替他揩拭, 不覺自己眼淚也掛下來.（《喻世明 》第一卷）
(소매로 그의 눈물을 닦아준 蔣 哥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거렸

다.)

(37) 不覺得掉下淚來. 要用絹子揩拭, 不想又忘了帶來, 便用衫袖去擦.（《紅

樓夢》第三十回)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자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려 하 으나, 그것

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소매로 닦았다.)

2. “古(近)語素+近(古)語素” 혹은 “近語素+近語素”로 형성
된 同義 병렬식 雙音節 동사로의 변화

唐朝 이후 출현한 近語素로는 “抹”、“擦”이 있다. 이들은 상호간에 결합하기도 

하고 혹은 기존 古語素들과 결합하여 雙音節 동사를 형성한다. 즉, 近代漢語에는 

“古語素”와 “近語素” 혹은 “近語素”와 “古語素”가 조합하여 형성된 雙音節 동사로는 

“揩抹”、“擦拭”、“抹拭”가 있고, “近語素”과 “近語素”가 결합하여 형성된 雙音節 동

사로는 “擦抹”가 있다. “揩抹”과 “擦抹”은 派生義와 派生義가 결합하여 형성된 雙音

節 구성모식이고, “擦拭”과 “抹拭”은 派生義와 本義가 결합하여 형성된 雙音節 구

성모식이다. 먼저 “揩抹”의 생성시기 및 형성과정에 대해 알아보겠다. “닦다” 의미의 

“抹”은 최초 宋朝에 생성되었다. “抹”의 本義는 “문지르다”이다. 《廣韻》에 따르면, 

“抹”은 “摩也”이다. 문헌조사에 의하면, 單音節 “揩”와 “抹”의 한 문장에서의 동시 사

용되는 사례와 이들이 상호 결합 후 형성된 同義 병렬식 雙音節 동사의 용례는 元

朝부터 볼 수 있다. 그리고 明代 문헌에는 “揩抹”의 용례가 다소 존재하 고, 淸代 

文獻에서는 그 용례가 감소하여 오직 吳方  특색을 지닌 문헌 혹은 소수의 南方

官話 특색을 지닌 작품들 내에만 존재하 다. 이는 淸代에 “揩抹”의 용례가 “擦抹”

에 렸음을 의미한다.

(38) 有吃酒的來, 你鏇酒兒, 打菜兒, 抹卓兒, 揩凳兒, 伏待酒的.（《全元雜劇⋅
無名氏⋅玉清庵錯 鴛鴦被》）

16) “明明德”은 全面의 “明”은 사동용법, 의미는 “使彰明(알려지지 않은 것을 밝히다)”이다. 

後面의 明德은 공명정대하며 도리에 맞는 행동을 의미하는 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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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는 자, 술잔을 돌리는 자, 음식을 푸는 자, 탁자와 의자를 닦는 

자, 술시중을 드는 자들이 있다.)

(39) 每見世間人不以字紙爲意, 見有那殘書廢葉, 便 來包長包短, 以致因而

揩台抹桌, 棄擲在地, 掃置灰塵汙穢中.（《二刻拍案驚奇》卷一）
(보아하니 사람들은 휴지가 아닌 버려진 낙엽을 돌돌 말아서 탁자를 닦은 

후 그것을 땅에 버린다. 그리고 이미 쌓여있는 먼지들과 함께 쓴다.)

(40) 你可休不掛意揩抹了這把帶血 .（《全元雜劇⋅馬致遠⋅半夜雷轟薦福

碑》）
(항상 피 묻은 칼을 닦을 것을 잊지 마시오.)

(41) 眾人已把屍首盡拋入江中, 把船揩抹幹淨.（《醒世恒 》第三十六卷）
(사람들은 시신의 머리를 강에 버리고, 배를 깨끗이 닦았다.)

(42) 只見李漱芳睡在大床上, 垂著湖色熟羅帳子, 大姐阿招正在揩抹櫥箱桌

椅.（《海上花列傳》第十七回）
(李漱芳은 명주실로 짠 모기장을 친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있고, 阿招누

나는 찬장 및 탁자를 닦고 있다.)

