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의 성격파 그 생략 현상에 대한 

한 기술 방법 

권 재 

1. 문제의 제기 

일 

국어에 있어서 격조사는 반드시 격의 기능， 즉 문법적 관념만을 실현하는 

것아 아니라， 어휘척 관념을 실현하기도 한다. 우선 조사 f-을」의 경우를살 

펴보기로 하겠다. f一올」은 일반적으로 목적격을 실현하는 격조사이지만， 여 

러 논의에 의하면 목적격 이외의 다른 기능도 수행한다. 신현숙(1982)에서 

의 논의에 따르면， “문법 수준에서 격만을 나타내 주는 표지일 뿐만 아니라， 

화용 수준에서의 의미가 있는데 ‘주의 집중’이 그 기본 의미”라고 하고 

있다. 

(1) 가. 철수는 과일-q， 먹었다. 

나. 철수는 과일-을 먹 었다. 

다. 철수는 과일-은 먹 었다. 

신현숙(1982)에서의 논의에 따르면， 문장 (1)은 r q, : 을」의 대 랩을 통해 

f-을」이 가지는 의미를 “청자의 영역에 새로 도업하거나 대조에 초첨을 맞 

추거나， 화제의 초점을 전하기 위해 ‘주의 집중’이 필요함’이라고 논의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의 F을」은 목적격의 실현이라는 문법적 관념뿐만 아 

니라 어휘적 관녕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문법적 관념도 실현하고 어휘적 관념도 실현하는， r-을」 

과 같은 격조사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주어진 대상， 특히 언어 사실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는 

방법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것에는， 첫째 양분적 방볍에 의한 것과， 둘째 

청도적 방법에 의한 것이 있을 수 았다. 

언어 사실을 체계화하여 기술하는 데 있어서 R. Jakobson의 양분적 방법 

이 도입된 이래， 이 방법은 여러 언어 현상과 그 규칙의 기술을 대단히 간 

결하게 일반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양분적 방법에 의한 

기술은 언간의 사고를 일정한 법위와 틀 안에 묶어 두고 있￡며， 째로는 언 

어 현상의 기술을 필요없이 복잡하고 까다롭게 만든 결과를 가져 오기도 했 

129 



130 語學땀f究 第25卷 第 1 號

었다(김차균 1978 : 207). 따과서 언어 현상을 체계화하여 기술하는 데에는 
양분적 방법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정도적 방법에 의한 기술이 더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겠다. 

이 글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위에서 제기한 조사의 기술에 있어서 ‘정 

도성’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서， 정도성에 의한 기술이 양분성에 의한 기술 

보다 더 타당성이 있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먼저 언어 현장 기술에 있어서의 정도성의 개념에 

대해 규명하고 나서， 현대국어에서 격조사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청도성 

의 개념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조사가 가지는 

운법척인 성격과 어휘적인 정격을， 갱도정으로 파악하는 것이 조사 기술과， 

그리고 조사의 생략 현상의 기술에셔 훨씬 더 타당성이 있음을 보임으로써， 

이 글의 논의가 문법 기술에서 타당성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 

고자한다. 

2. 언어 기훌과 정도성의 문제 

주어진 현장은 항상 양극의 두 가치로만 규제할 수는 없고， 정도의 차이 

로 연결된 연속척 현상이 고려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언어 표현도 양극의 

두 가치로만 규제할 수 없고， 항상 개념과 개냄과의 갱도의 차이로 연결펀 

연속적 현상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어떤 현상이든， 생각이든， 언어 표현이 

든 ‘두-가치 논리’로만 해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치 논리’로셔 해명될 

수 있다고하겠다. 

운장의 문법성의 논의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문장을 통 

사척인 척철성을 가지는 문법적인 문장과 통사적인 적절성을 가지지 못하는 

벼운법적인 문장으로만 규제한다면， 문장의 문법성을 충실히 해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음 문장들의 문법성은 문법척인 운장， 비운법적인 문장， 두-가치로만 

규제할 수 없고， 그 가운데 청도의 차이로서 통사척인 적철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장석진 (1975)에서 인용하고 있는， 영어 부사의 전치화에 관한 문법성의 

위계가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2) 가. Tomorrow 1’11 leave. 

