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와 “화제” 
- 기존 화제개념에 대한 재고 -

。l 인 영 

1. 서 론 

프라그학파의 기능문창투시 법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이 출벙 

한 이래 문장은 문법적， 의미적 구조로서 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의 맥락적 조칙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화제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주로 

화제가 주어와 어떻게 다르며 화제가 어떻게 문장의 필수요소를 형성하는 

가를 업중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러나 화제에 대한 연구에서 맥락이 

충요성을 띠게 되면서 점차 화제의 담화적 기능이 부각되었고 이에 대한 다 

양한 화용적 접근들이 시도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접근들에서 화제는 주 

로 텍스트의 내용， 혹은 발화참여자들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진다 화제를 

담화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이론 (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 

나 화제는 한 발화와 다음 발화 간의 담화적 연결의 문제일 뿐 아니라 통시 

에 하나의 독립된 발화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2 

영어권의 대부분의 기존 이론들은 “ As for our daughters, we are proud of 

them."에서 화제를 as for와 함께 나오는 “ our daughters"로 간주한다. 그러 

나 그렇다면 “ As for our daughters, them we are proud of."의 경우에도 화 

제는 통일하게 “our daughters"이므로 이 두 발화 간의 차이를 보이기가 곤 

란해진다 3 두 개의 화제를 안정하여 이 두 발화가 두번째 화제에서 차이나 

1 천자의 예로는 Dijk (1981)의 텍스트문법， 후자의 예로는 Brown and Yule 
(1983) 의 담화분석이론， Carlson (1983) 의 대화게임이론을 보라. 
2화제가 완전히 담화차원에 국한된 문제 임을 주장하는 견해의 예틀로 Keenan 

and Schiffelin (1976) , Hanny (1985)를 보라. 
앞으로 본 논문에서 문장은 문법척 단위체로， 발화는 커뮤니케이션 단위체로， 

그리고 담화는 둘 이상의 발화의 일관성있는 연결체라는 의미로 사용될 것이다. 

화제에 관한 거개의 저술들은 운장과 발화 간의 엄격한 구분없이 문장을 발화의 

의미로도 사용하고 었다. 

3또 다른 예로， “ As for the girl, she was deceived by John."과 “ As for the girl, 
John deceived her."롤 비교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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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척어도 두 화제가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 속하는 

것들임을 인청하지 않올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 논 

문은 기존의 화제개념을 두 차원으로 분리시격 보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 

고자 한다. 기존의 화제이론들에 대한 검토는 여러 저술들에서 이미 상세히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필요시에 한해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만을 할 예정이다. 대신， 두 화제차원의 독립척 존재에 대한 논충을 위 

해 화측전위와 “화제화”를 비교적 상세히 고찰해보고자 한다. 보편척 이론 

에 대한 예중은 우리말과 영어， 그리고 러시아어에서 자유롭게 선돼될 것이 

다 4 그러나 구체척으로 확측전위의 문제를 다루는 4장에서는 러시아 구어 

가 주대상이 될 것이며 그 자료로는 Zemskaja i Kapanadze (1978, 앞으로 

는 Z로 표기)의 구어자료집이 활용될 것이다. 

2. 대하여성과 주어짐성 

거시적으로 볼 때 기존의 화제에 대한 논의는 대하여성과 주어짐성이라 

는 두 개의 큰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말할 수 었다. 화제를 “문장 

이 그컷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Nilsson 1982: 3) , 혹은 “우리가 그것에 

대해 말하는 객체" (Dik 1989: 264)로 정의하는 경우가 대하여성에 의거한 

전형척 예라면， 한정성 (이정민 1992)이나 전제 (Kiefer 1976) 에 의한 정의 

들은 주어짐성에 근거한 예라고 할 수 있다 5 화제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 

이 결국 이 두 자질 충 어느 것이 화제의 청의로서 좀더 타당한가라는 문제 

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것들이 과연 화제를 정의하는데 합당한 기준인 

가라는 근본척인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직관적 

으로도 이 두 자질은 화제를 정의하는데 있어 불가피한 요소인 것으로 보인 

다. 문제는 이 자질들이 대단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서 동일한 용 

어가 사용되더라도 전혀 다른 것을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데 있다. 어 

떠한 유형의 흔통이 존재하며 그러한 흔통이 왜 발생하는가를 살펴 보는 것 

은 좀더 바랑직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 여 

겨진다. 

4 러시아어 예푼의 경우 축어척 번역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문법척 
요사와 함께 영어로 번역올 달고 그렇지 않율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번역 
융 탈겠다. 또한， 예문의 표기에 있어 특별히 강조척 강세를 갖는 경우는 대문자 
로 표기하여 식별토록 하겠다. 

5 때로는 대하여성과 주어짐성 툴 다를 핵하는 절충척 입장이 취해지기도 한다. 
Gundel (1977) , Kiefer (1976) 퉁융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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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하여성에 대하여 

대하여성이 논자에 따라 얼마나 상이하게 이해되어지는가 하는 사실은 

다음 (1 )-(4)의 예들로써 쉽게 드러난다. 

(1) a. A girl broke a vase. 

b. An unknown man has asked him the way to the railway station. 

Firbas (1966: 255)는 예 (1a)가 “a girl"에 대한 것이며 이 성분이 가장 

낮은 통보기능량 (Communicative Dynamism, 이후 CD로 표기)을 띠므로 

화제에 해당한다고 본다 6 반면， Gundel (1977: 32)은 *“As for a girl, she 

broke a vase."가 곤란하므로 이 발화는 “ a girl"에 대한 것이 아니며 따라 

서 “ a girl"이 화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예 (1b)의 경우에도 Firbas 

(1974: 23-24)는 이 발화가 “ an unknown man" 0꺼 대한 것이라는 점을 들 

어 화제를 “알려진 컷 (known)"으로 본 Mathesius의 견해에 반대한다. 

(2) Mr. Morgan is a careful researcher and a knowledgeable semiticist, but 

his originality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Reinhart 1981: 54) 

예 (2)는 Mr. Morgan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그의 학자척 능력의 범용함에 

대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한 발화는 어떤 개체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 명 

제에 대한 것인가? Dik (1989)을 비롯한 기능문법학파나 Gundel (1977) 

등은 화제를 개체로 간주하는 반면， DiJk (1981), Dahl (1 976) , Keenan and 

Schiffelin (1 976) 등은 그것을 명제로 간주한다. 

(3) As for John, he deceived the girl. 

화제를 일단 개체로 간주한다치고 예 (1a)가 “ a girl"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은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 a vase”에 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은 

가? Blok (1991: 152)은 예 (3)이 비단 “John"에 대한 것얼 뿐 아니라 

“ the girl"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 

(4) Eva awoke at five 0’clock that morning. Today she had to start with 

her new job in Prague. She hurriedly took a shower and had some 

breakfast. The train would leave at 6:15 and she did not want to 

come late the first day. She was too nervous to read the newspaper 

in the train ...... (Dijk 1981: 178) 

6후에 Firbas (1992)는 대하여성이 화제의 통기가 아니라 그 결과이며， CD가 가 
창 낮은 요소가 해석척 차원에서의 출발정을 이루지만 그것이 선형척 차원에서의 

출발점과 통일하지는 않음올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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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화는 그 발화가 지칭하는 개체냐 명제에 대한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 

이 속해있는 담화텍스트의 내용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예 (4)에서 

“ The train"으로 시작되는 발화는 기차 혹은 기차의 출발에 대한 것이지만 

좀더 넓은 담화차원에서는 Eva 혹은 Eva의 첫 출근에 대한 것이다. 나아가 

서， 이보다 좀더 넓은 담화차원에서는 무엇에 대하여인가가 또 다르게 보아 

질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네 가지 혼동의 예들은 대하여성이 누구의 관점에서， 

우엇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지시체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담화 

차원에서 보아지는가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어질 수 있음올 보여준다. 그러 

연 이러한 혼통들은 어떻게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 

첫째， 누구의 관점에서 본 대하여인가? 

예 (1a)가 “ a girl"에 대한 것 인가 아닌가는 화자와 청자 중 누구의 관점 

에서 보아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화자가 이 발화를 할 때 그의 의식 속에 

는 그가 본 한 륙정한 소녀 “ a girl"에 대한 파일이 만틀어지고 활성화된다. 

