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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A 
기- 영 

언어 를 사용하는 인간의 정신세계는 망대한 것이며， 그러한 정신셰계를 표현해주는 언어 

현상 또한 방대한 갓이다. 우리 가 이퍼한 인간 언어현상과 그 구조를 모두 안다는 것은 불 

가능할지 모은다. 왜냐하면 그러한 언어 현상괴 구조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에 내 

하여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인간은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 복잡하고 다양힌 구초를 갖춘 모국어를 

쉽게 터득하고 불편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언어학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 복잡하 

고 아려운 언어플 배우게 되있는가， 외국어와 비교해 불 띠1 어 떤 구조적인 차이가 있나 연 

구하고 조사하여 체계를 세우려고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 비록 그들의 체 계 가 완전한 것 

은 되지 옷할지라도 선배들이 해놓은 업적과 수고에 힘입어 더욱 더 발전된 체계를 세워보 

려고 노력하며，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살수도 하고 또한 틀릴 수도 있￡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계속 발전할 수 있고 또한 후배들에게 지름길을 제시할 수 있어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뜻에 서 복잡한 국어의 ‘이 /가’와 ‘은/는’에 대한 의미론적 ， 통사론적， 

화용론적 설명과 체계를 세워보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이 연구를 시도하는 동기는 영어를 

요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인들에게 우리 국어를 가르치면서 겪게 되는 ‘이/가’， ‘은/는’ 설명 

에 대한 고충을 어느 정도 해결해 보려는 의지에서 연유하였다. 

2. ‘이/가’와 ‘은/는’에 대한 전통적 연구 

국어의 조사중에서 ‘이/가’와 ‘은/는’ (대표형으로 {가} 와 {는}을 쓰겠음)은 매우 복잡한 

양태를 나타내어 그동안 많은 연구와 논란이 있어 왔으며 요 근래 문교부에서 발표한 것으 

로 보아 {가} 는 주격 조사. {는} 은 주제 (topic 혹은 theme) 1를 표시 하는 특수조사 혹은 주 
제조사로 어느 정도 통일을 본 것 같으나 아직도 국어학자들간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고 

* 이 논문은 펼자가 재 직 하고 있는 브리 감 영 대 학교로부터 professional development leave 를 받 
아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객원 연구원4로 있으연서 준비하였다. 두 대학당국에 강사하며 어 학연구소 

의 겁한곤， 이정민， 박남식， 이상억 교수님들의 지도와 제언에 감사드리며 또한 국어국문학과의 이기 
운， 엄홍빈 교수닝플의 않은 도웅을 받아 이루어졌다. 그분들 모두가 바쁜 중에도 질문에 대답해 주고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고 제안과 도웅올 아끼지 않았다. 어떤 잘옷이 있다연 그것은 펼자의 불찰이요. 
그분들의 과요가 아니겠다. 그리고， 박송윤(1981)을 참고하라는 익명의 독자의 제언이 있었A나 이흘 

반영하지 옷하였다. 끝3로 다자를 해준 어학연구소 한미숙양에게도 감사한다. 
1 topic 혹은 theme 은 국내에서 주로 ‘주제’라고 번역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양 

동휘 1974 ; 채완 1979 ; 이갱민 1982; 흥사만 1983) topic 을 ‘화제’. theme 을 ‘주제 ’라고 번역하고 또 

한 두 용어를 구분하여 따로 성갱해야 펀다는 주장도 있으나. Li & Thompson (1976) 이 이야기했듯이 
언어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이 다소 다르고 국어에서는 topic 과 theme 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해도 혼란 

이 없겠기에 ‘주제 ’ 라고 벤역된 것을 그대 로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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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할 만한 해결점을 옷 찾고 있 다. 그렇다연 과연 주어와 주제는 무엇을 뜻하며 어떤 정 

이 다른가 하는 것을 고찰해 보기 위하여 그동안 있어온 연구를 검 토해 보겠다. 

초기 국어 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제시하고 ‘대주어’외- ‘소주어’의 개념하에 설명 

을 해 국어연구학도들의 관심을 끌었다. 

박승빈(1935)2 : 코끼리는 코가 길다 H土土는 머리털이 冠을 찌 른다 
T굿圭") (圭홉) (굿圭j τ圭꿇)' 

김윤경 (1946) : 그 사람이 힘이 셰다 
(큰 임자) (작은 임자) 

홍기문(1947) : 사내가 하나가 된다 네가 바둑이 선수다 
잊圭끓)(不圭꿇) (大포뚫) (示圭뚫) 

최현배 (1955: 599 ðl 618)는 {가}， (는}을 다 임자자리토씨(주격초사)라 하였고， 그것들 

은 임자씨(체언)에 붙어서 그 임자씨가 월의 임자(주체 subject)가 되게 하며， 또한 {는} 

은 어떤 것이 다른 것하고 서로 다름을 보이는 다른도움토씨(相異補助詞)이며(예 : 나는 해 

순표찰엔코 옷 가겠소. 그 물건이 좋긴코 하다마는 돈이 있어야 사지)， 다름을 보임이 그 

본뜻이 로되 어떤 경우에는 다만 어떠한 사물을 논울의 제목으로 상음을 보이기에 쓰이는 

일이 있’다고 하였다(예 : 닫윷 한 해 에 열두번 둥글어지오. 난란늪 주권괴 가진 땅과 백성 

으로 되었소) . 

이숭녕 (1 966)은 중세국어를 분석하여 {는}은 주제격 조사이면서 기능상요로는 주격， 대 

럽격 조건하의 주제， 부사의 역할을 하며， (가}와의 차이점은 ‘대렴 적 조건’을 표시하는 

점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는}이 사용된 문장은- 주제-주석’의 관계를 나타내 며 ， 이해 

나타나는 서법상의 특이성은 ‘원칙적인 규청’ 또는 ‘원리적인 서솔’이라 하였다. 또한 그 

는 변형 생성 문법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문장을 제시하면서 ， ‘미도파가 양복이 

값이 천원이 싸다’를 생성문법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묻고 자기는 주격 중출현상이라고 

설명하겠다고 하였다， 

Ramstedt (l 939: 37-38)는 알타이 어 비 교언어 학자로서 국어 를 연구하고， (가} 기- 붙은 

주어는 서숭어 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는} 이 붙은 단어는 문맥으로부터 분리시켜 주어서 

뒤에 적당한 서숭어， 정 의 혹은 기대되는 대조가 따름을 표시해 준다고 하였고. (는}은 또 

한 격조사가 아닌 강조조사(emphatic particle) 라 하였고 주격， 대격， 처격， 도구격을 나타 

내는 데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기용(1 967)은 {가}와 {는}의 비교에서 종래의 자료수집과 정리에 중점을 둔 귀납척 빙

법과는 다소 다른 분석방법을 도입하여 자신의 모국어 지식올 바탕으로 하여 몇 가지 가설 

을 세워 질문과 응답A로 유도된 타인을의 언어사용을 비교함무로써 가설의 티당성을 시험 

하여 이 론을 제 시 하였 다. 그는 어 조 구조연 (the accentual intonation level) 에 서 {가} 앞의 

2 국어학자로서 주제에 가까운 개념을 처음 언급한 분은 박송빈 (1935: 380 ) 인 것 같다. 

「륨語의 形便에 依하야서 는 鉉述語의 主題되 는 名웹 얻11 主語 以外에 그 文의 主題로 使用되 는 單語
가 存11:함이 이 솜. 이러한 單語를 文主라 니 쯤 

例 코키려는 코가 걸다. 