나. It’s possible that tomorrow 1’ 11 leave. 

다. 1 think that tomorrow 1’11 be on that plane. 

라. 1 know that tomorrow 1’11 be on that plane. 

마. ?I rea1ize that tomorrow you’ 11 be in Honolu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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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싹I found out that tomorrow Sam will be in Honolulu. 

사. *I’m surprised that tomorrow there will be a riot. 

아. *I regret that tomorrow there will be a riot. 

자. 훌The fact that tomorrow there will be a riot is disturbing. 

차. 했The man who tomorrow John will see is a bigwig. 

문장 (2)에서 보면 문법성은 두-가치로만 규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 

??, 션， 훌 (심지어는 용*) 등의 부호를 써서 그 적철성의 정도플 표시하고 있다. 

다음은 현대국어의 약속문 구성에 관한 문장이다. 

(3) 가. 내 가 책 을 꼭 사 주마. 

나. 내가책을꼭사줄게. 

(4) 가. 책을 꼭 사 준다고 약속한 나 

나. ?책을 꼭 사 주마고 약속한 나 

다.훌책을 꼭 사 줄게고 약속한 나 

현대국어에서 약속문 어미 í-으마J ， í-을게」에 의한 약속문이 상위문에 

내포될 때에， 가장 통사적으로 적절성을 가지는 것은 운장 (4가)와 같이 

r-다」로 내포되는 경우이고， r-을게」에 의해셔는 통사척으로 척철성을 가지 

지 못한다(문장 (4다)의 경 우). 그러 나 r-으마」에 의 한 경 우는 운장 (4나) 

의 경우와 같이， 어느 정도는 적철성을 가진다. 따라서 약속문이 내포될 예 

의 통사적인 적절성은 문법적인 문장과 비문법적언 문장이라는 두-가치로만 

규제할 수는 없고， r-다J > í-으마J > r-을게」와 같은， 정도의 단계로 파 
악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기술 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음운흔 연구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드러난다. 국어의 많은 음운 현 

상들이 양분 자질에 의해서는 설명이 초장하거나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한 

것이， 청도 자질에 의해서는 매우 간결하고도 척절하게 풀리었다. 아래의 

자료 (5)와， 이의 음운론적 대랩을 설명하는 데에 펄요한 양분 자질 (6)과， 

정 도 자철 (여 커 서 는 울렴 도의 정 도) (7)을 비 교해 보자(김 차균 1978:208-9). 

(5) t\, \, d3, 3, 31, Á, y , i, e, ê 

(6) 자음성， 모옴성， 연속성， 비음성， 유정성， 고설성， 저설성 

(7) 10 , 20 , ... , 10。

위에서 (5)의 10개의 음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6)에서는 7개의 자질， 그 

리고 +, -를 고려하면 14개의 자질이 필요한 셈이고， (7)에서는 10개의 자 

질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 된다. 결국 정도 자질은 양분 자질보다 적은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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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언어 현상을 설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말로막은 하나 이상의 음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게 되 

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서 정도 자질에 의한 기술이 더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도 자질은 같은 성질의 정도에 의한 자질이며， 양분 

자질은 정 도 자질의 특수한 예에 지 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위에서와 같이， 문장의 문법성(통사적 적절성)의 기술과 음운 현상의 기 

술의 두 경우를 검토해 볼 때， 언어 현상의 기술에서 또는 그 현상의 해명 

에서， 양극의 두-가치 논리만이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두-가치 논 

리는 물흔 논리적인 간결성은 있으되， 그 현상을 죄다 빠짐없이 파악하기란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를 인정하는 여러-가치 논리는 언뭇 산 

만해 보이고 논리가 약해 보일지 모료지만， 그 현상을 죄다 빠짐없이 파악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타당한 껴슐 방법이 될 것이다. 