물론 이 파일은 이미 내장된 안정된 파일들처럼 내용적으로 충실한 파일은 

아니지만 일단 파일이 형성되었으므로 그는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있다. 그 

러나 청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가 “ a girl"을 들었을 때 그의 의식 속에는 

이것에 상응시킬 어떤 파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 위의 

발화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로만 이루어진 것이며 “ a girl"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1a) 의 “ a girl"을 화제로 보는 견해가 근본적으로 화자의 

업창에 셔 었다면， 그것을 화제로 보지 않는 경우는 청자척 관정올 취한 경 

우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의 장르유형도 관점 선택에 영향을 미철 수 있 

다. 대체로， 구어텍스트에 대한 분석에서는 화자척 관점이， 문어텍스트에 대 

한 분석에서는 청자척 관점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7 그러나 실상 어떤 
유형의 담화텍스트이건 청자척 업장과 화자척 입장은 동시에 고려되어져야 

한다. 화자의 궁극척 목표는 청자가 화자의 발화를 가능한 한 화자의 의도 

에 가깝게 이해하도록 이끄는데 었으므로 화자가 화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청자의 입장에 셔서 보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그러나 화자가 청자의 입장 

율 취한다고 해서 근본척으로 청자와 화자의 업장이 통일할 수는 없다. 청 

자는 주어진 것율 가지고 화자의 의도롤 재구해 내어야 하는 반면， 화자는 

앞으로 무엇융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하고 구상하여야 한다. 청자 

는 과거를， 화자는 미래롤 다룬다. 따라서 청자가 채구해내는 화자， 소위 

“내포된 작가 (implied author)"는 진청한 화자， Bakhtin (1986a: 109) 이 

7 Brown and Yule (1983)의 “화자의 화제 (8야aker’8 topic')"와 Dijk (1981)의 
“담화 화제 (discourse topic)"를 비교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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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순수한 작가 (cistyj avtor)'’와 동일하지 않다. 진청한 화자는 청자 

의 입장에서 재구될 내포된 화자를 계산에 넣을 뿐 아니라 청자를 자신이 

의도한 바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기 고유의 연출기법을 고안해낸다. 화 

자가 청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담화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 여태껏의 담화 

내에서 주어진 것들이 중요성을 띠게 된다. (이것들은 청자의 추론을 통해 

구조척으로 발훼， 정리되어진다.) 그러나 화자의 고려는 여기서 끝나지 않 

는다. 그에게는 또한 앞A로의 발화를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아직 미처 말해지지 않은 것에 관한 한 청자의 역할은 축소되는 반변 화자 

고유의 역할은 확대된다. 여기서는 위계적 연결보다 선형척 연결이 부각된 

다. 즉， 무엇을 발화의 기점으로， 출발점으로 할 것인가에 화자의 관심이 집 

중된다. 화자와 청자의 입창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변 화제 개념도 화자척 

관점과 청자척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파악되는 것이 화제에 대한 좀더 현실척 

언 이해일 것이다. 

툴째， 개체에 대하여인가， 명제에 대하여인가? 

X라는 명칭과 Y라는 내용을 갖는 파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파일이 “ X 
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 파일이 “XY에 대한 것”이라고 말하 

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는 개체에 대한 것이 될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명 

제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화제에 있어서도 그것이 무조건 개체 

적 대하여성을 갖는가， 명제적 대하여성을 갖는가라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닐 수 있을 것이다. 화제가 담화 내 이전 발화들과의 관계의 문제일 경우 

에는 명제적 대하여성 쪽으로， 화제가 한 발화 내에서의 문제일 경우에는 

개체적 대하여성 쪽으로 경향성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담화차원에 역점을 

두는 논저들이 화제를 명제로 취급하는 것에 반해， 문장차원척 저술들은 화 

제를 개체로서 다루고 있는 학계의 경향은 。1 러한 사실을 간접척으로 뒷받 

침해준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담화차원에서는 명제의 일부로서 명제의 핵 

심을 형성하는 개체가 그 명제를 대신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쉬운 예로， 어 

떤 텍스트를 주고 요점을 말하라고 할 경우 명체적 형태가 취해지지만， 그 

텍스트에 제목을 붙여보라고 할 때에는 명제의 핵심이 되는 개체가 선돼되 

는 경우가 허다하다 8 

셋째， 어떤 지시체에 대하여인가? 

화제를 대하여성에 의거해 정의하는 학자들의 대부분은 “ as for/대하여/ 

na항et (혹은 δto kasaetsja)"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올 화제의 시금석으로 

8 01 때 명제와 개체롤 구별하기 위해서 Carlson (1983)은 각기 dialog topic과 di
alog subject라는 용어롤. Brown and Yule (1983)은 topic과 topic entity라는 용어 
를 사용한다. 후에 필자가 사용할 “주제”와 “주제물”이라는 용어들도 이러한 구벌 
을 염두에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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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는다. 즉， “ as for"가 가능하면 그것이 곧 화제라는 것이다. 이 기준의 문 

제점에 대한 논의는 차후로 미루고 우선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 (3)의 경우 

좀더 넓은 담화차원에서는 그것이 “ John" 뿐만 아니라 “ the girl"에 대한 

것일 수도 었다는 사실은 대하여성에 의거한 정의의 문제점올 드러내 보인 

다. 즉， 대하여성은 화제를 내포하지만 그 역은 참이 아니므로 대하여성이 

화제의 청의가 될 수 없다. 예 (3) 이 우선적으로 “John"에 대한 것으로 해 

석되어지는 것은 다분히 “ as for"의 어휘척 의미에 기언한 것이다. 또한， 담 

화척 맥락없이 “ John deceived the girl."이라는 문장이 주어졌올 때 그것이 

“John"에 대한 것으로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가장 빈번한 것은 특별한 경우 

가 아닌 한 주어가 화제로 작용할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일 뿐이다. 만약 

“John"에 강조강세가 떨어져 “ JOHN deceived the girl."이 된다면 “ the 

girl"에 대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화제를 대하여성에 의거해 정의하려면 한 문장/발화만을 고려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그것이 내포된 담화차원에서 보아져야 할 것임을 증거한다. 

넷째， 어떤 담화차원에서의 대하여인가? 

예 (4)에서 “ The train ... "으로 시작되는 발화가 그것 자체만으로는 기차 

혹은 기차의 출발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좀더 큰 담화차원에서는 

Eva 혹은 Eva의 출근을 함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담화 내에 위계적으로 여 

러 차원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담화차원들을 대체로 총체적 (global), 지역 

적 (zonal), 국부적 (local) 차원으로 나누어 본다면 (Sandulescu 1976을 보 

라)， 위의 발화는 국부적으로는 기차에 대한 것이지만 척어도 지역적으로는 

Eva나 Eva의 첫 출근에 대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느 담화차원에서 보는가에 따라 무엇에 대하여인가가 달라진다는 사실 

은 다음 예로도 업중된다. “X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am going to 

talk about X.)"와 같은 발화로 시작되는 담화를 생각해보자. Reinhart 

(1 981: 64-65)는 화제에 대한 테스트로 “about"를 붙여볼 것을 제안하는데 

그렇다면 X는 그녀가 말하는 운장화제가 된다. 과연 그러한가? 위 발화는 

총체척 차원에서의 “대하여”를 미리 제시하는 일종의 메타진술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발화들에서 X가 화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분명 

하지만 이 발화 자체는 X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 

은 “대하여”를 붙여보는 테스트의 문제점올 드러내 보여준다. 담화의 총체 

척 혹은 지역척 차원과 발화와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연 

구도 아직 미미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는 일단 국부적 차원을 주로 다루게 

훨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소위 화제라 불리우는 것이 담화의 모든 

차원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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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어집성에 대하여 

대하여성과 더불어 화제의 청의에 가창 많이 풍장하는 것이 주어짐성이 

다. 주어짐성과 대하여성은 상호배타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상보척 관계에 놓 

여 었다. 무엇이 주어졌다함은 그것에 대해 언급할 수 있음올 뭇하기 때문 

이다(At1as 1988: 380-383, 389를 보라). 문제는 한 발화 속에는 주어지고， 

전제되고， 한청척언 것이 여렷 었올 수 있지만 그것들이 전부 화제를 구성 

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었다. 예컨대， “존은 메리에게 그것을 주었다"에서 

“존”과 “메리”， “그것”이라는 셰 지시체 모두가 주어진 것이지만 모든 지 

시체롤 화제로 보는 것은， 혹은 적어도 통일한 정도로 화제라고 보는 것은 

무의미하다. Reinhart (1981: 92)는 “ Who did Felix praise?"라는 질문에 대 

하여 “ Felix praised HIMSELF."라는 탑이 나올 때 “himself"는 “Felix"와 

통지시적이므로 명백히 주어진 것이지만 화제가 아니라 초점이라는 점올 

틀어 화제를 주어짐성에 의거해 정의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주어침성 

이라는 개념을 지시체에 관한 것과 뉴스로서의 가치에 관한 것이라는 두 차 

원으로 분리시켜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비교적 간단히 해결될 수 있다 

(Allerton 1978: 149를 보라).9 즉， 위의 예의 “himself"는 지시체로서는 이 

미 주어진 것이지만 뉴스가치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것이므로 초점에 해당 

한다. 

그러나 주어짐성을 두 차원으로 분리시켜 생각한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첫째， 화제를 주어진 것￡로 파악하는 대부분의 이 

론들은 주어짐성을 청자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데 위에서 보았듯이 화자가 

청자의 업장을 취하는 것은 화자의 화행계획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다. 