“抹”은 元代에 主 語가 되었고, “擦”은 그 시기에 생성되었다. “擦”의 本義는 “문

지르다”이다.  《正字通⋅手部》에 따르면, “擦”은 “摩之急也”이다. 淸代부터 “擦”과 

“抹”이 한 문장 안에서 동시에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雙音節 동사 “擦抹” 역시 동일

한 시대부터 생성되었다.

(43) 張 夫妻看了, 也不住的在一旁擦眼抹淚, 連張金鳳也不覺滴下淚來

（《兒女英雄傳》 第九回）
(张 부부는 그가 우는 광경을 보고 글썽이는 눈물을 닦았고, 張金鳳 또

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44) 這七個婦女, 都是擦胭脂抹粉的形色, 俱都失了貞節.（《三俠劍》第六回）
(연지와 분을 닦은 일곱 명의 여성들은 모두 정절을 잃었다.)

(45) 李紈清晨起來, 看著 婆子丫頭們掃那些落葉, 並擦抹桌椅, 備茶酒器

皿.（《紅樓夢》第四十回）
(李紈은 아침에 일어나 아내와 딸이 떨어진 낙엽을 쓸고, 탁자를 닦으며, 

술잔을 준비하는 광경을 보고 있다.)

(46) 張、趙二人又用白 擦抹鍘口的血跡.（《七俠五義》第十五回）
(張씨와 趙씨는 흰색 천으로 도구에 묻은 혈흔들을 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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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抹拭”、“擦拭”은 각 單音節 同義 語素들이 한 문장 안에 동시에 사용되는 과도

기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明淸代에 직접 형성되었다. “抹拭”은 明代文獻에 2개의 

용례가 존재하 고, “擦拭”은 明淸代 문헌에 각각 1개의 용례가 존재하 다.

(47) 李瓶兒眼淚紛紛落 下來, 西門慶慌把汗巾替他抹拭.（《金瓶梅》第十六

回）
(李瓶兒이 눈물을 흘리자, 西門慶은 황급히 손수건으로 그의 눈물을 닦아

주었다.)

(48) 張扒到船邊, 除下頭上衣包, 解了濕衣, 抹拭了身上, 穿上衣服, 坐在船

中.（《水滸傳》第一百十一回）
(張 은 배 안에서 젖은 옷을 벗고 몸을 닦은 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앉

았다.)

(49) 西門慶看唱到“今生難 , 固此上寄丹青”一句, 忽想起李瓶兒病時模樣, 

不覺心中感觸起來, 止不住眼中淚落, 袖中不住取汗巾兒擦拭.（《金瓶梅》

第六十三回）
(西門慶은 “今生∼丹青”의 구절을 보고 노래를 불렀다. 그는 갑자기 李瓶

兒 병들어 누웠을 적 생각이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으므로, 수건을 

꺼내어 그 눈물을 닦았다.)

(50) 上邊鳳毛銅夾五金的蠟扡子、香爐等, 不用擦拭.（《三俠劍》第三回）
(蠟扡子、香爐 등 銅器를 닦을 필요가 없다.)

3. “닦다”類 單音節 동사와 보어의 결합 계

일반적으로 動補結構는 元明淸朝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여 元朝부터 감소한 同義 

병렬식 雙音節 동사의 수량을 보충한다. 그러므로 漢語에서 動補結構의 발전 및 

증가는 單音節 동사의 雙音化 趨勢를 지속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17) 그러나 “닦다”類 語彙場 내에는 元明淸代에 이르러 雙音節 동사의 용

례가 唐宋時代에 비해 증가하 으므로 動補結構는 감소한 雙音節 동사의 수량을 

보충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닦다”類 單音節 語素가 어떤 보어

들과 결합관계를 가지는 지에 대해서는 알아볼 필요가 있다. 元明淸代에 이르러 거

17) 石毓智 <漢語發展史上的雙音化趨勢和動補結構的誕生—語音變化 語法發展的影響>; 

《語 研究》, 2002, 第1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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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쇠퇴단계에 놓여 있던 “拂”、“拭”、“揩” 등은 보어와의 결합관계가 활발하지 못했

고, 그 시기 발전단계에 놓여 있던 “擦”、“抹” 등만 보어와의 결합이 활발했다.