#主는 머리털이 冠올 찌쓴다. 
普通의 境遇에 는 主語가 文主의 資格올 暴함이 原則이 나 右記의 ØlJ와 가튼 文에 는 文의 要件되 는 部

分이 다 具備펀 外에 文主가 따로 存;{E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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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는 보통 강조되며， l는} 앞의 명사는 보통으호 강조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통사 구조연 

(the syntactic level)에서는 {가}는 주격조시-로서， 주어-동사의 관계를 강조 또는 명확히 

하는 반연， {는}은 중성격 조시:A서， 주어-동사괜 아니라 목적어-동시- 둥의 관계를 불명료 

케 한다든가 또는 비강초하며， 추어-동사관계기- 한 문장안에 겹칠 때 {는}의 사용이 필요 

하다고 하였다 이 와같이 {는} 은 복잡한 통사관계 중에 서 통사관계 상으로 중요치 않은 곳에 

나타남￡로써 (비 강조) 다른 통사관계 를 강조 흑은 초절 할 뿐 아니 라， 그 앞의 명 사로 하여 

금 정상적인 이휘배열의 구속을 뱃어 날 수 있도록 독링성피 가분리성을 허용한다고 하였 

고， {는} 을 대럽의 뜻을 나티내는 상이보조사 또는 대렵격으로 본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 

의상 그렬지 몰라도 구조상으로는 {는} 자체에 그런 뜻이 있다기보다는 대조적 구조에 그 

런 가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며 {가}에도 비슷한 대초판계가 나타난다고 하었다. 또한 

종속철에서는(영사화원 의운운파 서술운을 지l 외한) 주어표시어는 항상 주격초사 {가} 라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종합하면 {가} 는 주격조사， {는}은 주격조사가 될 때도 있으나 일반적으 

로 주제격조사 혹은 특수조사이여， {는}은 ’강조’， ‘비강조’， ‘상이’， ‘논술의 주제’， ‘대 

렵 ’ 을 표시하여 선행 명 사에 독렵성을 주고， 종속절에서는 특수한 경 우플 제외하고 {가} 기 

쓰인 다는 것들이 지 적 퍼었다. 

3. 현대언어학적 연구 

생성문법 의 바탕위에서 {가}， {는} 을 다푼 주요 논문으호는 겁 한곤(1 967) ， 송석중(1 967)， 

남기 섭 (1 968, 1972) , 서 정 수 (1 97 1)， 이 정 민 (1 973) , 이 갱 노(1974) ， 양동휘 (1 974, 1975) , 신 

창순(197 5) ， 성광수(1974， 1979) 등이며， Fillmore 의 격운법 (case grammar)의 바탕 위에서 

는 박순함(1 970) , 양인석(1 973) ， 김영회(1 978) 이 며， 기능주의적인 연에서는 Martin (1 969) , 

Kuno (1 969, 1973) , 임 홍빈 (1 972, 1974) , 손호민 (1 980, 1981), 정 연규(1980 ， 1982) 등이 다. 

또한 그동안 있었던 국내외 논문들을 잘 정리해 준 엽척 S로는 채완(1976 ， 1979) , 흉사 

만(1 980， 1983) 이 있고 주어에 대해서는 김태한(1981) 이 있다. 

위 의 대 표적 인 논문들은 거 의 가 다 {가} 를 주격 조사 그리 고 {는} 은 주제 (topic, theme) 

로 나타내는 경우와 대조로 나타내는 두 경우로 분리하고 있는 정은 비슷하다 하겠다. 임 

흉번(1972)은 {가}는 ‘배타적 대렵’， {는}은 ‘대조적 대렵’의 의미를 가지며 {는}만이 주 

제표시를 냐터 내는 것이 아니고 {가)냐 {롤}도 주제를 나타낼 때 가 있다 하고 양인석 (1973) 

은 주제 나 대조의 의미 는 {는}이 라는 특정한 요소에 의해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어순이나 

문장구조에 따라 표시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손호민(1980 ， 1981)은 한국어는 주제가 현저 

한 언어이며 주제는 주제화에 의해 변형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기저적인 것이며， {는} 

만이 주제를 나타내 는 것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이중주어’니 ’주격중출’은 sov 언어에 

냐타나는 계충적 인 (hierarchical) 주제표현 현상이라고 하였다. 

위의 대표적인 논문중에서 몇 펀만 추러 정려하고 그 논문들의 경흔을 종합하여 필자의 

설명체계를 세워 보겠다. 

4 대표적인 논문 요약 

{기}와 {는}이 국내에사는 최초.x. 현대엔이핵꾀 소맹 ·을 받은 것-은 겁한곤 (1 967) 이 "1-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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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다. 그는 생 성 문법 이 론과 Fillmore 의 entailment device3 를 도업 하여 특히 국어 의 주 

제표시의 초사 {는} 을 일본어의 wa 와 대링시키면서 의 미 론적 으로 분석하여 두 언어에 이 

런 종류의 주제조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두 언어를 인구어와 구별하게 하는 특정이 된다고 

말하고， 그는 {는}이 주격의 기능만 갖는 것이 아니고 6개의 격표지에서 변형되어 나티난 

것으로 해석하였고 주제 내지 대조의 의미를 부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최근 그는 필자 

와 개인 면담에서 주제어가 변형으로 이루어진다고 이제는 생각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 ) 

그가 그린 독특한 나무그렴을 보이고 영어번역은 필자가 참고로 tll 보았다. 

Commen t 
\ 
Sta tcment 

Scntcnιc 

./~\、 Co

ζ뇨 팩:tk 연앵 편 s |jrt렀스 
아어지가 

My fat !Jcr boughl this book (You know) my fath er , hc lJotlgh l thl :; h'-'IJJ. 

Commcnt 

-----、\ _.----‘~、-
~ 、、 ./ 

____ Statemcnt • T opic ______ ‘ ~ 

魔녕핵 앤앵 /\A편펀편 
Adv. Commcnt 

/\ 
한국에 산이 않다 한국은 ￠ 산이 해나 

In Korca. there are many mountains Korea(compare to) , it bas many mounti:uns than 

이her countries ‘ 

또한 그는 변형되어서 형성된 주제-평언구조가 국어와 일본어에 너무나 자주 나타나 오 

히 려 두 언어의 문장구조가 주제-평언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느냐 

고 했고‘， 이 점 에 대한 국어와 일본어 연구에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 해 주었다. 

Martin0969: 14- 32) 은 주어 가 되 는 대 상이 ‘new information' 일 때 는 {가} 가， ‘old 

information' 일 해 는 {는} 이 사용되 고， 또한 {는} 은 ‘deemphasis’ 로서 문두에 끌어 낼 수 

있다고 하면서(어떤 성분이 용언에 가까울수록 문장에 필연적인 요소이므로) {는}의 기능 

을 다음 세 가지 로 분류하고 있다. 

가. 무대 설정 : 주제표지 {는) 은 뒤에 오는 문장이 무엇에 대 해 서 딸하는기를 알려 주는 

무대를 설정한다. 

나. 대조 : 두 명사가 있는데 이들 각각에 대해서 대조가 되는 진솔을 하거나 상이한 정 

보를 제공할 때 {는}이 쓰이며 이 영사는 문장의 맨 앞자리에 {는} 과 같이 나타난다. 