둘째， 이미 잘 얄려진 바와 같이， 주어짐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학자들에 따 

라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Halliday (1 976)의 “파생가능성 

(derivability) "이나 Kuno (1 972)의 “예측성 (predictability)", Chafe (1976) 

의 “의식 속에서의 활성화"， Clark and Haviland (1977)의 “공유지식”과 같 

은 다양한 정의를 보라. 주어짐성과 새로움성 간의 이분법척 사고에 대한 

극복안으로 Prince (1979)는 그 중간을 차지하는 “추론가능함 (Înf erable) " 

을 제시하기도 하고， Gundel, Hedberg and Zacharski (1993)는 여섯 단계에 

걸친 다양한 정도를 제안하기도 한다 10 그렇다면 주어짐성올 어떤 차원에 

9 이와 유사하게， Gundel (Intemational Conference at Seoul, 1995)도 주어짐성울 
지시척 차훨과 관계척 차원으로 분리시켜 화제는 후자 차원의 문제인 것으로 보고 
았다. 

10 Prince는 “추어짐， 추론가놓함， 사용되지 않은 새로움， 완전히 새로움”으로 분 
류하며， Gundel, Hedberg and Zacharski는 “초점받음， 활성화펌， 익숙함， 독자척 
정체 파악가능함， 지시척임， 유형 파악 가능함”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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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어떤 의미로，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해서 칙관척으로 명백히 존재하는 주어짐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이 다양한 정의들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다기 보다 각기 나름대로 화제와 관련된 다양한 일면들을 보여준다. 이 

러한 점에서 이들에 대해서는 택일척 선택보다는 통합적 접근이 좀더 바람 

직할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를 내에서 위의 정의들은 다음과 같이 통합되어질 수 있다. 우선， 

“파생가능성” 혹은 “예측성”은 청자의 입장에서 담화 내 이전 발화들과의 

텍스트척 혹은 상황적 일관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한편， 이보 

다 훨씬 포괄척 개념언 “공유지식”은 화자가 발화 당시 그 발화와 관련하 

여 청자가 갖고 있다고 상정할 수 있는， 담화 내 이전 발화뿐 아니라 상식 

이나 추론을 비롯한 모든 배경척 지식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담화적 전제 

들을 설명해 준다 11 마지막으로， 장기척 기억 속에서는 이미 청자의 의식 

속에 내장되어 있는 파일일지라도 발화를 듣는 순간 단기적 기억 속에서 일 

단 환기되어 불려나온 것만이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즉， 가장 

협의의 개념인 “의식 속에서의 활성화”는 화제가 비단 담화전제나 담화 내 

。l 전 발화들과만 관계된 것이 아니라 발화 당시의 단기적 기억과도 관련되 

어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 기억 속에서 활성화되는 것과 장기적 기억 속 

에 내장되어 있는 것들을 분리시켜 생각해야 한다는 견해는 비단 청자에게 

뿐 아니라 화자와 관련하여서도 적용될 수 있다 12 화자는 앞으로의 발화를 

연출하기 위해 자신의 기억 속의 여러 파일들 중 어느 하나를 발화 당시 활 

성화시켜 출발점으로 삼는다. 즉， 주어징성에 대한 위의 정의틀은 각기 담 

화 내 이전 발화들과의 일관성， 담화전제， 그리고 앞으로의 발화의 출발점 

이라는 화제 논의에 있어서의 세 핵심적 요소들을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았다. 중요한 청은 기존의 화제 개념이 버단 청자척 입장에서 주어진 것 뿐 

아니라 순수하게 화자의 입창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는 자질도 통시에 

포함하고 었다는 사실이다. 

11 필자는 전쩨의 개념이 (맥락독립척인) 문장차원에서는 무의미하며 단지 담화 
차원에서만 그 가치롤 갖는다는 Wilson (1 975)의 견해에 통조한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 사용되는 “전제”는 완전히 화용척 전제이며 논리척 전체가 아니다. 담화척 

전제와 관련해서 Sandulescu (1976)의 “추상척 연결체 (abstract connector)" 및 
Vennemann (1975)의 “전제 푸울 (presuppositional pool) "율 창고하라. 

12 Chafe 자신은 주어짐성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들이 그러하듯이 청자척 측면으 
로만 국한시키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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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제 ”와 “화제 ” 

기존의 화제개념의 세분화에 대한 주장은 어떻게 보면 그다지 새로운 것 

이라고 할 수 없다. 01 미 Adamec (1966)는 “실제 청보의 출발점이 되는 

주어진， 알려진， 혹은 명백한 문장요소" (20면)인 “기반 (osnova)"과 “그것 

에 대해 말해지는 것" (21 면)인 “주제 (tema)"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Adamec에서는 이들간의 구분이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이에 대 

한 본격척 시도는 프라그학파를 영미학계에 소개하는 데 기여한 Halliday에 

서라고 할 수 있다. 그는 (1976: 179-180) 주어짐성은 “당신이 그컷에 대 

해 말하고 있던 것”인 반면， 주제 (theme)는 “내가 그컷에 대해 말하고 있 

는 것"01라고 규청함으로써 구/신 정보와 화제의 문제를 각기 다른 차원의 

것으로 분리시키고 었다. 일견， 청자의 입장과 화자의 입장을 분리시켜 고 

려한다는 점 에 서 Halliday의 주장은 필자의 견해와 유사한 점 이 있지만 실 

상은 상당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Halliday의 두 차원은 엄격히 각 

각의 표충적 표현수단을 가지고 있어서 신청보는 문장강세에 의해， 주제 

(theme)는 어순에 의해 신호된다. 그의 이러한 대응론은 거의 절대적이어 

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직관적이기조차 하다. 그의 식으로 보자면， WH- 의 

문문의 의문사나 명령문 문두의 동사， 심지어는 문두의 문장부사까지도 주 

제 (theme)가 된다(Gundel 1977: 25를 보라). 둘째， Halliday의 주어진 청 

보는 맥락으로부터 파생가능하다고 화자가 간주하는 것 (1976: 176) 이므로 

비단 화제뿐 아니라 순행대용지시척인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따라서 그에 

게 있어 주어짐성은 화제와 직접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다. 그의 관심은 신 

청보가 어떻게 표충적으로 신호되는가를 보이는 데 있다. 

필자의 견해와 Halliday의 그것 간의 차이점을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는 필자가 주장하는 화제의 두 차원에 대한 좀더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 

A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각 두 차원에 대한 잠정적 정의와 부 

가척 설명을 시도하고 아울러 이들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들과 주어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두 차원은 편의상 각각 “주제 (theme)"와 “화 

제 (topic) "로 명명될 것이며 기존의 관례적 용어와 구별짓기 위해 “ ”를 

붙이도록 하겠다. 

3.1. “주제” 

장청적으로， “주제”는 담화의 이해에 필요한 일관성 ( coherence )올 유지 

하기 위해 담화 내 발화들 간의 의미척 연결을 담당하는 명제로 청의된다. 

“주제”가 없는 담화란 었올 수 없다. 그것은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롤 상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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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는 반드시 담화전제들 중에서 선택되며 그 선택 

의 위계는 유관성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므로 (이야기체와 같은 일 

반척 진술의 경우) 아직 담화전제가 설청되지 않은 첫 발화에서는 진청한 

의미에서 “주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화자 

는 청자의 이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일방척으로 “주제” 혹은 “주제”를 구 

성하는 핵심적 개체인 “주제물”의 후보를 마리 제안하기도 한다(이 점에 

대해서는 4장을 보라). 

“주제”는 다차원척이어서 담화의 총체척， 지역척， 국부적 차원에 따라 그 

명제의 내용이 달라질 뿐 아니라 하나의 발화도 부수척 “주제(플)"을 가질 

수 었다. “주제”가 이렇게 융통척인 것은 그것이 궁극척으로 해석， 이해의 

운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예술텍스트담화의 경우 주관성의 폭은 더욱 커진 

다. “주제”의 일관성이나 지속성 면에서의 안청도 또한 화행장르에 따라 달 

라진다. 예컨대， 참여자들 간의 타협이 매우 중요한 역할올 하는 장르인 회 

화에서는 “주제”의 가변성과 다양성이 매우 높은 반면， 이야기체나 설명척 

글에서는 단일한 “주제”가 버교적 오래 지속되어진다. 단일한 “주제”가 계 

속 이어질 경우 화자는 그것을 표충에 반드시 표현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 

라 그렇게 할 경우 언어의 경제성원칙에도 위배된다. 거꾸로 말하자면， “주 

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즉， “주제”가 바뀐다거나 특별히 강조 

되어야 할 때에만 표충적으로 신호된다(이 점에 대해서는 4장을 보라). 

3.2. “화제” 

장정척으로， “화제”는 화자가 자신의 화행계획상 앞으로의 발화의 심리적 

기점이자 선형적 출발점으로 잡고 의식 속에서 활성화시키는 객체-파일이 

라고 청의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화자가 “화제”를 결청할 때 요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선 담화맥락을 고려해 보자. (서술담화에서) 가장 흔하고 

자연스러운 것은 바로 앞에서 핵심척A로 주어진， 혹은 상황상 직시적언 지 

시체를 “화제”로 잡는 경우이다(예 (20)을 보라).(이때 “화제”는 많은 경 

우 “주제물”과 중복되게 된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Bogustawski (1977: 
147)는 문장발화의 출발점과 주어진 것을 통일시한다. 그러나 담화맥락은 

“화제”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지는 못한다. 통일한 담화맥락에서 통일한 명 

제를 전달하면서도 화자는 그 담화맥락에 대한 자신의 해석， 자신의 의도에 

따라 발화형태를 다양하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음을 비 

교해 보라. 