(51) 這粉頭輕搖羅袖, 微露春纖, 取一鍾茶過來, 抹去盞邊水漬, 雙手遞 西

門慶.（《金瓶梅》第五十九回）
(기생은 춤을 추며 고운자태를 살며시 드러냈다. 그녀는 찻잔에 묻어 있

는 물기들을 닦아낸 후 찻잔을 두 손으로 西門慶에게 건넸다.)

(52) 迎春打掃房裏, 抹淨卓椅, 燒香點茶.（《金瓶梅》第五十四回）
(봄맞이를 위해 방을 쓸고 탁자를 닦으며 향을 피고 차를 끓인다.)

(53) 一時張 擦淨了桌子, 那姑娘便把張 同公子讓在西首春凳, 張 婆兒讓

在東首春凳坐下.（《兒女英雄傳》第八回）
(그 때 張 는 탁자를 닦았다. 그 아가씨는 張 와 귀공자를 西首春凳에 

앉을 것을 권했고, 張 婆兒에게는 西首春凳 아래에 앉기를 권했다.)

(54) 用匕首刺去鏢四周的紫黑肉, 流出不 紫黑的血, 取溫水 四周的血跡俱

都擦去.（《三俠劍》第五回）
(비수로 몸을 찌르니, 자흑색의 피가 쏟아져 사방에 혈흔들이 많이 생기

자, 온수로 그것을 닦아내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닦다”類 單音節 동사는 “净”、“去” 등의 보어와 결합할 뿐, 

“落”、“下” 등의 보어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그 원인은 “닦다”類 동사는 “落”、“下” 등

의 보어와 의미상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닦다”類 동사들

은 기본적으로 [抹]、[使物净]、[除去] 등 의미 형태소를 지니고, “下”와 “落”의 주

요한 의미 형태소는 [使其掉下]이다. “닦다”類 동사는 [使其掉下]의 의미 형태소와

는 전혀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下”、“落” 등의 보어와 결합하지 않는 것이다.

4. “닦다”類 동사의 现代方 분포  그 근원

“닦다”類 동사 “擦”、“抹”、“揩”、“拭”의 現代方 분포에 대한 조사는 아래와 같

다.(“+”는 高頻存在부호이고, “-”는 低頻存在부호이며, “X”는 不存在부호이다.)18)

18) 許寶華、宮田一郎主編 《漢語方 大詞典⋅第一∼五卷》, 中華書局, 2002年；李荣 

《现代汉语方 大词典(分卷)》, 江苏教育出版社, 1996∼2002年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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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三)

（其它南方方 ）

위의 (表三)을 보면 “擦”은 대표적인 官話方 이고, “抹”은 “擦”에 버금가는 北方

方 이며, “揩”는 吳方 지역의 常用語이며, “拭”은 闽方 지역의 常用語임을 알 

수 있다. 現代方 은 淸朝 때 거의 형성된다. 필자가 선정한 北方方 , 江淮方 , 

吳語로 쓰여 진 소설들에서 조사한 “닦다”類 單音節 동사들의 사용상황을 언급하

면, 北方方  색채가 농후한 《儿女英雄传》, 《三侠剑》 등 소설과 江淮方 으로 쓰

여 진 《七侠五义》, 《官场现形记》 작품들에는 “擦” 용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抹”

은 그 다음으로 용례가 많고, “揩”와 “拭”의 용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吳方  색

채가 농후한 《孽海花》、《海上花列传》 등 소설에는 “揩” 용례가 가장 많다.19) 雙音

節 동사 역시 淸朝 때 “擦”이 北方方 의 대표이고, “揩”가 吳方 의 대표임을 증

19) 뒷면 부록Ⅱ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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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

擦 + + + X X X X X X + +

抹 - - - + + X X X X - -

揩 X - X - X X X X X X X

拭 X X X X X + + + +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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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해 준다. 위에 제시한 (表二)를 보면 北方方  및 江淮方 系 淸朝 소설에는 

“擦抹”의 용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吳方 系 소설에는 “擦抹”의 용례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揩拭”, “揩抹” 등의 용례가 우세함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红楼梦》 내의 각 동사들의 사용빈도가 다른 北方方 系 