3 Kim Han-Kon Cl967: 116 )은 다음과 강이 ‘이 /가’와 ‘은/는’ entai lment rule 을 셜갱했다. 

(NP + i/ka + Z) entails<뿔싫gone e떼 +Z 

(NP + un/ nun + Z) entai ls<뚫e짧장:e+ (-a(Z)) 

Where Z represents any type of predicate and a and -a is a set of sign.changing rule represent. 
ing the opposite-positi ve value to each other. 

‘ Kim Han-Kon Cl967: 115) : This DP (== derived P-marker) structure is so common in both 
Korean and ]apanese that it seems more natural to consider a sentence as consisting of topic and 
comment t han of any other pos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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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어의 반복 : 주어가 문맥안에 처음 언급될 경우， 이 새로움은 {가}를 써서 캉조한 

다. 그리 고 대 화에 이 주어 가 다시 나타나면 {는} 과 함께 나타난다. 

Kuno (1973)는 일본언어학자로서 일본어의 ga 와 wa 를 순전히 기능적인 면에서 분류하 

고 주제 (theme)가 될 수 있는 것은 화자-청 자 사이 에 알려 져 있거 나 등록된 요소들(objects 

and concepts)만이 며 해 , 달， 나의 아내 , 나의 자녀 들 등은 항상 등록된 요소인 것 같￡ 

며， 류개념 (generic)을 나타내는 것들(인깐， 미국사람， 언어학자)도 영구적으로 등록이 된 

것 같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모두 알려진 요소(anaphoric NP) 라고 하고 오직 anaphoric NP 

와 generic NP 만이 주제 가 될 수 있고 강세 (anaphoric NP intonation)를 받지 않으며 강세 

를 받으면 대조의 기능이 된다고 하였다. 

ga I Neutral Description | Exhaustive Listing 
촌이 왔다 혼이 학생이다 -좋다. 

-고싶다. 

비가 온다 1 (John and only John is a student) 1-두령다. 

wa I Thematic (anaphoric or generic) 

대부분의 학생을은 미혼이다. 

흔온 학생이다. 

* 않은 사람들은 파티에 왔다. 
(Oozei no hito wa party ni Kimasita.) 

Contrastive 

(나는) 주말에는 책은 읽는다. 

비는 요고 있지만 .... 

많은 사람들은 파티 에 왔으나， 

흥미있는 사람은 요지 않았다. 

양동휘(1974)는 Kuno 의 설명을 발전시켜 유표적인 경우와 무표적인 경우로 나누어 다음 

과 같이 섣명했다. 

Unmarked Environments Marked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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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LUSIVE FOCUS 

(a) in ‘genenc’ sentence or 

(b) stressed or 

(c) both(a) and (b) ‘ 

CONTRASTIVE FOCUS Topic I TOPIC 

Particle ηuη I (a) in ‘generic’ sentence and 

(b) unstressed aηd 

(c) in sentence-initial position 

(a) in ‘specific’ sentence or 

(b) stressed or 

(c) in non-sentence-initial position or 

(d) any combination of (a) , (b) and (c) 

임홍빈 (1 972 ， 1974) 은 ‘주격중출’에 대한 문제를 깊이 고려한 후 국어는 주제-평언 (topic

comment)구조로 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종래의 설명 방법인 {가} 를 주격조사， {는}을 주 

제첨사 혹은 주제표시로 보면서 주격조사 {가} 와 대격조사 {를}도 특수한 경우에는 주제화 

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연 작은 고추를 먹으면서 ‘작은 고추가 엽다’하면 ‘고추’는 

주어이나， 먹지 않으면서 ‘작은 고추가 볍다’라고 일반적인 작은 고추를 이야기할 경우는 

그 ‘고추’는 주재라는 것이다. 또한 막연히 ‘학교를 간다’와 ‘손을 잘렸다’에서 ‘학교’와 

‘손’ 은 비 대 조적 대 렵 (non-contrast) 인 주제 어 라는 것 이 다. 하여 튼 그는 {가l. {는l. {를} 

이다 주제를 표시해 준다고 보았고( {가}와 {를} 은 특수한 경우만) 의미상으로는 {가}는 배 

타적 대 럽 (exclusive) , {는} 은 대 조적 대 렵 (contrast) , {를} 은 비 대 조적 대 렵 (non-contr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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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을 갖는다고 했다， 

이정민(1973) 은 주저l 화된 요소는 {는}으로 표시되고 그 요소는 동사와 관련을 맺는 것보 

다는 문장 전체와 관련을 맺￡며， 주제 뒤에 오는 요소와 약간의 쉽이나 지연이 있으며， 주 

제는 알려져 있거나 청자가 안다고 기정되는 요소이며， 그 요소가 운두로 옮겨지지 않으연 

대조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채 완(J 976 ， 1979)은 그동안 있었던 연구들윤 잘 정리하면서 요약하기를， topic 은 화자와 

청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한정 적 요소이며， comment 는 화자가 새로이 전달하고지- 하는 

topic 에 관한 정 보이 다. 일 반적 ￡로 topic 은 문장의 왼 쪽끝에 위 치 하며 • topic 은 주어 와 

일치할 때 가 않으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topic 은 화자， 청지가 공유하고 있는 한정된 

(definite) 지식이어야 한다 비한정적인 체언이 topic 이 될 때 그 체 언은 ‘류’개 념을 나다 

낸다 (generic indefinite NP). ‘류’개녕을 표현하는 문장은 일반적인 원칙을 나다낸다(Dahl 

1973) . 

문두에서 {는) 은 topic 을 표시하고 문장 중간에서는 {는} 은 대조를 표시한다(이정민 19 

73). 문두에서 쓰인 {는}이 아도 특별히 강세가 놓여 강조될 때 는 대조를 나타낸다(양동휘 

1974, 1975). topic 이 나 대 조의 의 미 는 {는} 이 라는 특정 한 요소에 의 해 표시 되 는 것 이 이

니라 어순이나 문창구조에 따라 표시되는 것이다(양인석 1973). 

국이에서 topic 은 조사 {는}에 의해 표시되며， (는}이 연결된 체언이 문두에서 강세를 

받지 않고 쓰었을 때 그 체언은 topic 이 된다. {는l 은 topic 을 표시히지 않을 때는 대조플 

나타낸다 부시중에서 한정된 일부 부사는 {는}을 취할 수 있는데， 이때 {는}은 어순과 관 

계없이 대조플 나타낸다. 용언의 경우 명사형과 부사행 어미는 {는} 을 취할 수 있는데 이 

들은 걱 <-，- 채언과 부시에 연결된 {는}껴 의미가 같다， 

5. 주어와 주제의 정의， 상대적 차이섬 

언어플 엔구하는 사람들은 문장의 주어괄 이라움없이 기피내지만， 막상 주어에 대한 정 

의 나 기 준(criteria)을 섣 정 히 는 데 는 싱 당한 0.1 려 움이 띠 른다. 전 통푼법 의 대 가인 Jespersen 

(1 924, 1954)은 다음파 같은 예문을 들연서 문두에 냐오는 ‘he ’ 가 모두 주어 라고 히였다 

He suffered torture ‘ 

He is beaten. 

He had broken the twig. 

He broke his leg. 

He had his hair cut. 