(5) a. Where did you find these examples? 
- 1 found them in Gun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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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here did you find these examples? 

- These examples 1 found in Gundel. 

통일한 질문에 대한 답이지만 (5a)에서는 “1"가， 그러나 (5b)에서는 “ these 

examples"가 “화제”가 된다. 이상에서 드러나듯이， 통일한 명제가 상야한 

“화제”들을 갖는 다양한 형태의 발화들로 나타날 수 었으며 화자는 자신의 

목척에 따라 여러 가능성들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이 정에서 “화제”는 

맥락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상야한 언어들 

간의 상응관계에서도 드러난다. 다음을 보라. 

(6) a. 누가 뛰고있니? -존이 뛰고 있어. 

b. Who is running? - J ohn is running. 

c. Kto bezit? -Bezit Ivan. 

‘Who is running?’ - ‘Is running- Ivan.’ 

가장 충립적 맥락의 경우， 우리말과 영어에서는 각각 “존" “John"이 “화 

제”로 작용하지만 통일한 질문에 대해 러시아어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는 언 

어에 따라 어순과 강세가 갖는 기능부담량에 차이가 있고 이것이 화자의 

“화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언 것으로 보인다. 이때 우리말이나 영 

어에서는 “화제”로 작용하는 지시체가 맥락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뉴스 

가치 면에서 새로운 정보， 그 중에셔도 가장 중요한 정보인 초점을 구성한다 

는 사실은 “화제”가 반드시 맥락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증거해 준다. 

맥락이 “화제”의 직접적 요인이 아니라면 “화제” 결정의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무엇 인가? 필자의 견해로는 관점 이 업 (empathy) 이 그 답에 가장 근 

접하려라 여겨진다. 화자는 자신이 가장 쉽게 관점을 이입할 수 았는 객체 

를 심리적 기준점A로 삼고 그컷의 관정에서 발화를 이꿀어간다. 일반적으 

로， 물건보다는 사람이， 3인칭보다는 1 인칭이， 생소한 것보다는 낯익은 것 

이， 장기적 기억보다는 단기적 기억 속의 것이 좀더 쉽게 관점이업을 일으 

킬 수 있다(이와 유사한 관점이업의 정도성에 대해서는 Kuno (1976)를 보 

라). 따라서 사람， 1 인청， 낯익은 것， 바로 앞서 활성화된 것이 “화제”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대조나 강조의 필요성과 같이 화자가 륙별한 의도를 

가질 경우 이러한 일반적 위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 (5b)가 그런 경 

우라고 할 수 있다(이 점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4.4.를 보라). 다시 말 

해서， 관점이엽은 “화제” 선택의 얼반적 기준이긴 하지만 관점이업의 일반 

척 정도가 가장 높은 것이 반드시 “화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심리적 기점은 과연 선형적 출발점과 상응하는 개념언가? 일찍이 Gabe

lenz가 문두성올 심리척 주어의 도상척 표상￡로 본 이래， 앞서 언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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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iday도 Trávnicek의 뒤를 이어 문두성을 주제 (theme)의 요건으로 간 

주한다 13 이에 반해， Firbas (1992)는 CD가 가장 낮은 심리척 출발점과 문 

두성 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을 주장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두 주장 모두 

어느 청도씩 옳다고 여겨진다. “심리적 출발점" 01라는 용어가 다분히 모호 

하고 주관척인 것은 사실이나 위에서 언급한 관점이업의 시각에서 어느 정 

도의 객관화는 가능하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보면， (6a)냐 (6b)에서처럼 

CD가 가창 높은 초점이 심리적 출발점이 휠 수도 있으므로 CD가 가장 낮 

은 것이 반드시 심리척 출발점이지는 않다. 한편， 심리척 출발점과 문두성 

올 통일시하는 주장 또한 수정이 필요하다. “화제”는 화자가 관점을 이업시 

킬 수 있는 객체여야 하므로 무조건 표충구조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요소 

와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it-가주어나 there 풍은 문두에 오지만 “화 

제”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화제”가 객체라면 “ Bezit Ivan."에서와 같이 

통사술부가 문두에 오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 경우 “화제” 

를 이루는 객체는 비록 명청은 없으나 “ bezit ‘뛰고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즉， 비한정척이지만 륙정한 파일이고 화자는 그 파일을 Ivan이라는 

명청의 파일과 통일화시킨다(혹은， Ivan이라는 파일에 병합시킨다). 비록 

비한청척이지만 특청한 파일은 실질적무로 객체를 형성하므로 “화제”로 작 

용할 수 있다. 

3.3. “주저1"， “화저1" ， 주어 간의 상관관계 

기존의 대부분의 논의에서 “주제”와 “화제”가 미분화된 하나의 개념으로 

파악되어지고 또한 그것과 주어와의 유사성이 꾸준히 언급되어온 것은 바 

로 이 세 개념이 모두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어를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문장 내에서 술부와 문법적， 의미척 긴밀 

성올 가지면서 술부에 표현된 정황이냐 속성에 대해 낯의 역할을 하는 개체 

요소라고 규청한다면 (Li and Thompson 1976: 464를 창고하라)， 주어 또한 

어떤 개체요소에 대한 것임에 를렴없다. 이상과 갈은 이유로， 화제는 “조숙 

한 주어"(Allerton 1978: 163; Chafe 1976: 51), 혹은 (주어와 통일하지 

않올 경우) “실패한 주어" (Allerton 1978: 163)로 간주되기도 하고， 거꾸 

로， 주어가 “문법화된 화제" (Li and Thompson 1976: 484)로 간주되기도 

한다. 물론， 일반척으로 주어는 무표척 “화제”로， “화제”는 무표척 “주제” 

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 활통차원에 있어서 “주제”와 “화제" 주어는 엄연 

한 차이롤 보인다. “주제”가 담화 내에서 한 발화와 다른 발화(틀) 간의 관 

13 Gabelenz 에 대해서는 Gundel (1977: 19), Jespersen (1924: 147) 을 보라. 
Trávnicek에 대해서는 Firbas (1964: 268-269)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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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 발화가， 혹은 발화들이 담화맥락적으로 무엇에 

대한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라면， “화제”는 한 발화 내에서의 출발점으로서 

“이 발화가 심리적으로 무엇에 대한 것인가”를， 그리고 주어는 문장 내에서 

의 문법척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무엇에 대한 것 

인가”를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와 “화제” 간의 차아는 발화참여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명되어 

질 수 있다(주어는 문장내적， 문법적 문제이므로 발화참여자와의 관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주제”란 청자가 추론을 통해 담화의 과거를 재구성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청자는 여러 요인들-예컨대， 언급의 근접성， 언 

급의 빈번도， 통사적 위치， 의미기능， 억양 등-을 고려해 최적의 유관성을 

갖는 “주제”를 재구해낸다. 따라서 청자의 해석 (즉， “주제” 재구)이 반드 

시 화자의 애초의 의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 

그리고 청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우에 따라서는 화자가 자신이 의도 

한 바대로의 주제， 혹은 주제물을 미리 명백히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주제”는 근본적으로 청자의 입장에서 결정되어진다. 한편， “화제”는 화자 

가 담화의 미래를 연출하는데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청자의 입 

장에서 보자면， “화제”가 무표적 “주제”로 작용할 경우 “화제”는 청자의 

궁극적 목표인， 그러나 좀더 심층에 존재하는 “주제”의 탐사를 위한 관문으 

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화제”가 무표적 “주제”가 아닐 경우도 고려한 

다면 “화제”는 근본적￡로 화자의 입장에서 결정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언어는 “주제" “화제" 주어의 순으로 갈수록 좀더 명확한 표현수단을 

가지며 이 순서로 표현의 객관화와 추상화의 정도가 강해진다. 이러한 가셜 

은 언어습득에 있어서 화제가 주어보다 먼저 습득된다는 점이나 (Gruber 

1967) , 인구어가 화제어로부터 주어어로 변천되어왔다는 사실 (Lehmann 

1976)로도 뒷받침된다. 따라서 화자의 발화에서도 “주제" “화제" 주어의 

순으로 구체화가 일어난다고 가정하는 것윤 자연스럽다. 물론， 청자의 이해 

와 해석에 있어서는 거꾸로의 순서로 추론에 의한 재구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은 편의상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주제” “화제” 주어 

화자의 의도 

[내포된 화자]‘ 

많극휩 

댄三뢰 

’ [청자의 기대되는 반응] 
청자의 이해 

이상의 논의로 필자의 “주제”와 “화제”는 Halliday의 주어짐성 및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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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으리라 여겨진다. 우선， “주제”와 “화제”는 