소설과 相異하다는 것이다. 《红楼梦》에 대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單音節 동사들 

중 “拭”이 30개로 용례가 가장 많고, “擦”은 22개로 그 용례가 “拭”에 버금가며, 

“揩”, “抹”은 각각 3와 6개의 용례가 존재한다. 雙音節 역시 “揩拭”이 6개의 용례로 

“擦抹”와 동등한 수량이며, 淸代 다른 문헌에는 존재하지 않은 “拂拭” 용례가 2개나 

존재한다. 그러면 《红楼梦》은 北方方 系 소설인데 왜 南方方 이 다소 존재하고 

심지어는 북방어의 용례를 초과하는가? 蔣文野(1983)는 吳方 을 비롯한 여러 南

方方 에 능통한 작가 曹雪芹은 작품 내에 북방어로만 표현하는 단조로움을 피하

기 위해 많은 南方 語(吳方  비율이 제일 높음)를 사용하 다고 한다.20) 그러

므로 《红楼梦》내에는 수없이 많은 남방방언 색채를 띤 古語素들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다.

Ⅴ. 나오는 말

본 논문에서 연구한 2종류의 “除去”類 동사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

해 도출된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털다”類 語彙場 내의 單音節 동사는 同義 병렬식 雙音節 동사로 발전하

지 못한 역사적 변천과정을 거쳤다. 역사적으로 볼 때, 元朝 이전까지 “抖”는 雙音

節 형식을 유지했기 때문에 單音節 동사는 惟獨 “拂” 뿐이었다. 明代에는 “拂”이 

거의 消失되었으므로 사실상 單音節 “抖” 하나만 존재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淸

朝에 이르러 생성된 “撣”의 용례는 “抖”와 상호 경쟁할 만큼 존재하 지만, 補語가 

급속히 증가한 淸朝에 “抖”와 “撣”의 상호 병렬결합은 거의 불가능했다. 결국 “털다”

類 語彙場 內에 同義 병렬식 雙音節 동사가 존재하지 않은 근본 원인은 각 시대

20) 蔣文野 <紅樓夢中的吳方 探跡>; 《江 大學學報》1983年第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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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單音節 同義 語素의 수량부족 때문이다.

둘째, “닦다”類 語彙場 내에는 정상적으로 각 單音節 동사들이 中古 이후 雙音

節 동사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單音節 主 語의 변화과정은 上古: “拂” → 中古∼
元朝“拭” → 元明朝 “抹” → 清朝 “擦”이다. 單音節 동사들의 역사적 교체는 동사들 

간에 발전 및 쇠퇴과정이 있음을 의미하고, 이 語彙場 내의 대부분 單音節 동사들

이 한 번씩 主 語 역할을 했다는 것은 雙音節 동사를 형성하는 單音節 語素의 

수량이 어느 정도 풍부함을 의미한다. 이는 “닦다”類 語彙場 내에 同義 병렬식 雙

音節 동사가 생성될 수 있는 충분조건이라 할 수 있다. “拂”은 中古부터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不自由語素가 되어 그 시기에 “拭”과 결합하여 雙音節 동사 “拂

拭”를 생성하 고, 中古時代에 생성된 “揩”는 唐朝부터 “拭”과 조합하여 雙音節 동

사 “揩拭”을 형성하 으며, “拭”、“揩”는 그들이 쇠퇴하기 시작한 元明淸朝에 “抹”、
“擦” 등과 결합하여 雙音節 동사 “抹拭”、“揩抹”、“擦拭”을 형성하 다. 元朝부터 主

語 역할을 한 “抹”은 쇠퇴단계인 淸朝부터 당시 主 語인 “擦”과 조합하기 시작

하 다.21)

셋째, 動補結構가 빈번히 출현한 元明朝 시기에 “털다”类, “닦다”类 單音節 동사

들은 의미상 연관이 있는 보어들과 결합한다. “털다”类 동사는 [抖动]、[使其掉

下]、[除去] 등의 의미 형태소를 지녔으므로, 주로 “去”, “净”, “下”, “落” 등의 보어

와 결합한다. “닦다”类 동사는 [除去]라는 의미 형태소가 있으므로 “去”, “净” 등의 

보어와의 결합은 가능하나, [使其掉下]라는 의미 형태소가 없으므로 “下”, “落” 등

의 보어와의 결합은 불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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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動詞的雙音節化是漢語詞彙在历時上發展的必然趨勢。一般而 ，从魏晋