Jespersen 은 주어는 동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동사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 

는 명사가 곧 주어라고 하고(족 문두에 오는 NP) , 주어를 발견하는 방법으로는 who/what 

의문사로 의문운올 만들어 대답의 첫 낱말이 곧 주어라고 청의하였다. 

a. Tom beat John. 

b. John is beaten by Tom. 

a 는 Who beatOohn)? 에서 나온 대답이고 b는 Who is beaten(by Tom)? 의 대단이 

다 이처럼 주아는 동사와 빌접한 관계에 놓여있다고 하였고， 그는 b 와 같은 비합리적인 

주어 문제 플 해 결 하기 위 해 주어 를 심 리 척 주어 (psychological subject) 또는 논리 척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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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gical subject)와 문볍 적 주어 (grammatical subject) 로 양분하였 다 a 의 격 우 Tom이 

문볍적 논리적 주어 이 나， b 의 경우는 문법적 주어가 John 이고 논리적 주어는 Tom 이다. 

Jespersen 의 이 와같은 주어 양분본은 통사론적 임 장괴 의 미 론적 입 정 에 서 본 결 과라고 하 

겠다. 

현대언어학에서도 주어에 대한 정의는 별다른 발전이 없고 대표적 존재인 Chomsky (1 965) 

는 S• NP- AUX- VP 에 서 첫 NP 를 주어 라고 정 의 하고 VP• V - NP 에 서 NP 를 목적 어 로 

정의하였다. 또한 Keenan (1 976)은 주어에 대한 포괄적인 청 의를 해보려고 시도하여 “ sub 

ject of"라는 법주속에 주어의 개 념을 30여 가지로 서도하였다. 그러니 결국 개별언어는 그 

30 가지 중 부분적 인 요소만 갖게 된다는 뜻이 며 (combination of a set of the. pr얘erties) , 

그의 시도도 여 타 이론과 마찬가지로 주어에 대한 만족할 만한 정의는 못하고 있다(낌태한 

1981). 

이와 같이 언어학자들은 주어의 정의와 범주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며 아직도 

주어에 대한 확실하고 만족할 만한 정의가 없으며， 결국 우리는 주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장구성과 요소에 따라 좌우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주제도 주어 

와 비교해서 분류되어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한 뭇에서 Li & 

Thompson (1 976)은 주어와 주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대조하여(절대 적 이 아닌 상대적) 

비교하였다 우리는 주어와 주제에 대한 대표적 인 정의를 다음 표에 비교하고 또한 주어와 

주제의 차이점올 잘 정리해 준 Li & Thompson(1 976)의 논문요지를 또한 표로 만들어 보 

았다. 

Definition of Subject Definition of Topic 

전통운법 : 동사가 의미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 행 I "to say something about something" 

동을 받는 시 랑 (이 정 민 1982) , 의 미 론적 요로 Comment Topic 

는 통사의 행 위 지 , 경 험 자， 또는 수동의 입 I (Prague School 1926) 

장이 되며， 문법적으로는 술부의 형태를 결 

정 지 어 주는 구성 요소(검 태 한 1981) . 

현 대 언 어 학 :S 의 직 접 지 배 를 받는 영 사구 즉 영 l “ logical subject" or 꺼hat word or group of 

사구 + 동사구의 연 속체 인 기 저 문장에 서 의 명 I words which something is said or asserted." 

사구가 갖는 운법적 기능 :S• NP + VP I (Fríes 1952: 173) 

(이 정 민 외 1982) “ the leftmost NP immediately domínated by S 

ín the surface structure" (Chomsky 1965: 220) . 

In conclusion , there is no universal definition , í.e. , discovery procedure, by which one can identify 

either a subject or a topic in a language (Li 1976) 

Li & Thompson(1976) Subject vs Topic 

1. Need not be definite. I 1. Definite 

2. Always has a selectional relation with some I 2. Need not have a selectional relation with 

predicate in the sentence. any verb in a sentence: that is, it need not 

be an argument of a predicative constituent 

3. Verb determines “ subject," 3. Topic selection is independent of the verb 

4. Always an argument of the verb 4. Need not be argument of the verb. 
5. Obligatory of subject- verb agreement. 5. No obligatory of Topic-Predicat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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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ot confined to sentence-initial position. I 6. Must rernain in sentence-initial position 

7. Prorninent role in such process as reflexivi- I 7. Syntactically independent in the sentence. So , 

zat ion, passivization, equi-NP deletion, verb I it does not play a role in the staternents of 

serialization and imperativization. the processes for subjec t. 

In conclusion , the t opic is a discourse notion, whereas the subject is to a greater extent a sen

tence-internal notion even though the subject has a rninirnal discourse function in contrast with 

the topic. The top ic can be understood best in terrns of t he discourse and extra-sentential CO l1 -

siderations; the sllbject in terms of its functions with in the sentence strllcture (p. 466). 

6. 주제가 현저한 언어와 주어가 현저한 언어 

전통적으로 언어학자들은 주어 (subject)플 언어일반적인 개념으로 중요시하여 왔고， 언 

어는 일반적으로 S , V , 0 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 나 언어유형론(language 

typology)적으로 볼 때 언어에 따라서는 주어만으로 섣명되지 않는 현상들이 많아서 최근 

에는 주제-평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려 학자들이 그 구조의 이름을 달리하 

고 있 다 : theme-rheme(Prague school) , given-new(Chafe 1970) , presupposition-focus 

(Chomsky 1969) , topic-comment(Chomsky 1965)5. 

Li & Thompson (1 976)은 어떤 언어에서는 그 기본구조를 주어-서숨어보다는 주제-핑언 

구조로 설청‘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언어의 기본구초를 네 가지 유형 

으로 분휴하고 있다 (1) 주어기 현지한 언어 (예 : 얀구어)， (2) 주제기 현저한 언어 (예 : 

중국어)， (3) 주세와 주어가 모두 펀지한 언어(에: 한국어， 일본어)， (4) 주재와 주어 모 

두 현저하지 않은 언어 (예 : 필리핀어). 이플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Li & Thompson 

1976 : 483). 

Korean , Japanese 

Tp . .' 1---1 ' Sp 
Lisll Chinese Philippine Malagasy English 

Lahu French 
Twi 

Tp = Topic prom inen t language Indon C'sian 
Sp = Subject prorninent languagc 

또한 L i & Thompson (1 976)은 주제가 현저한 언어와 주어가 현저한 언어구조 사이에 다음 

5 Chornsky (1965: 220) 에 topic-cornment 란 용어가 간단히 언급되 었고， 그것은 Paul Kiparsky 가 
제안했고 그렬듯(plausible)하다는 식￡로 note 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It might be suggested that Topic-Comment is the basic grammatical re lation of surface strllcture 
corresponding (roughly) to the fundamental Subject-Predicate relation of deep strllctllre. Thus wc 
might define the Topic-of the Sentence as the leftrnost NP immediately dominated by S in the 
surface structure, and the Comrnent-of the Sentence as the rest of the string. Often , of course, 
Topic and Subject will coincide, bllt not in the examples discussed. This proposal , which seems 
plausible, was suggested to me by Paul Kiparsky. One might refine it in various ways, for exam
ple, by defining the Topic-of the Sentence as the leftmost NP that is immediately dominated by S 
in the surface structure and that is, furthermore , a major category (cf. p. 74-this will make John 
the Topic in the cleft sentence “ it was John who 1 saw") ‘ Other elaborations also come to mind , 
but 1 shall not go into the question any more full y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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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비교되는 양상이 나타난다고 하고， 언어 는 아래 그렴과 같이 변하고 있다고 하였 

다 (p.485). 

주제가 현저한 언어 | 주어가 현저한 언어 

1 주제는 표연구조에서 문두에 오거나 주제표시 1 1 언급이 없음 
조사가 붙거나 혹은 둘 다 이루이취 

2. 기주어(영어의 it , ther잉가 없유 I 2. 가주어가 있음. 