3. 조사의 성격 

형태소， 형태론적 구성， 통사흔적 구성이 실현하는 관념은 문법적 관념 

이거나 어휘적 관념이다. 문장 (8)의 r-었-다」는 문법적 관념을 나타내고， 

「먹 -J은 어휘적 관녕을 나타낸다. 

(8)=(1나) 철수는 과일을 먹었다. 

위 문장에서 r-었-다」라는 형태론적 구성으로써， r-었-J에 의해서 시제법 

의 관념이， r-다」에 의해서 서법의 관념이 실현되어 었다. 물론 이와 같은 

문법적인 관념은 형태론적 구성으로뿐만 아니라 통사론적 구성으로도 질현 

된다. 

(9) 철수는 과일을 먹-고 있-다. 

통사흔적 구성 r-고 있-J에 의해 ‘진행’이라는 시제법이 실현되어 었다. 이 

와 같이 운법적 관념은 형태론적 구성으로도， 또는 통사론적 구성으로도 실 

현될 수 있는데，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어휘적， 파생척， 음운적 방법에 의 

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는 물흔 다른 실현 방법에 의 

해서보다는 주로 형태폰적 구성에 의해 실현되는 특정을 가진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 문법적 관념과 어휘적 관념을 칼라 세우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예를 들어 현대국어의 ‘사동’， ‘피동’， ‘강조’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파생법에 의해 실현되는 「먹다 : 먹-이-다J ， r먹다 : 먹-히-다J. r깨 

다 : 깨-뜨리-다」 둥이 그러하다. 

그런데 보다 분명히 문볍적 관념을 설현하는 것은 굴곡 형태소들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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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어에서 굴곡 형태소는 (활용)어마와 조샤이다. 그러나 이들 어미나 초 

사가 반드시 뭄법적 관념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문법적 관념뿐만 아니 

라 어느 정도 어휘적 관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어마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1이 가. 어제 순이는 갔지. 

나. 어제 순이는 갔어. 

(11) 가. 순이는 잘 있지 ? 

나. 순이는 잘 있어 ? (장경희 (1985)에서) 

문장 (10) , (11)에서 f-지」와 f-어」는 모두 서술법， 의문법 둥의 서법이라 

는 문법적 관념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10가)와 (10나)는 서술법이라는 

같은 문법적 관념을 실현하고 있지만， 이들이 실현하는 문장의 의미는 다르 

다. 문장의 의미가 다른 것은 요직 f-지」와 f-어」의 대렵에 의한 것이다. 

장경희(1985)에서의 논의에 의하면 f-지」와 F어」의 어휘적 관념의 대럽은 

‘이미 앓’과 그렇지 않음의 대렵이다. 이와 같이 어미는 근본적으로 문법적 

관념을 실현하는 것이지만 어휘적 관념도 함께 실현하고 있다. 

그러 면 이 제 조사의 경 우를 살펴 보기 로 한다. 다음 문장의 f-가J， f-을J ， 

f-도」 풍은 모두 초샤이 다. 

(12) 가. 철수가 과일을 먹 었다. 

나. 철수도 과일을 먹 었다. 

문장 (127})의 격조사 F가」는 선행하는 명사가 문장 전체의 주어 가 되게 

하는 통사적인 기능을 가지며， f-을」은 선행하는 명사가 문장 전체의 목적 

어가 되게 하는 통사적인 기능을 가진다. 즉 격의 기능이라는 문법적 관념 

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문장 (12나)의 보조조사 F도」는 ‘역시’라는 어 

휘적 관념을 실현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조사가 실현하는 관념은， 통사적인 기능을 가지는 문법 

적 관념과， 어휘적인 기능을 가지는 어휘적 관념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조사는 격조사가 문법적 관념을， 보조조사가 어휘적 관념을 대체로 실현하 

는 것￡로 볼 수 있다. 격조사는， 위에서 본 f-가」나 F을」 처렴， 서술어에 

대하여 선행하는 명사의 지위플 규정해 주는 격의 기능이라는 문법적 관념 

을 가진다. 보조조사는 다음과 같이 ‘대조’， ‘역시’， ‘단독’ 등의 어휘적 
관념을 가진다. 