담화척 전제나 화자의 관정， 화행계획과 같은 화용론적 요소들에 의해 결정 

지워지므로 강세나 어순과 같은 음운적， 구문적 표충요소들과 기계척으로 대 

웅하지 않는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차이는 “주제”가 Halliday의 구정보처럼 

대립되는 신청보에 대해 소극적오로 정의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적 

극척인 자질을 가지며 담화의 해석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3.4. 질문에 대하여 

“주제” 및 “화제”와 관련해 특히 관심을 끄는 발화유형 중의 하나로 질 

문을 들 수 있다. 기존 이론들에서는 (의문사를 갖는) 질문-답 테스트가 

화제-초점구조에 대한 가장 신벙성있는 기준으로 자리매김되어왔다. 그런 

데 “주제”와 “화제”에 관련해서도 이 테스트는 유용한 것인가? “주제”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담화의 첫 발화로서의) 질문에도 

“주제”가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선， 질문-답 테스트부터 살펴 보자. 이 테스트에 의하면， “ 1 ate spa

ghetti."에서 그것이 “ What did you eat?"의 탑인지， 아니면 “ Who ate spa

ghetti?"의 탑인지에 따라 “spaghetti"에， 혹은 “1"에 초점이 떨어진다. 한 

편， 질문-답 테스트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Danes (1 974) 

는 어떤 발화에 대해 가상적으로 재구된 질문은 실제 담화맥락과 무관함을 

주장한다. 또한 Blok (1 991: 154)도 가상적 질문의 재구는 결국 화제-초점 

구조와 순환적일 뿐이므로 테스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질문-답 테스 

트는 서술발화에만 해당될 뿐 질문의 경우에는 적용시킬 수 없다는 점도 부 

정적 입장에 근거를 제콩한다(Stechow 1981: 118을 보라). 한편， 이와는 

청반대로， Carlson이나 Keenan and Schiffelin과 같은 담화론자들에서는 가 

상적 질문의 재구야말로 담화맥락을 파악케 해주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러 

한 견해차는 어째서 야기되는 것인가? 필자의 견해로， 이 문제는 실제 담화 

에서 가능한 언어표현과 이론적으로 재구된 언어표현이라는 서로 다른 차 

원을 혼통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화자가 실제로 청자에게 묻는 

질문과 발화를 듣고 청자가 재구해 내는 가상척 질문은 통일한 형태를 띠지 

않을 수 있다(여기서 우리는 다시 화자척 입장과 청자척 업장， 순수한 작가 

와 내포된 작가， 생산과 해석 간의 차이성 문제와 마주치게 된다.). 통일한 

질문에 대해 웅답자는 그 질문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따라 상이한 화제구조 

를 갖는 여러 가능한 답변틀 중 선돼을 하게 되지만， 한 발화에 대해 그것 

이 답이 될 수 있도록 이론척으로 재구성된 질문은 그 발화의 화제구조에 

상응하는 구조를 갖는 한가지 형태만을 갖게 된다. 말하자면， 예 (5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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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 의 답발화들은 통일한 실제 맥락， 실제 질문￡로부터 나올 수 있지만 

이 답발화를로부터 재구되어지는 가상적 질문들은 상야하다. 즉， 하나의 실 

제 질문은 여러 가상척 질문들을 내포한다. 예컨대， (5b)의 탑으로부터 재 

구되는 질문은 “ Where did 1 find THESE EXAMPLES (in contrast to the 

others)?"가 된다 14 물론， 이 질문이 상대방에 의해 실제로 발화될 수도 있 

다. 그러나 이렇게 강조적 대조를 통반하는 질문은 반드시 좀더 충립척인 

“Where did you find these examples?"를 선행질문A로 내포한다. 이때， 예 

(5a)와 (5b)는 상이한 “화제”구조를 갖지만 적어도 부분척으로 중복되는 

“주제”를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다. “주제”는 담화맥락에 의존하지만， “화 

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상기하라. 결론적으로， 재구된 질문은 그 발화와 

통일한 “화제”구조를 갖지만， 담화 내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질문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한편， 재구된 질문은 “주제”에 대해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 

지만， 담화 내 실제 질문은 “주제”에 대한 테스트가 될 수 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담화를 개진하는 첫 발화로서의 질문에는 “주 

제”가 있는가? “주제”는 담화 내의 발화들을 의미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으 

로 정의되었으므로 논리적으로 첫 발화는 “주제”를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직관적으로 질문이란 바로 “주제”를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묻는 것이므로 

질문에 “주제”가 없다는 것은 신빙성있는 답이 되지 못한다. 질문은 표면상 

으로는 담화를 여는 첫 발화라 하더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그 이전의 

전제되는 발화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질문은 향상 

자신 안에 전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전제가 질문의 “주제”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즉， “Who solved the problem?"은 “Somebody solved the prob

lem."을 전제한다. 흑자는 이 질문에 대 해 “Nobody."라는 답이 가능하다는 

정을 들어 의문사동반 의문문에 향상 전제가 폰재한다는 사실에 회의적이 

기도 하다. 그러나 적어도 담화차원에서는 “Nobody."라는 답의 존재가 

“ Somebody solved the problem."이라는 전제에 대한 부정을 함축하지는 않 

는다. 담화의 전제는 취소가능하다(Wilson 1975, Sandulescu 1976를 보라.). 

“ Who solved the problem?"은 통상 “Somebody solved the problem."율 전제 

로 한다. 다만， “ WHO solved the problem?" oJl 서와 같이 “who"가 강조될 

경우에는 취소가능성이라는 융통성이 사라지게 되므로 “Nobody."와 갈은 

탑이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질문은 “주제” 제시부분 (청보 

를 주는 부분)과 그 “주제”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요구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14 이때 I가 you로 바뀌지 않은 것은 그것이 화자 자신의 내척 질문이기 때운이 
다. Carlson (1983: 200)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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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두 개의 명제로 이루어진 발화로 보게 되면 질문발화에서의 평언 

(rheme)에 대한 논란은 비교척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의문사 부분이 새로운 

정보이므로 그것이 평언에 해당한다는 Ktizková의 주장에 반대해 Firbas 

(1 974: 30-31)는 의문사가 아니라 억양중심부를 이루는 부분이 (일차척) 

평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연， “ Where have YOU been?"에서와 

갈이 “you"가 억양중심부를 이룰 경우， 전자의 관점으로는 “where"가， 후 

자의 관점으로는 “you"가 (일차적) 평언이 된다. 이러한 차이는 화자가 질 

문을 구성하는 두 명제 중 어느 부분에 좀더 비중을 두는가에 의해 결청된 

다고 볼 수 있다. 화자는 통상 새로운 정보에 비중을 두지만 강조나 대조와 

갈은 필요성이 대두될 때에는 이미 전제되었더라도 강조나 대조가 되는 요 

소에 일차척 초점을 맞추게 된다 15 (강조나 대조는 일반적 격률들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초격률인 것으로 보안다.). 

이상을 볼 때， 의문사 동반 질문발화는 “주제”를 자기충족적으로 제시한 

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일종의 은닉된 담화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3.5. 존재발화에 대하여 

“주제” 및 “화제”와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많은 또 하나의 발화유형이 

존재발화이다. 존재구문은 통사， 어순， 한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일반구문들 

과 다른 점을 보이며 그 때문에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존재 

발화는 (시공표현을 제외한 핵심부분만 고려하면) 그 전체가 새 정보로 구 

성된다. 그렇다면 화제를 주어짐성에 의해 정의할 경우 존재발화에는 화제 

가 부재하는 것￡로 보아지게 된다(Kovtunova 1974: 47를 보라). 한편， 화 

제를 가장 낮은 CD를 갖는 것으로 보거나 (Firbas 1966), 출발점￡로 보는 

경우 (Halliday, Trávnicek) 존재발화에도 화제가 존재하게 된다. 만약 화제 

가 존재한다면 어떤 요소가 화제에 해당하는가? 다음 예를 보자. 

(7) a. There was a boy. 

b. A boy exists. 