주어가 필요없을 때는 생 략항 의미론적 기능을 하든 안하든 주어가 펀요. 

3 소위 말하는 이중주어 (double subject) 구조가 I 3. 이중주어 구조가 드물거나 거의 없음. 

현저함 

4. 통사가 운뒤 에 오는 경 향 (SOV). I 4. 동사가 운뒤 에 요지 않음 (SVO) 

5 수동태가 잘 나타나지 않음 I 5 수동태가 잘 나타냥. 

6 아느 운장성분도 주제가 핑 I 6. 주제가 될 수 있는 문장성분이 제한됨. 

7. 주제-평언 이 기본문창구조임 I 7. 주어-서솔어가 기본문장구조임 . 

결 론 이와 같이 주제는 주어 ， 서숭어와 같은 언어일반적인 개념이 며， 다만 언어에 따라 나타나는 

양싱이 조금씩 차이 가 남-

Tp 

(Aj t()pic notion integrated 
i nt o basic sentence s truc 
’ lI rc; top ic an rl subjec t. 

/~ 
disti nct s 

(D) Both Tp a nd S" (B) Neither Tp nor Sp 

tOplC sentcnces bcconlt 
Icss m:t rkcd , rno re ba sic 

~ !2 
(C) topic has become inte . 

grated in’o case frame of 
ver b as a subject; subject 
and topic often indistinct , 

subjects having some non
tOpIC proper tIes; sentences 
with clear topics are 
highl y marked 

topic becomes more c1ose . 
Iy integrated into case 
frame of verb 

이와 같이 Li & Thompson (l 976)의 논문은 우리 국어 주제와 주어에 대한 연구에 큰 공 

헌을 하였고， 손호민(1980)은 그들의 논문을 국어에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적용 분석하여 

국어의 주제화 연구에 큰 기여를 했으나 그의 요지는 다음 세 가지이다. 

(1) 한국어는 중국어 와 마찬가지 로 ‘주제 기 현저 한 언어 ’ 이 다. 왜 냐하연 Li & Thompson 

(1 976) 이 세운 주제 가 현저한 언어의 특성을 국어는 다 포함하기 때문이 다. 

(2) 한국어의 주제는 주제화에 의해 변형된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기 저적인 것이다. 

(3) {가} 도 {는} 이나 ’도’， ‘만’과 같이 주제플 표시하는 데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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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인(1 981)은 또한 한국어의 주제는 다음의 구조에서 (S→NP+{용p}) S의 지배를 받는 
NP 이며 괄호안에 있는 S 나 VP 는 그 NP(주제)의 평 언이라고 정의하고， 이 정의는 Chom

sky (I 965: 22 1) 5와 비슷하나 근본적인 차이는 주제가 표면적인 것이 아니고 기저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는} 이 주제만을 표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대조(contrast iveness)의 의비를 깃 

고 있으며， 소위 ‘이중주어’니 ‘주격중출’이라는 현상은 하나의 주어에서 변형되어 주제화 

된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기저적인 것으로 SOV 언어에서 나타나는 계 층적 언 (hierarchi 

cal) 주제 표현 현 상이 라고 강조하였 다. 

7_ 기본형 : 주제-평언구조 

어린이의 언어발달에 있어， 초기 어린이의 언어구조는 주제-평 언형태이며 ， 그틀의 언어 

는 근본적 요로 화용 양상임 을 Gruber (1 969)는 시 시 했 다. 그는 영 어 가 모국어 언 어 린 이 」를 

관찰하여 조사한 결과， 어린이가 주제-평언의 구조로 이야기하다가 정겸 주어 -숭어의 구조 

로 발전시킨다는 것이며 ， 주제-평언구조는 주어-숭어 구조보다 성충적인 것으로 주어는 주 

제의 한 특별한 경우(special case) 라는 것이다. 그는 주제를 문장의 중심성분 (pivot) 으쿄 

파악했다. 

그 뒤 많은 연구(대표적으로 Greenfield & Smith 1976) 가 아이 들은 처음 의사소통 체계 

를 배우는 데 근본적인 변에 있어서 이 초기 의사소통체계는 화용양상이며 이 양상의 전달 

속도는 느리고 그 구조는 내포되기보다는 연결되고 문법형태소가 없고， 명사， 동사의 비율 

은 1대 1에 가깎고 주어보다 주제가 많고， 어순은 주로 화용적이고 이 양상의 초기 에 눈에 

띄는 원칙의 하나는 새 정보에 춧점이 높은 억양의 곡션을 둔다는 것이다 

Givón (1 979)은 모든 경우에 통사구조양상은 화용양상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빌전되었다 

고 히-고 어린이 가 배운 화용양상은 이 른이 되어도 계속 남아 있으며 어 른은 회용양성--" 1 동

사양상의 영역을 모두 지배하며(통사양상의 대표적인 것은 형식적인 글모 쓰인 양상임) 적 

절한 의사소통 상황하에서는(특히 외국어로 멜할 때) 화용양상윤 다시 쓴다는 것이다. 그 

리하여 초기에 습득한 의시-소통의 유형은 평생동안 우리 에 게 남아 있으며 근본적인 면에서 

이 유형은 의사소통의 태아적이고 기초척인 형 태 로 생각될 수 있다고 하였다. 

Justus Cl 976)은 인구어의 원조어의 하나로 알려진 고천 히 타이어 (Old Hittite)판 공시적 

요로 연구하여 그 언어는 주제가 현저한 현상을 보이고 또한 어순도 SOV 형례였다고 주장 

하고. Lehmann (l 976)은 인구어 의 원조어 (Proto-lndo-European)들이 주제 가 현저 한 구조 

에서 주어가 현저한 구조로 변화되 었으며 어순도 SOV 에서 SVO 로 통시적으로 변천되었다 

는것이다-

Givón (l 976)은 여 러 언어 를 비 교 연구해 볼 때 주어 라는 것은 통시 척 으로 주제 라는 것에 

서 유래된 것이며. Givón (1 979)는 우리가 아는 어 족의 대다수는 SOV 의 어순을 나타내고 

과거에도 이 어순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으며， 현재 SOV 어순을 안 쓰는 언어와 어족의 대 

다수도 초기에는 SOV 어순을 가졌음을 통시척 및 비교 언어학 방법을 통해 재구성할수있 

으며 l 어 순변화의 가장 자연스런 방향은 SOV> VSO> SVO 로 보이 며 SOV> VSO> SVO 의 

제한된 방향도 많은 경우에 입증펀다고 하며 언어는 통시척으로 변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연구와 LiCl 976)에 의하면 모든 언어의 웬초척인 구조는 주제-명언의 구조이 고 

어 순도 SOV 이며 지금의 인구어가 주어-솔어가 현저한 언어 로 변화된 것은 어순이 SOV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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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svo 로 변화된 것과 관련이 있으며 주재도 주어 외- 갇이 일 만적 인 언이학의 개 념 이 나는 

결콘이 다 

8. 주저1-평언구조와 {가l. (는} 해결점 

국내외 언어학자들의 연구와 국어자료플 분석 해 보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풍 수 있다. 

1 한국어는 주제 가 현저한 언어 즉 주제-평 언구조로 되어 있다. 

2. 주씨는 주어보다는 더 욱 포괄적이고 큰 영 역을 차지하며 주어는 주제의 특떤한 정우
이다. 