南北朝以来，大多单音节词发展了雙音詞。無數雙音詞當中，同義並列雙音詞

在历时上的地位很高，尤其在魏晉南北朝至唐五代該用例達到了高峰。從元明

清以來，並列雙音詞用例下降，而動補結構的數量則不斷增多。但是“除掉”类手

部动词(下位概念“抖掉”、“擦拭”)在历时上的变化脱离了常规。在“抖掉”类语义

场裏历时上根本没存在同義並列雙音詞；在“擦拭”类语义场裏大量存在並列雙

音詞用例，它至明清时期也较前代更为增加。
本文以“抖掉”、“擦拭”類手部動詞爲 察 象，探討了各動詞在历時上的音

節變化和雙音化過程，以证明在“抖掉”词组裏同義並列雙音詞没产生的根本原

因；在“擦拭”詞組裏同義並列雙音詞的構成條件、規律及其动因，且並列雙音詞

至明清代沒衰 的原因。此外，還 “抖掉”、“擦拭”類動詞 補語在語義上搭配

關系進行探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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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Ⅰ

《“털다”類 동사 체 통계》

                    어휘

작품

통     계

拂 抖 掸

先秦两

汉

禮 2 0 0

禮記 6 0 0

楚辭 2 0 0

史記 1 0 0

漢書 1 0 0

魏晋

南北朝

宋書 1 0 0

抱朴子 2 0 0

世说新语 2 0 0

齐民要术 1 1 0

摩訶僧祇律 8 7 0

十诵律 1 7 0

文选 3 0 0

唐宋元

时期

北史 3 0 0

南史 4 0 0

晋书 4 0 0

四分律行事纱 2 6 0

法苑珠林 5 5 0

太平廣記 10 0 0

雲笈七簽 7 2 0

类说 6 0 0

朱子语类 1 0 0

五燈 元 8 2 0

西厢记 2 1 0

麗則遺音 1 1 0

明

清

时

期

山东 金瓶梅 7 2 0

江淮
水浒传 3 3 0

西游记 2 13 0

吴语 醒世恒 2 2 0

吴语 喻世明 0 2 0

北京
兒女英雄傳 3 3 7

红楼梦 2 12 6

山东 醒世姻缘传 0 6 0

江淮 儒林外史 1 2 0

江淮
七侠五义 2 14 11

官场现形记 1 2 5

吴语 海上花列传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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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Ⅱ

《“닦다”類 동사 체 통계》

                    어휘

작품

통     계

拂 拭 揩 抹 擦

先秦两

汉

禮 7 1 0 0 0

禮記 3 0 0 0 0

汉书 0 2 0 0 0

论衡 0 3 0 0 0

魏晋

南北朝

抱朴子 1 3 0 0 0

世说新语 3 5 0 0 0

齐民要术 1 18 13 0 0

搜神记 0 5 0 0 0

宋书 4 3 0 0 0

唐宋元

时期

遊仙窟 0 3 0 0 0

唐五代筆記 0 15 0 0 0

祖 集 3 4 1 0 0

敦煌变文

集新书
1 8 3 0 0

雲笈七簽 3 20 3 0 0

五燈 元 10 13 0 1 0

朱子语类 0 4 7 0 0

梦溪笔 0 2 5 0 0

元刊雜劇三十種 0 1 2 4 0

全元雜劇 1 0 20 22 2

明

清

时

期

江淮

神演义 0 0 0 6 1

水浒传 1 7 4 10 1

西游记 2 2 11 9 3

吴语
醒世恒 0 12 7 12 2

喻世明 0 2 8 7 0

山东 金瓶梅 0 11 12 102 2

北京
红楼梦 4 30 3 6 22

兒女英雄傳 0 1 0 17 64

天津 三侠剑 1 1 0 15 67

江淮

七侠五义 2 3 0 8 15

儒林外史 0 0 9 7 4

官场现形记 0 0 4 5 21

吴语
孽海花 1 3 5 2 1

海上花列传 0 0 42 10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