(13) 가. 철수가 이 과일-은 먹 었다. 

나. 철수가 이 과일-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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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수가 이 과일-만 먹었다. 

그런데 격조사의 경우에 반드시 격의 기능， 즉 운법적 관념만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휘적 관념을 실현하기도 한다.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는 

r-을」의 경우가 그러했다. 즉， r-을」은 일반적으로 목적격을 실현하는 격조 

사이지만， ‘주의 집중’， ‘주제화’ 등과 관련해서 F올」의 성격이 논의되어 

왔다. 

(1) 가. 철수는 과일-ø 먹었다. 

냐. 철수는 과일-을 먹 었다. 

다. 철수는 과일-은 먹 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장 (1)에서 rø: 을」의 대 랩을 통하여 F을」 
이 가지는 의미를 청자의 영역에 새로 도업하거나 대조에 초점을 맞추거나， 

화제의 초점을 전하기 위해 ‘주의 집중’이 필요함이라고 논의했다(신현숙 

1982).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의 r-을」은 목적격의 실현이라는 문법적 관념 

뿐만 아니라 어휘적 관념을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즉 문법적 관념도 실현하고 어휘적 관념도 실현하는， 

r-을」과 같은 격조사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가 국어 문법 기울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은 격조사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한 방법은 F을」을 격조사의 

목록에도 두고， 혹은 보조조사의 목록에도 두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F올」의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은 타당성 있는 방법이 되 

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음이의어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 r-을」과 같은 격조사의 성격을 기술하는 데 타당성 있는 방법이 어 

떠해야 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 펼자는， r-을」 자체가 문법적 관념 뿐만 아 

니라 어휘적 관념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기술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로 이 논의의 초점이 되는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은 성격을 제시하 

고자한다. 

(14) 모든 조사는 문법적 관념과 어휘적 관념을 함께 가지고 있다. 다 

만 운법적 관념의 1:11 중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위에 제시한 조사의 성격을 펀이상 도표로 설명하면 다음 (15)와 같다. 

모든 조사들이 AD 선 위에 죽 놓여 있다고 한다면， A점에 있는 조사는 운 

법적 관념의 비중이 매우 높고 어휘적 관념의 비중이 매우 낮은 성격올 가 

졌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 비해 D정에 있는 조사는 문법척 관념의 비중이 

매우 낮고 어휘적 관념의 비중은 매우 높은 성격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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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조사의 정격 

YAI A 

D 

x 
(X축 : 어휘적 관념 Y축 : 문법척 관념) 

주격초사 r-가」와 같은 경우는， 주격을 표시해 주는 기능 즉， 문법척 관념 

의 실현이 거의 전적이기 째문에 A캠에 위치한다면， 보초조사와 같은 경우

는， 어휘척 관념의 실현이 거의 전적이기 때문에 D첨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겠다. 다른 격초사들은 A점과 D점 사이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예 

를 들어 주격조사 r-이 J(r-가J)가 A점에 놓인다면， 앞서 논의한 바 있는 

목적격조사 r-을」은 주격조사보다는 어휘적 관념의 비중이 높아서 B정쯤에 

놓인다고 하겠다. 대체로 문법적 관념의 바중이 높은 순서는 다음과 같다. 

즉 A점에서 D점에 이르는 순서이다. 

(16) 문법적 관념과 어휘척 관념의 비중 순서 

주격>목적격 >관형 격>부샤격 (위 치 격>방펀격 >비 교격) 

이와 같이 조사의 성격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문법적 관념과 어휘적 

관념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 

사를 문법적 관념을 실현하는 것은 격조사로， 어휘적 관념을 실현하는 것 

은 보조조사로， 즉 두-가치로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두 관념의 정도의 차 

이로 파악하여 도표 (15)에서와 같이 AD 선 위에 여러 조사들이 놓여 있 

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성있는 기술이 된다고 본다. 