3. 주세 -평 안 구조는 화용적 구조이 며 주어 -솔어 구조는 통사적 구조이 고， 국어 는 오랫 

동안 화용적 인 언어 였으며(인구어에 비 해 ) ， 주찌-펑 언 구조는 주어-솔어 구초보다 형 

식적 이 거 나 기계적이지 않고 단도직 임 적 인 표현 구조가 아니며， 객관척 이고 정 확한 사 

불의 기솔방식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표현방식이다. 

4. 주제-펑 언 구조가 오히려 기저적인 것이며 주어 -숭어 구조는 주제-평 언 구조에서 유 

출된 것이 다. (종래의 변형 생성문법에서 주어-술어에서 주제 평언으로 변형되 었다는 

것은 틀린 것이다. ) 

5. 주제 조사 {는}이 문두에서는 주제를 표시하고 의미 론적 으로는 향상 ‘대초’ 혹은 ‘대 

조적 대렵’의 의 미 를 갖는 것 이되(문두에서나 문중에서든 위 치에 관계없이 ) 특히 문 

두에서 한정적인 체언파 쓰일 때 (unmarked topic) 대조의 의미 가 약화되 나 강세플 받 

을 때는(marked) 대조의 의미가 살아난다. 문의 중간에서 (marked environment) 대조 

의 의미기- 더 강하게 나타난다. 

6. {가}는 일반적 으로 주격조사라고 칭할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주격조사가 아니고 경 

우에 따아서는 ‘도’， ‘만’과 갇이 주제를 표시할 때도 있다. 의미론적으로는 항상 ‘배 

바적 대립’이되 어순이나 문장형태와 강세기- 어디에 놓아느냐에 띠라 ‘배다척 대럼’의 

의미기 약간 강하게 되거나 약하게 완다. 

7. 주어-솔어 개념은 주제-평연 구조에서 평 언에 속한 개년이나 많은 경우에 주저1-평언 

J ’1 겹치게 되어 분간하기 힘들게 된다. 
8. 주제 는 한정 적 (definite: anaphoric and/or generic) 이 어 야 하고 조사 {는l 으로 표시 된 

다는 것은 일반척인 경우에 그렇지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또한 내포문에서는 주어에 

{가}가 쓰인다는 것 또한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다. 

위의 가설을 ‘코끼리는 코가 길다’라는 문장에 적용해 보연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수 있 

고 다음 표는 의미론적， 통사론적， 화용론적인 설명이 펄요하게 된다. 

의미론적 설명 : {는}은 문의 위치에 관계없이 대조를 나타내고， 무표적인 주제를 표시할 

때보다 평언의 주어를 표시할 때 대조의 의미가 더 강하고， 또한 강세의 위치에 따 

라서도 대초의 강약이 좌우된다. {가}는 ‘지정’ 혹은 ‘배타척 대렵’의 의미를 항상 

갖고 대조적 {는}과 비교해 볼 때 상대척으로 유표적이고， ‘코끼리’가 새로운 정보 

일 째는 평언의 ‘코’보다 더 유표적이다. 그러 나 ‘코끼리’가 알려진 정보일 때는 

‘코-’기 더 유표척인 것이디 . ‘코’가 새 로운 정보이거나 관심의 대상일 때 ‘코’에 강 

세가 주어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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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TOPIC) 평 언 (COMMENT) 

우표적 (Unrnarkcd) 유 표적 (Marked) 

{는} 코끼 리 는 표는 길다 
/ / 

대 조적 (Contras tive) {코끼리 ，} {코: 걸 C}} 
우표적 (U nmarked) 코끼리는 코는 갚다 

{가 } 코끼리가 표가 걸다 
/ / 

배 타적 (Exclusive) {코끼리 :} {코2 길다} 
유표적 (Marked) 코끼리 가 코가 걸다 

통사론적 설명 : 일반적인 경우에 국어 의 문장은 'NP (는} NP{가}’ 형 태 로 나다난다. 그 

것은 주제는 주어보다 범위가 큰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주제를 무표적인 경우와 유 

표척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주제가 {는J ~로 표시될 띠l 우표적인 경 우이 고 {가} 로 

표시될 때는 유표적인 경우이나， 우표적 -유표적관계는 강세의 위치와 새로운 청보

알려진 정보에 따라서도 좌우된다 

화용론적 설명 : 주제에서 강세가 나타녔거냐 {는} 이 쓰였으띤 평언에서는 강세를 받지 

않거나 {가} 가 쓰이고 이러한 일반적인 규칙에 어긋난 경우는 유표적 (marked) 인 경 

우가 되거나 의미가 달라지거나 이상한 문장이 된 다. 주제는 일반적으로 {는} 으로 

표시되고(무표적， 한정적) 알려진 정호이므로 대화나 문에서 생략이 되는 경우가 많 

고， 평 언만 기-지고도 의사가 소통펀다， 담화에서는 주제가 더욱 더 생략되고 글에서 

는 의사의 전달을 명확히 히-기 우1 한 주제가 덜 생략된다. 

9. 가설의 검증과 설명 

대표적인 푼장을 뽑아 위의 가션을 적용폐 보고 검증해 보는 단계기- 필요할 것 갇다 

(1) 미 도파가 양복이 값이 천웬이 싸다 

(2) 구두가 바닥이 구멍 이 히 나가 났다. 

(3) a 그가 꽃을 화분에 성 었다. 

b. 꽃은 그가 화분에 섬었다 

(4) 그는 선생넘이 책을 주셨다. 

(5) 책은 선생님이 그에게 주셨다. 

(6) 나는 주말에는 책은 읽지마는 공부는 안한다. 

(7) a. 나는 학생 (이 )이 다. 

b. 내가 학생(이 ) 아니다. 

(8) 그 꽃이 향기가 좋다. 

(9) a. 나는 영회가 보고 싶다. 

b 내가 영회를 보고 싶다. 

C. 영회를 내기- 보고 싶다. 

d. 영회는 내가 보고 싶다. 
(10) a. 다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끼지 서양사람들이나 일본인들이 쓴 일본론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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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때로는 일본과 별로 관제가 없는 것들이 많다는 사실(이)이다. 

b. 그러고 그꾀한 환상의 옷을 엽은 일본문화의 모습은 서양과 일본만을 비교한 도 

식에서 떤유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밝혀 보자는 데 있다. 

C. 서양문화의 대럽개념은 일본 문화일 수가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일(이)이다. 

d.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의 황색인종일 수는 있어도 특정민족의 좁은 개념을 거기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 (이어령 1982, 축소지향형의 일본인 p.16) 

눈장 (1)은 이숭녕(1 966) ， (2)는 박순함(1970) 이 제시한 문장인데 실제 이렇게 말하끼는 

않겠지만(화용론상) , 운법적으로 가능한 운장이다. 임홍빈(개인면담)은 ‘미도파가 양복이’ 

와 ‘구두까 바닥이 ’ 까지가 주제고 ‘값 ’ 과 ‘구영’이 주어이고 ‘천원’과 ‘하나’가 보어라고 

설명하고， 신장순(1 975)은 ‘미도파가’와 ‘구두、비-닥이’가 주제이고 ‘양복、값~천원이’ ， 

‘구멍 ~하나가’ 가 보어 려 고 설 영 하고(、는 수식 관계 은 동격 관계 를 표시 ), 손호민 (1 981) 

은 sov 어순을 갖는 언어의 특색으로 주재가 계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여 ‘미도 

파’나 ‘구두’ 부터 ‘천원 ’ 과 ‘하나’까지가 주제라고 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을 서열과 

수직적인 사고를 갖고 사불을 이해하고 묘사하는 우리의 의식구초가 언어에 반영 된 것이 

아닌가 보고(예을 들면 우리는 주소나 날자를 쓸 때도 큰 단위에서 작은 단위로 쓰되 구미 

인은 작은 단위에서 큰 단위로 쓰는 것 : 양인석 (1973)의 macro-micro 의 개념과 관련이 있 

을지 모름) ， 큰 범주에서 점차 작은 범주로 들어가면서 표현하는 주재표현 현상이 아닌가 

보며 6 또한 문법적무로 구태여 주제와 주어를 구분한다면 ‘미도파’ 외- ‘구두’가 주제어고 

‘양복의 값’ 과 ‘바닥의 구영 ’ 이 주어이고 ‘천원 ’ 과 ‘하나’가 보어라고 볼 수 있겠거나， 

‘ . . .... 값이 ’ 와 ‘ ... ... 구멍이 ’ 까지가 계층적 S로 나타나는 주제고 ‘천원’과 ‘하나’ 가 평언의 

주어라고 할 수 있겠다. 보어와 주어의 차이점을 규영할 필요가 있겠다. 