CD 이론이나 문두성이론을 따르자연 (7a)에서 화제는 가장 낮은 CD를 

갖는， 그리고 문두에 오는 “there"가 될 것이다 16 그러나 (7b)에서는 “ a 

15 Gundel (International Conference at Seoul, 1995) 식￡로 말하자연， 전자는 
“의미적 초점 후자는 “대조척 초점”이라 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의문사가 의미척 

초점을 가지면서도 종종 일차강세를 갖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컷이 형태척으 

로 (WH- ), 그리고 많은 경우， 어순에 의해 충분히 신호되어지기 때문인 듯하다. 
16 참고로， Firbas (1992: 24)는 there가 적어도 처소의 존재를 지척한다는 점에 
서 완전히 의미척으로 버어있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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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y”가 문두에 오지만 가장 높은 CD를 가지므로 두 이론 간에 차이가 나 

게 된다. 더구나 화제를 대하여성에 의거해 청의할 경우 이 발화는 “ a boy" 

에 대한 것이 아니다. Atlas (1988: 387)는 이 발화가 “ a boy"에 대한 것이 

아니라 “exists"에 대한 것이라 보고 “ As for what exists, a boy does."를 화 

제-초점구조로 제안한다. 그러나 이것은 Blok (1991: 153)의 비판대로 반 

직관척이다. Kuroda (1 972)의 주장처럼 인간은 향상 A에 대하여 B를 말하 

는 범주척이고 분석척 사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을 총 

체적으로 파악하는 비범주적 사고도 한다. 존재발화는 후자척 사고의 전형 

이다. 그것은 얼반서술발화와는 전혀 다른 사유범주에 속한다. 여기서는 자 

질이나 관계가 단언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존재만이 단언될 뿐이다. 그 

렇다면 존재발화에는 척어도 일반서술발화에 적용되는 의미의 “화제”는 없 

다고 해야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과연 시공성을 통반하지 않는 존재 

가 가능한가? 표충발화에서는 표현되지 않더라도 “지금， 여기” 혹은 “그때， 

거기”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바로 이 시공성이 “화제”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17 그러나 “화제”를 화자가 출발점요로 잡는 개체

파일로 정의한 점을 고려할 때 시공성을 일반적인 (화자가 관점을 이업시 

킬 수 있는) 개체와 통일하게 취급할 수 있을까?18 또한， 시공성이 표충적 

으로 표현되지 않은 존재발화에서 그것을 “화제”로 간주할 경우， 즉， 심충 

적으로 “시공적 화제”를 인정할 경우， 비존재발화에서도 통일한 논리를 적 

용시켜야 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 않을까? 시공성 문제는 본 논운의 

취지를 넘어서는 별도의 방대한 연구를 요한다는 점에서 여기서는 문제제 

기로 그치고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놓기로 하겠다. 

존재발화와 “주제”의 문제， 담화차원에서의 존재발화의 위상의 문제로 넘 

어가 보자. 이야기체 담화에서 존재발화는 전형적으로 담화를 여는 첫 자리 

를 차지한다. 예컨데， 대부분의 민당은 “옛날 옛날 한 옛날에 한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와 같은 식으로 시작된다. 이때 이 존재발화에는 “주제”가 

있는가? Dik (1989: 268-269) 식으로 보자면 그 탑은 공청척이다. 그는 

“한 할머니”를 “새로운 (담화[필자추가])화제”라고 명명하고 “새로운 (담 

화)화제”는 화제성과 초점성을 통시에 지닌다고 본다. 즉， “한 할머니”는 

가장 중요한 새 정보이면서 동시에 “주제”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문장포율 

러가 갖는 전형성 때문에 “한 할머니” 이외의 부분은 마치 주어진 정보인 

17 이와 유사한 견해로 Gundel(1977: 33-34)올 보라. 
18 Adamec (1966: 21)에 의하면， 시공부사는 출발점 (osnova) 이 훨 수는 있지만 
명샤가 출발점인 경우와 달리 주제 (tema)가 되지는 못한다. 이와 유사한 견해로 
Allerton (1978: 166)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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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작용해 “한 항머니”가 좀더 부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주 

제”로 보는 견해에는 수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류의 존재발화는 이야기가 

전개되기 이전에 풍장인물융 둥장시키기 위한 일종의 배경으로 기능한다. 

앞A로 “주제”의 핵심을 이툴 “주제물”이 필 후보 (중의 하나)를 소개하는 

것과 그 발화 자체가 “주제”를 갖는다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이다. 이야기 

체 담화의 진수가 사건의 흐름에 있다고 할 때 존재발화는 이 주된 기능으 

로부터 빗겨나 있다. “주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에 비해 존재발화에 나타나는 객체는 그 존재가 단언된다. 다시 말해서， 

존재발화는 앞으로의 “주제물”에 대해 존재의 전제라는 선결조건을 해결해 

주기 위해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서 담화를 여는 존재발화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 1 am going to talk about X."나 앞으로 언급할 “화측전위”와 유사 

하다. 이들은 앞으로 X가 “주제물”이 될 것이니 이에 대한 파일을 만들거 

나 활성화시키라는 화자의 권고신호로서 담화의 주된 흐름과는 독립적인 

메타발화를 형성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4. 좌측전위 

“주제”와 “화제”를 구분시킬 필요성의 한 근거로 소위 좌측전위를 제시 

할 수 있다. 전통적￡로 좌측전위는 화제의 식별기준으로 간주되어 왔다. 

좌측전위란 화제를 이루는 성분이 확측으로 이통하고 그 자리에 대명사가 

흔적으로 남는다는 이동규칙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아졌기 때문이다 19 

화측전위라는 부적절한 용어 자체도 이러한 규칙에 근거해 조어되어진 것 

이다. 그러나 이동규칙은 예 (9)에서처럼 화측전위부분과 동지시적인 요소 

가 부재하거나 예 (8b)에서처럼 동지시척이더라도 통일한 격형태를 띠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기에 적합치 못하다. 이통규칙은 또한 화측전위부분이 

갖는 억양척， 의미적， 기능척 독립성도 설명해 주지 못한다. 이러한 정틀을 

감안해서 좌측전위를 단순히 화제의 복사로 보지 않고 뒤따르는 발화 전체 

에 대한 화제로 파악하기도 한다 20 그러나 이번에는 거꾸로， 화측전위가 통 

19 대명사가 나오는 경우로는 예 (8)을 보라. 드물게는 대명사 대신 통일명사가 
나오기도 하고(예 : “ Cvety/cvetov ja ne pokupala. (Zemskaja 1973: 243) ‘Flow
ers (nom.)/flowers (gen.) 1 didn’t buy.' ,’), 좀더 포괄척 인 보풍명사가 지 시 형용사 
와 함께 사용되기도 한다(예 : “ Quine, that guy is a character." (Carlson 1983: 
260) ). 
2。 이 두 접근방법은 각각 Gundel (1977: 46-47) 이 “추출가정 (Extraction Hypo

thesis)" 및 “논리척 구조가정 (Logical Structure Hypothesis)"이라 명명한 컷에 
상웅한다. 러시아어에서의 이 두 접근의 예로는 각기 Popov (1964: 258)와 Kov
tunova (1974: 53)율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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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척 요소를 통반할 경우 왜 화제에 해당하는 요소가 반복되는지에 대한 

성명이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두 접근방법 모두의 운제점은 화촉전위부분 

과 뒤따르는 발화를 커뮤니케이션 상으로 하냐의 발화단위체로 간주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여겨진다. 이들과는 달리 본 논문은 화측전위부분을 뒤따 

르는 발화와는 별개의， 일종의 메타척인 발화로 볼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선 화측전위의 하부유형과 담화기능을 살펴 

보기로 하자. 

4.1. 하부유형 

(8) a. Na합et Masi/ja ee ljublju. ‘As for Masa(gen.)/I love her(acc.).’ 
b. Masa/ja ee ljublju. ‘Masa(nom.)/I love her(acc.).’ 
c. Masu/ja ee ljublju. ‘Masa(acc.)/I love her(acc.).’ 

(9) a. Etot stol/nozka razdvigaetsja. 

‘This table(nom.)/leg(nom.) moves apart.' 

b. Saxar/dajte bol’sie packi, pozalujsta. 

‘Sugar(nom.)/give large packages(acc.), please.’ 

(8)은 좌측전위부분이 뒤따르는 발화 내에 동지시적 요소를 갖는 경우이 

고， (9)는 통지시적은 아니나 확측전위부분과 (추론적으로) 포함관계를 이 

루는 요소를 갖는 경우이다 21 편의상， (8a)와 같이 어휘적요로 “대하여”를 

명기하는 경우는 “대하여” 유형， (8b) , (9a) , (9b)와 같이 화측전위부분이 

주격으로 나타나는 유형은 주격유형， (8c)와 같이 통지시척 요소와 격일치 

를 이루는 경우는 격일치유형이라 부르기로 하겠다. 우리말이나 영어의 경 

우도 크게 다른 점을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영어에서는 격구분이 없으므 

로 주격유형과 격일치유형 간의 구별이 없고 통지시척 요소가 없는 주격유 

형 ((9a) ， (9b)) 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반면， 우리말의 경우에는 격일치유 

21 화측전위부분과 통지시체가 포함관계를 보이는 경우는 화측전위가 얼어나지 
않융 경우 그 요소가 소유격으로 놓이는 구문과 상웅한다. 예롤 들어， (9a)를 
“ Nozka etogostola(gen.) razdvigaetsja."와 비교해 보라. 
명백히 문법척인 통기로 주어가 대명사에 의해 반복되는 경우는 확측전위로 보 

지 않겠다. 예컨대， (1) 주어가 너무 걸어 혼동의 여지가 있는 경우: 예) “ Elek
troperedaδi peremennogo toka eto gde? (Z273) ‘교류송전소 그게 어디있지요?"’ 
(2) 인용이나 외래어로 인해 문법척 성이 모호한 경우: 예) “‘Zrimaja pesnja’ eto 
drugoj spektakl’ (Z201) “볼 수 있는 노래’ 그건 다른 연극이예요"’; “ ... ‘Sljusen’/ 
eto po-moemu/nuzno vot issledovat’/δto eto takoe.(Z141) “Sljusen’ 내 생각엔 그 
게 무언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어요"’ 퉁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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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유보척이라는 정도의 차이가 있올 뿐이다.깅 다음올 보라. 