이와 같이 조사를 문법적 관념과 어휘적 관념의 청도성에 따라 기술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기술에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모든 조사를 일관되게 기술할 수 있다. 격조사와 보조조사를 함께 

기술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조사 서로간의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격조사 r-이」 

(r-가J)와 목적격조사 r-을」 사이의 문법적 관념의 비중이 쉽게 대 "'1 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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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있게 된다. 다른 조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앞에서 논의했던 í-을」의 경우처럼 두 가지의 범주(격조사， 보조조 

사)에 포함시켜 기술해야 하는 난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펀 격조사가 가지는 어휘적 관념에 대해서 앞선 연구의 결과플 토대로 

잘펴 보연 다음과 같다. 주격 조사 í-이 J (í-가J)는 ‘가리 컴 ’ (김 승곤 1988), 

목적격조사 r-을」은 ‘주의집중’ 〔신현숙 1982) , ‘주제화’ (엄홍반 1979), 

관형 격 조사 í-의 」는 ‘소유’ (김 승곤 1988), ‘문제 의 대 상에 대 한 존재 전제 

를 요구함’ (엄홍먼 1981) 둥과 같이 어휘적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 

고 있다. 특히 김송곤(1988)에서는 전적으로 조사는 그 고유의 어휘적 관념 

을 가지고 있는 것￡로 분석하고 있다. 

4. 조사의 생략 

현대국어에서 격은 특청 형태소， 즉 격촉사에 의해 실현된다. 그러나 이 

려한 격조사의 생략은 상황에 따라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다음에서 그 

현상을 볼 수 있다. 

(17) 가. 내가 책을 읽었어. 

나. 철수의 책은 여기에 있어. 

다. 나는 감기로 학교에 못 갔어. 

(18) 가. 나-cþ 책 -cþ 얽었어. 

나. 철수-cþ 책은 여기 -cþ 있어. 

다. 홉나-cþ 감기 -cþ 학교-cþ 못 갔어 • 

그런데 모든 조사가 다 생략이 가농한 것이 아니라， 생략의 정도에는 차 

이가 있다. 그것은 대체로 문법적 관념의 갱도에 비폐한다. 즉 도표 (15)에 

서 A챔 쪽일수록 생 략이 자유롭고， D첨 쪽일수록 생 략이 부자연스렵 다. 그 

근거는 당연하다. 문법적 관념은 어느 정도의 통사 구조에 의해 예측될 수 

있다. 주어， 목적어도 그 어순 구조에 의해 예측되며， 관형어도 더욱 더 예 

측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적 관념의 비중이 높은 쪽은 생략이 가능한 

것이다. 

문볍적 관념이 상대척으로 강한 경우에 쉰게 생략되는 예의 전형적인 경 

우가 격조사의 생략 현상이다. 격조사의 생략은 격조사가 생략되더라도 격 

의 표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다른 문볍 수단이 마련되어 있올 때 허용되 

는 것이다. 그 수단은 문장 안에서의 장대적인 어순인데， 그 어순의 제약이 

문법적 관념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준다. 따라서 문법적 관념의 비중이 높을 

수록 생 략이 쉽게 이루어진다. 도표 (15)에서 A점 쪽의 격조사일수록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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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유롭다. 따라서 현대국어의 격조사의 생략 가능성의 정도는 (16)에서 

제시한 순서와 같다. 이것은 국어의 격표지 생략을 본격척S로 다룬 이남순 

(1988)에서의 생 략 가능 순서와 역시 일치하고 있다((19) 참조). 