6 다음과 같은 사실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구미인과 동양인(한국인)의 사고형태(의식구초)가 어떻 

게 다른가 짐작할 수 있다. 
( ...... 제 l 태 양계 우리 지구 한국) 
서 울시 종로구 인 현동 7번지 vs. 2023 North 750 West Provo, Utah 84604 U.S.A. 

1984년 7월 19일 vs. 19 July 1984 
위의 사실과 이 숭녕(1966) 과 박순함(1970) 의 문장을 비교해 보연(괄호안의 부분은 필자가 삽입) 그 

러한 사고의 형태가 언어의 형태에도 나타난다고 블 수 있다. 

( ...... 한국이 서울이 백화점이) 미도파가 양복이 값이 천원이 써다. 

c.. .... 우리 식구가 내가) 구두가 바닥이 구멍이 하나가 났다 

우리는 주소를 쓸 때(특히 이야기할 때는 더욱)， 예를 들어 서울시내에서 우편물을 보낼 때는 ×구 
부터 지작하고 지방으로 보낼 때는 서울특별시부터， 외국에 보낼 때는 한국을 의식하고 쓴다. 마찬가 
지로 동양 우주인들은 × 태양계 x 휴성을 쓰고， 나라이픔을 쓰고 우리가 동상적으로 쓰는 주소를 쓸 

것이다. 

또한 누구와 주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인현동에서 주소를 이야기할 때는 × 번지만， 종로구를 서로 
의식하고 있을 애는 × 동안. 서울시내에서는 강남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혹은 X 동이 라든지， 국내에서 

는 ×시나 ×도， 외국에서는 나라이릉을 말한다. 

또한 우리는 이숭녕 (1 966) 펴 박순함(1970)보다 더 긴 운장을 괄호안에 삽입 함우로써 만을 수 있다 

그러냐 우리는 화자-청자가 의식하고 있거나 안다고 가정되어진 요소는 생략한다. 이 두 문장에서 주 

제(주어포함)는 서열적 계 층적으로 나타나여 사로 알고 있는 요소는 생 략한다(주소를 이야기할 예와 

마찬가지로) . 어떤 시람은 ‘사람은 포유동풀(이)이다’에 서 ‘포유동울’을 ‘사람’브다 더 큰 벙주로 보 

았는데사람’의 여러 속성중에 ‘포유동물’은 일개의 속성에 불과하다. 

우리는 위의 사실을을 비교할 때 서열적이고 횡적인 동양인의 의식구조와 서열적이고 계충적인 주제 

표현 현상과 모종의 관련이 있다는 짓을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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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3)에서 ‘그가’는 주어이고 ‘꽃’ 은 주제라고 하겠다. a 에서 b 문이 생겨났다고(변 

형으로) 괄 수 없으며 b 문장 그 자체가 기자적인 동시 에 표면적인 것이다 또한 ‘화분에 

는’이 맨 앞￡로 옮겨진다고 해도 변형핀 것이 아니며 이 경우에 체언이 아니고 뉴L사구인 

‘화분에’플 주제로 보아야 할지는 더 연구해 보아야겠고 일만적인 주제의 득성(한쟁식)이 

아닌 경 우에는 대조의 의미가 더 샅아난다고 보아야겠다. 

문장 (4) ， (5)에서 자연스러운 일반적인 문장은 ‘선생님이 그에게 책을 주셨다’이겠지민 

그렇다고 이 문장에서 (4)와 (5)의 문장이 유도되거나 변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일만 

적인 경우에 어긋나는 어순이므로(유표적) 맨 앞의 주제는 대 조의 의미를 더 갖게 되었다. 

운장 (6)에서 ‘나는’이 주제고 그외 {는}은 대조를 나타내는 데 ‘읽지마는’에서 {는} 이 

주제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임흉빈 (1 972)은 주제화와 관계 가 있다고 하였고 

Givón (I 979)도 조건철도 웬래 주제화의 개념에서 유래했다고 하였다. 더 띤구ε11 볼 문제다 

문징- (7)에서 ‘나’와 ‘내’를주어로보고 ‘학생’을 보어라고불수도 있겠￡나 ‘코끼리 

가 코가 걸다’에서 ‘코끼리’를 주제로 보고 ‘코’를 평언의 주어로 본다연 ‘나’와 ‘내’는 

주제고 ‘학생’은 평언의 주어라고 해석되겠다. ‘학생이 다’에서 주격조사 ‘이’가 없는 것은 

음운흔적인 현상으로 풀이 되며(뒤에 ‘이다’ 가 나와서 ‘이’가 경치므로) 부정둔 ‘핵생이 아 

니다’에서는 ‘이’가 나타나는 것￡로 보아 ‘이’가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운장 (8)에서 ‘그 꽃’은 주제고 ‘향기 ’는 평 언의 주어다. 그렇다연 ‘그 꽃이 좋다· 외 ‘그 

사람은 좋다’에서 ‘그 꽃이’와 그 사람은’ 둘 다 주제냐 주어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겠 

는데 ‘그 꽃이 (색 깔이， 냉새가， 둥둥) 좋다’ 와 ‘그 사람은(마음씨기 ， 성격이， 등동) 좋다’ 

에서 괄호부분이 생략되었다연 주제이고， ‘(냐는) 그 꽃이·… .. ’외 ‘(냐는) 그 사람은· 

에서 ‘나는’은 생략되었다면 주제가 생략된 것이 주제와 주어가 겹쳤다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좋다’는 단어는 의미론적으로 무슨 속성을 나타내는 것을 좋다고 느끼거나 생각 

하지 않는가 하는 문재가 제기되겠다. 음식점에서 ‘나는 불고기다’하는 말속에는 여러 가 

지 복합적인 상황과 의미가 간단히 표현된 현상이다. 이와 같이 언어란 복합적인 갱신세제 

를 표현해 주는 한 망펀이다. 

문장 (9)에서 어두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주제냐 또 문중의 ‘영회가’와 ‘내 가’가 주어냐 

하는 문제는 더 연구되어야겠다. Kuno (1 973)는 그런 경우 “objective-ga"로 설영을 했는 

데 좋은 설영인지 의문이며 김홍수(1 983)는 ‘싶다’는 ‘심리적’이라는 의미요소에 대응되는 

‘느끼 -PASSIVE-다’로 해석펼 수 있다고 하였다. ‘좋다’， ‘나쁘다’ ， ‘싫다’， ‘펼요하다’ 

둥이 이 부류에 속하겠 다. 