(10) a. 마샤로 말할 것 같으면/냐는 그녀를 사랑한다. 

b. 마샤/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c. ?마샤를/냐는 그녀를 사랑한다. 

(11) a. 이 책상/다리가 흔들리네. 

b. 설탕( 이요)/큰 봉투로 주세요. 

위의 세 유형들은 사용빈도나 사용되는 장르， 그리고 화측전위부분의 독 

럽성 정도 풍에서 차이가 있다. 가장 독립적인 “대하여”유형은 어휘적 비 

경제성을 감수하면서도 “주제물”을 명백히 해야 할 필요에 의해 사용되므 

로 논리척， 설명적 톤을 띠는 장르에서 많이 사용되며 구어에서는 전반적으 

로 사용빈도수가 낮은 편이다. 한편， 주격유형은 (적어도 러시아 구어나 우 

리말 구어에서는) 가장 널리， 그리고 자주 사용되는 유형이다. 주격유형은 

통지시체가 주격주어로서 좌측전위된 부분과 바로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지만 예 (8b) , (10b)에서처럼 동지시체가 다른 격일 경우나 

(9) , (11)에서처럼 통지시체가 없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23 그러나 통지시체 

가 없는 주격유형은 러시아어에서나 우리말에서나 구어에셔만 나타냐며 지 

시체가 직시적인 경우로 국한되는 것으로 보얀다 24 통지시체가 없는 주격 

유형이 보이는 이러한 제한성은 주격 화측전위부분과 후행발화 간의 문법 

적， 의미적 연결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인 것￡로 보인다. 

동지시체가 주격이 아닐 경우 나타나는 주격유형에 대해 특히 영어권에 

서는 전통적으로 화자의 잘못된 계획， 혹은 무계획에 의한 실수로 보는 견 

해가 지배적이었다(Jespersen 1949: 223을 보라). 실제로， 화자가 화행계획 

을 바꾸어 재발화하는 경우 발화의 시작부분은 대부분이 주격형태를 띠고 

있다 25 그러나 이것과 화측전위의 주격유형은 별개의 것이다. 전자가 화자 

22 영어 구어에 나타나는 통지시체가 없는 주격유형의 예로 다음과 갈은 컷을 틀 
수 있다 : “ The mo- the modern art the twentieth century art, there’s about eight 
books."(Ochs 1979: 64에서 재인용). 

23 필자가 Zemskaja의 자료집옳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측전위의 대부분이 주격 
동지시체률 갖는 경우였으며， 주격 이외의 동지시체를 갖는 경우는 대격과 처소 
격.u+ 생격이 주총융 이루고 있었다. 

24 예컨대， 지시체가 총류척 인 경우 통지시체가 없는 주격유형은 사용이 불가능 
하다. 예 *“Slon/nos dlinnyj. ‘elephant(nom.) /nose(nom.) long."'; *“코끼리/코가 
길다" 

25 그러한 예로 다음 러시아 구어의 경우를 보라: “ Nu ona/u nee cvet lica ili 
blednaja kak voob꿇e?(Z130) ‘Well she(nom.) /she(gen.) has pale color of the 
face or how in gene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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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잘못된 계획에 대한 자기수정이라면， 후자는 화자의 계획에 의해 이루 

어지는 의도척인 전략이다. 화측전위 주격유형이 “실수”가 아니라 일관성 

있게 체계척으로 나타냐는 유형임은 좌측전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되물음의 경우를 고려할 때 분명해진다(이 점에 대해서는 4.2.를 보라). 다 

음을 보라. 

(12) a. Dozdja ne obescali? -D영dja? Ne slysal. 

‘Didn’t [they] promise rain(gen.)? 

-Rain(gen.)? [I] didn’t hear.' 

b. Petju ne videli? - Petja? Ne prixodil esCe. 

‘Didn’ t [they] see Petja(acc.)? 

-Petja(nom.)? [He] didn’t come yet.’ (Zemskaja 1973: 262) 

흥미롭게도，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반복척 되물음(혹은 반복척 응답)에서도 

좌측전위에서와 마찬가지로 격은 질문에 나타난 형태가 그대로 복사되기도 

하고(예 (12a) ), 질문의 격과 관계없이 주격이 사용되기도 한다(예 

(12b) ).26 실수로 인한 경우에서나 되물음의 경우에서나 주격이 사용되는 

것은 그것이 격에 관한 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갖는 무표척 격이기 때문이 

다 27 이렇게 볼 때 좌측전위의 주격유형은 좀더 정확히는 무표격 유형이라 

칭함이 타당할 것이다. 

주격유형이 앞서 언급한 이동규칙적 설명에 제동을 건다면， 일견， 격일치 

유형은 이동규칙을 적용시키기에 적합할 듯 싶다. 그러나 실제 자료를 살펴 

보면 대다수의 좌측전위가 주격 동지시체를 갖는 경우들， 즉， 주격유형과 

격일치유형 간의 구벌이 무의미한 경우에 해당하며 주격이 아닌 통지시체 

를 갖는 격일치유형은 드물게만 나타난다. 따라서 격일치유형을 설명하는 

이론을 주격유형에까지 확대적용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이동규칙에 

대한 대안으로 필자는 “가상질문가셜”을 제안한다. 즉， 화자가 자신에게 가 

상적 질문을 상정하고 그것에 대한 탑에서 질문의 핵심적 요소， 즉， “주제 

물”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자는 컷이다. 그렇게 되면， 되물음의 경우에서와 

같이 질문에 냐타난 격형태가 반복될 수도 있고(이 경우， 격일치유형)， 무 

표적 격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된다(이 경우 주격유형).(물론， 경우에 따라서 

26 질문의 내용을 반복하는 웅탑에서 질문에서와 달리 주격이 사용된 경우로는 
다음을 보라: “ PO pis’mam? - Da/pis’ma (Z118) ‘By letters(dat.)? - Yes/letters 
(nom.)."’ 

27 주격의 무표성은 다음 예에서도 잘 드러난다: “ Zacem na rynok esli on 
morkovki sejcas privezet? - Pecenka/mjaso. (Z251) ‘Why to the market, if he 
wiII bring carrots(acc.) now? - Biscuits(nom.) /meat(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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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하여”를 어휘적으로 첨부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대하여” 유형.) 예 

컨대， 예 (8b)와 (8c)는 동일하게 “ Ja ljublju Masu? ‘Do 1 love Masa?’ ”라 

는 가상질문을 상정한다.28 01 제안의 강점은 좌측전위와 되물음 간의 긴밀 
한 유대를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격유형과 격일치유형이 통일한 “주 

제”를 갖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보얼 수 있다는 데 있다. 내적 가상질문 

은 “ Ja ljublju Masu?"와 같이 구체척일 수도 있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좀더 

포괄적으로 “ Kak Masa? ‘What about Masa?" ’와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주격유형만이 가능하게 된다. 즉， 예 (8b)는 맥락에 따라 

혹은 “ Ja ljublju Masu?"를， 혹은 “ Kak Masa?"를 상정하게 된다. 바로 이 

점이 왜 주격유형이 격지배유형보다 훨씬 더 빈번한가를 설명해 준다. 

4.2. 담화기능 

4.1.에서 필자는 화측전위를 화자의 가상적， 내적 질문에 나타나는 “주제 

물” 요소의 반복으로 볼 것을 제안했다. 즉， 좌측전위는 “주제” 혹은 “주제 

물”을 미리 청자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면， 화자는 어 

떤 때 앞으로의 “주제” 혹은 “주제물”을 미리 청자에게 제시할 필요를 느 

끼는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담화텍스트의 유연한 흐름에 대 

한 화자의 고려이다. 가장 전형적인 경우로 화자가 새로운 “주제”로 전환시 

키고자 할 때를 생각해 보자. 갑작스런 전환은 텍스트의 흐름에 대한 청자 

의 이해를 저해시킬 수 었다. 그럴 때 화자가 “주제(물)"을 미리 제시해 화 

역을 설정해주변 청자는 훨씬 용이하고 신속하게 텍스트를 해석할 수 있다. 

이때 좌측전위는 많은 경우 옛 “주제”와 새 “주제” 간의 병행적 대조를 강 

조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다음 예들을 보라. 