(19) 이남순(1988)에서의 격표지 생략 가능 순서 

(화제 >) 주격 > 대격 > 처격 > 조격 > 공통격 
그러나 어휘적 관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그 i생략이 자유 

롭지 뭇하거나 불가능하다. 어휘적 관념은 있음과 없음으로 그 의미가 대립 

되기 해문에 그 의미의 대렵을 위해서는 생 략될 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 

어 문장(13)에서 f-는J. f-도J. f-만」이 생 략된다면 ‘대조’， ‘역시’， ‘단 

독’ 등의 어휘적 관념은 전혀 실현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조사의 생략 현상을 검로해 볼 때， 이것 역시 문법적 관념의 

청도의 차이로 해명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운법적 관념과 어휘적 관녕의 정 

도의 차이에 의해서 격조사의 생략 현상을 기술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조사의 기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법 기술에 있어서 정도 

성， 즉 문법적 관념과 어휘척 관념의 정도성에 따라 기술하게 되연， 그렇지 

않았을 경우 보다는 더 타당성이 큰 언어학적인 기술올 할 수 있다. 즉 두

가치 논리보다는 갱도성의 차이로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이 된다는 것 

을 조사의 성격과 조사의 생략 현상을 기술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언어 현상을 체계화하여 기술하는 데에는 양분적 방법보다는 어떤 경우에 

는 청도적 방법에 의한 기술이 더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조사 

와 그 생략 현상에 대한 기술의 한 방법을 제시했다. 

문장의 통사적 적절성인 푼법성의 기술에서나 음운 현상의 기술에서 두

가치 논리보다는 여러-가치 논리가 더 타당성이 있음을 바탕￡로， 현대국어 

의 조사의 성격도 운법적 관념과 어휘적 관념의 갱도성에 의하여 파악하고 

자했다. 

모든 조사는 운법적 관념과 어휘척 관념을 함께 가지고 있다. 다만 운법 

척 관념의 비중에는 청도의 차이가 있을 따륨이다〔도표 (15) 참조)라고 조 

사의 성격을 기솔함으로써， 첫째 모든 조사를 일관되게 기술할 수 있었으 

며， 둘째 조사 서로 간의 관체를 쉽게 알 수 있었으며， 셋째 하나의 조사를 

두 가지의 뱀주(격조사， 보조조사)에 포함시켜 기출해야 하는 난첨을 해결 

할 수 있었다. 

문법적 관념과 어휘적 관념의 비중 순서는， 주격 >목적격 >관형격 >부 



138 語學lÞf究 第25卷 第 1 號

사격 (위치격 > 방펀격 > 비교격)인데， 이것은 조사의 생 략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조사의 생 략 현상은 문법적 관념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조사의 생략 현상은 문법적 관념의 비중에 의 

존하고 있다고 하겠다. 조사의 생략 현상에 대한 기술도 역시 청도정에 의 

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언어 현상의 커술에 있어서 정도성， 즉 운법적 관 

녕과 어휘적 관념의 정도성에 따라 키술하는 것이 의미었는 언어학적 기술 

을 열을 수 있다는 사실을， 조사의 성격과 그 생 략 현상을 파악하는 데에서 

확인했다고본다. 

한펀 조사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문법 기술에서의 정도성의 문제를 살 

펴본 이 논의는， 다른 문법 현상의 경우도 검충하고 나면， 문볍 기술의 한 

방법으로 타당쟁을 높이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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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ethod of Description for the Case-markers and 

their Deletion in Korean 

Kwon, Jae-il 

In some cases of linguistic description, degree analysis can be more 

appropriate than binary one_ This paper offers an example arguing for the 

above statement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behavior of case-markers 

and their deletion in Korean_ 

Any case-marker is bound in principle to have grammatical conception 

together with its lexical conception. Apparent differences in their deletabil

ity are reduced to the relative weight, which varies for each case-marker 

only with respect to the degree, between the two conceptions contained in 

a certain case-marker. 

Research for the weight of the grammatical conception renders the 

following scale of weight order for Korean case-markers: subjective (case

marker) >objective >possessive > locative > instrumental >comparative. 

In the final analysis, a conclusion was reached that the deletion of case

markers depends upon the degree of grammatical conception, and its 

permissibility is in direct proportion to the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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