문징 (1 0)은 문법가들의 옹상에서 휴은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운장을 떠나 text 위주로 

분석하고 설영 할 필요기- 있을 것 같아 택해 보았다. a , b, c 모두 ‘인f(는} 인p 

{가 1-’ 형태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내포문이나 종속절에는 {가} 가 

쓰였￡며 c 와 같이 강한 대조를 나타내고 싶을 때는 {는} 이 쓰였고 d 에 서 ‘ . . .... 개녕 은’ 

이 문장 전체의 주제인지 내포문의 주제인지 확실치 않으나 만일 내포문의 주제(주어)인데 

도 {가} 가 쓰이지 않은 것은 일반척인 ‘ - {는1 _ {가1 -’의 형태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내포문의 주제가 걸어서도 그렇겠고， 내포문이라도 문두에 와서 그렇겠고 복 

합척인 화용론적 설명이 펼요하겠다. 



주제 화와 주격 조사; 조사 ‘-는’ 과 ‘-가’ 를 중심 으로 247 

10. 결론과 연구제시 

국어의 언어구조는 구미어의 언어구조와 다르다. 국어는 주제-평연 구조가 기본형이며 구 

미어는 주어-술어 구조가 기본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모든 언어의 원초형은 주제-평언 

의 구조라고 하겠다. 또한 국어는 주제가 현저한 언어요， 구미어는 주어가 현저한 언어라 

고 분류할 수 있겠다 주제도 주어와 같은 일반적인 언어구조의 개념이며 주어는 주제의 

특별한 경우이 다. 국어는 주제-평언 구조로 설명되어져야 한다. 

국어 에 시 “주제 는 {는} 으로 문두에 서 표시 되 며 화자-청 자가 공유하고 있는 한정 적 (defi

nite) 지식이어야 하고， 한정적 요소로는 이미 언급된 요소나 고유한 존재(해， 달， 지구 

등)냐 고유뱅사， 또는 1.2인칭대명사와 ‘이， 그， 저’의 지시시- 등이 해당되며， 비한정적 

맹 시-구는 그것 이 류개 녕 (generic indefinite) 을 나타낼 때 만 주제 가 왼 디는 것 은 일 반척 인 
경 우이 며 위 의 경 우에 {는} 이 붙은 요소는 무표적 (unmarked) 인 경 우이 고 유표적 (marked) 

인 {는}이나 {가}도 주제를 나타낼 수 있으며 유표적인 경우 {는}은 대초의 뜻을 강하게 

나타내고(우표척인 경우에도 대조의 뜻은 살아 있옴) {가}가 붙은 요소는 항상 ‘배 타적 대 

럼’의 관계플 갖고， 그래서 내포문이나 종속절에는 대개 주어에 {가}가 붙고 그런 의미론 

적 규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끼리가 코가 길다’에서 코끼리를 주어로 보려고 하는 경 

향이 있다. 

주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뱀주를 설정하기 힘드는 것은 그것이 절대적인 게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고 주제一평연구조에서 펑언에 해당되는 개념이 주어一솔어이 

다. 주어가 주격초사 {가}로 표시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이지 항상 그렇지 않고 

‘코끼리 가 코는 걸다’에서 ‘코’가 {는} 이라는 조사로 주어로 표시되었다. 문법적인 설명을 

하기 위하여 ‘주제’ 니 ‘주어’ 니 분류한 것이지 의미론적， 통사론적， 화용론적으로 모든 언 

어현상을 완전히 절대적인 분류와 체계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다(적 어도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사는 한) 김영희(1978)가 지적했듯이 언어의 세가지 기능 즉 관념적 기능 (idea

tional function). 교류적 기 능(interpersonal function) 및 문맥 적 기 능(textual function) 

은 이론적으로 각각 분리되어야 하고， 또 문장구조에서 분리， 실현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로는 서 로 복합되 어 나다나는 것 이 일 반적 이 라든지 • ]espersen(1924) 이 주어 를 심 리 적 주어 

또는 논리적 주어와 운법적 주어로 양분해야 한다는 등의 사실들이 언어가 얼마나 복합적 

이고 다양한 것인가를 말해 준다. 우리는 어떤 체계가 모든 것을 완전히 설명하고 규영해 

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으니 그것은 Givón (l979) 이 말했듯이 언어현상을 완전히 이해한 

다는 것은 인간세상을 모두 이해했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를 잘 설명해 주는 운법체계를 세울 필요가 있￡며 우리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는 {는} 괴 {가}에 대하여 몇가지 가설을 세워보고 설명을 해보았다. 그 가설 

파 설명이 국어의 주제화외 주어에 대한， 또는 조시 {는} 과 {가}에 대한 문제해결의 실미

리는 제공했다고 본다 

더 연구해 볼 과제는. (1) 주제가 {는} 으로 표시되는 경우와 {가}로 표시되는 경우의 비 

율， 또한 ‘도’와 ‘만’으로 표시되는 경우와 이른비· 대격， 여격， 치격， 도구격들이 주제화 

로 되는 비율 등을 text 에서니 당화에서 분석하여 통계를 내 보는 것과. (2) 왜 구미어의 

원초형 언어도 주제-평언 구조였고 어순도 sov 었는데 변하게 되었는가. (3) 국어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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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lj-평 언 구조요 어순도 SOV 이나 구미 어 는 주어 -술이 구조ν | 현저 한 언어 이고 어순도 SVO 

로 변했다면， 동양인의 서열씌이고 송적인 의식구조와 우주와 릭-기와 시회와 가정안에 있 

는 ‘나’리는 존재파악과 서양의 기계적이고 횡적이고 ‘나’ 라는 촌지1 기 있고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존재한다는 서양인들의 시-고체계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또한 Sapir

Whorf 가 가설을 세웠듯이 언어구조가 시-고의 구조에 얼마마한 영향을 미치는지 역으꼬 

사고의 구조기 언어의 구조에 얼마마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류학적 이고 심리학적이고 언어 

꽉적인 (미교띤어학， 공시적 통시적 고칠 동) 연구가 녀 있어야만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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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ntrastive Analysis of Korean Postpositions ‘ -nun ’ and ‘ -ka’ 

Soo. Y oung Choi 

Many studies have been done for the particle ‘-ka’ and ‘-nun. ’ However, there still 

is great confusion in the usage of the two particles. Such confusion has arisen because 

the generative transformational studies of Korean have erroneously been unde1' signifi

cant influence f1'om works of English. This paper argues that the basic Ko1'ean sentence 

st1'ucture is the topic- comment contra1'y to the English subject-p1'edicate, and the 

subject-predicate is a st1'uctu1'e belonging to the comment. The pa1'ticle ‘-nun’ indicates 

contrastiveness and ‘-ka’ indicates exclusiveness semantically. ‘-nun’ indicates unma1'ked 

topic for the leftmost NP and marked subject at the middle of a sentence; and ‘-ka’ 

indicates ma1'ked topic for the leftmost NP and marked subject at the middle of a 

sentence. Markedness of the NP is dependent upon stress and / or newness of the infor

mation also. 

The natural Korean sentence structu1'e is topic+ (nun) +subject 十 (ka) +p1'edicate. 

The reverse order of ‘-nun’ and ‘-ka’ 0 1' the 1'epetition of the same particle fo1' both 

the topic and subject manifests some markedness of the NP. lt fu1'ther argues that 

topic-prominence in Korean contrasts with subject-prominence in English, and multiple 

topic constructìons in Korean are reflections of the vertical thought patterns into the 

structure of Korea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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