(13) a. Pravda ja ne ovladel tureckim jazykom govorit’ ne umeju/no 
ob장ee predsta vlenie 0 sisteme jazyka/ ( … ) ponimaes’/ /A Nikolaj 

Konstantinye Dmitriev on byl toze takoj/strastnyj soversenno;' 
(Z80) 
‘사실 나는 터어키어를 매스터하지는 못해서 말은 못하지만/언어 

체계에 대한 전반적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었지/(…) 알겠나//그 

런데 N. K. 드미트리예프， 그이도 그렇게/어지간히 열청적인 사 

람이었다오/’ 

28 물론， 간혹 가상질문과 통일한 질문-즉， “ Vy ljubite Masu? ‘Do you love 
Masa?" ’-이 실제로 상대방에 의해 물어질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확측전위는 

새 “주제”가 소개휠 때 사용되므로-이 점에 대해서는 4.2.를 보라-그럴 확률은 

많지 않다. 이 점에서 화측전위는 되물음 빛 “화제화”의 경우와 차이가 난다. 아 
래 4.2.와 4.4.를 보라. 따라서 가상질문은 화자가 자신에게 던지는 내척 질문엄울 

강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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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u/u nas voobsce tak prìnjat%tveeat'’ na vopros/ / V Moskve/ 
tam nekogda otveèat’ (Z122) 

‘음/우리 [도시]에서는 대체로 그렇게 되어있지요/절운에는 답올 

하도록이요//모스크바에서는/거기서는 … 답할 시간이 없는 거 
예요.’ [이탤릭/방점 필자첨가] 

(13a)에서는 “나”와 “ N. K. Dmìtriev" 간에， (13b)에서는 “우리 도시”와 

“모스크바” 간에 병행적 대조가 얼어난다. 

“주제”의 전환， 새 “주제”의 등창을 신호하는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좌측 

전위는 총체척 텍스트차원에서 “주제”를 제시하는 기능인 제목이나 머리글 

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자연， 제목이나 머리 

글은 총체적 차원에서의 일종의 화측전위이다. 이렇게 보면， 화측전위는 담 

화의 모든 차원에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담화차원에서의 

운제인가에 따라 사용되는 좌측전위의 유형들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주격유형은 모든 차원에서 사용되는 반면， 격얼 

치유형은 지역차원과 국부차원에서， 그리고 “대하여”유형은 지역차원에서 

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총체적 차원을 다루는 담화 첫머리에서는 주 

격유형만 나타난다. 담화 첫머리의 좌측전위는 실상 청자에게는 완전히 새 

로운 정보이지만 그것을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신호이다. 

총체적 차원에서 화자가 상정할 수 있는 가상질문은 “What about X?"라는 

포괄적 형태를 떨 것이고， 담화 첫머리라는 위치 자체가 총체적 “주제”성을 

신호하므로 여기서는 격이라는 구문적 정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불필요 

하다. 그러므로 격일치유형이나 비경제적인 “대하여”유형은 배제되고 주격 

유형만이 사용되게 된다. 한편， “대하여”유형은 어휘경제의 측면에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경우인 만큼 “주제”로서의 신호를 좀더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고 가정할 수 었다. 실제로， 이 유형은 국부척 차원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이보다 시공척으로 많은 거리를 두게 되는 지역적 차원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다음 예를 보라 29 

(14) Ponimaes’ /potomu cto ja prosto bojus' bezumnogo razdrazenija/ / 

Bezumnogo razdrazenija/potomu cto ponimaes' kak-to ran’se ja 

byla bolee terpima/a sejcas inogda takoe bezumnoe razdrazenie/cto 

xot' vporu vstat' ì ujti/ /Ponimaes’ /vot eto ja... ne mogu ( … )A 

m꿇et SaSi Cernogo/ty ponimaes' Tan' /nu vot moe takoe vpeca-

29 Carlson (1983: 268)에 의하면 영어의 “as for"도 즉각척 전제에 대해서는 사 
용이 기피된다: “ Where is John? - (As for) John, he is at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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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enie esli govorit' 0 nem kak 0 poetejeto ... j jpoet ne dlja bol’5… ne 

dlja estradyj(Z131) 
‘말이지/내가 어리석게 화내는게 두려워서이지/어리석게 화내는게 

말이야/전에는 좀더 참을성이 있었는데/지금은 가끔 그렇게 어리석 

게 화를 내서 그자리에서 얼어나 나와버린단 말이야jj얄겠냐/못 참 

겠는거。]:( ... ) 그런데 사샤 초르느이로 말할 것같으면/알겠어 타냐/ 

시인으로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자연 내 인상은 이래/그는…jj큰 

.. 무대를 위한 시인이 아니야/’ [이탤릭/방점 필자첨가] 

위의 예에서 화자는 영화에 대한 자신의 태도에 대해 상당시간을 할애해 이 

야기하다가 지역적 “주제”를 SaSa Cernyj에 대한 것으로 바꾸면서 “대하 
여”유형을 사용한다. 청자가 지역척 “주제”의 전환(혹은， 상당기간 전에 

냐왔던 지역척 “주제”로의 복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부적 “주제”의 경 

우보다 좀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화자는 이 노력을 감소시격주기 위해 협 

력한다. 구어에서 “대하여”유형의 사용은 일종의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신 

호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유형의 좌측전위를 사용할 것인 

가는 궁극적으로 화자의 결청에 달려있으므로 새로운 지역적 “주제”는 가 

장 명백한 “대하여”유형뿐 아니라 다른 유형들에 의해서 신호될 수도 었 

다. 국부적 “주제”의 경우는 위에 언급한대로 너무 잉여적인 “대하여”유형 

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유형들이 담당하게 된다. 

“주제” 전환의 신호라는 측면에서 좌측전위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배려 

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좌측전위는 말하자면 “이제부터 X에 대해 

말할 것이니 X파일을 활성화(혹은 재활성화)시키라”는 메타발화이다. 이 

점에서 화측전위는 되물음의 경우와 차이가 난다. 되물음에서 파일은 이미 

상대방에 의해 활성화되어 었으며 화자는 단지 이를 반복함으로써 확인， 강 

조하는 반면， 좌측전위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의 파일을 활성화 

시키도록 상대방에게 요구한다 3。 

이러한 담화기능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되물음과 화측전위는 툴 다 뒤 

따르는 발화와 의미척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독립성을 갖는， 

메타발화로서의 공통점을 갖는다. 물론， 좌측전위의 경우에는 되물음과는 

달리 문장차원에서는 뒤따르는 발화와 한 단위체를 형성한다. 문장강세 변 

에서도 좌측전위는 이차강세만을 가질 뿐이다. 그러나 문장차원에서조차도 

30 꽉측전위가 실제 질문에 대한 응답에 풍창하는 경우(각주 29의 예를 보라)， 
화측천위는 되물음에서와 마찬가지로 질문에 의해 제시된 “주제(물)"올 확인 혹 

은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이때 화측전위의 기능은 실제로 새 “주제”로의 전환은 
아니지만 확인이나 강조롤 위해 마치 새 “주제”인 것처럽 제시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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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전위의 상당한 독립성은 어휘적으로(“대하여”유형의 경우)， 혹은 형태 

척으로 (주격유형의 경우)， 혹은 억양과 휴지로써 (모든 유형에서) 신호되어 

진다. 좌측전위의 독립성은 뒤따르는 발화에 나타나는 통지시체척 대명사의 

기능과도 관련되어진다. 일반척으로 대명사는 선행지시체에 대한 지칭을 주 

된 기능A로 하는 것에 비해 여기서의 대명사는 그러한 기능보다는 화촉전 

위부분을 구문적으로 독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Zemskaja 

(1973: 282) 에 의하면， 이러한 기능은 특히 좌측전위된 부분과 바로 연이 

어서 통일한 격형태의 대명사가 나오는 경우 두드러지는데 이때 대명사는 

강조소사인 -to, ved' 풍으로 대치가 가능하다 31 한편， 되물음의 경우， 문장 

차원에서는 후행문장과 독립적인 별개의 문장을 구성하지만 발화차원에서 

보자면 후행발화 없이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발화가 되지 못한다. 즉， 메타 

발화들인 좌측전위와 되물음은 문장의 일부이되 독립성올 띠거나， 아니면 

독립된 문장이되 불완전한 발화이거나 하는 양상을 띤다. 

좌측전위가 메타발화라는 사실은 좌측전위 주격유형이 주격구문과의 피 

상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기능상 주격구문과는 명확히 구별됨을 확인시켜 

준다. 예 (1 5) 에 나타나듯이 주격구문은 주격 명사구 (혹은 대명사구)만으 

로 이루어지지만 그 자체가 온천한 문장으로서 (함축적이기는 하나) 술부 

성을 갖는다. 

(1 5) Vesna ... Pervye tumany nad polnovodnymi rekami, pervye grozy 

nad prinarjazennym lesom .... (Panov 1968: 324) 

‘봄… 물찬 강 위의 첫 안개， 성장(盛裝)한 숲 위의 첫 뇌우’ 

주격구문은 청자/독자로부터 함축적인 해석을 유도해내기 위한 표현적 기 

법일 뿐 메타발화적 측면은 갖지 않는다. 이에 반해， 좌측전위는 텍스트의 

흐름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메시지전달 기능과는 별개의 독 

립척인 담화기능을 수행한다 32 

31 예 : A vtobus on krug delaetfa na metro prjamo/ /• A vtobus-to (ved’ ) krug 
delaet/a na metro prjamo/ /‘버스， 그건 돌아가는데/지하철은 곧장 가요//’ 이러한 
경우에 한해서 꽉측전위와 뒤따르는 발화 사이에 휴지가 부재할 수 있다. 

32 Duranti and Ochs (1979)에 의하면 좌측천위는 화자의 무대확보 수단의 일환 
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들 (403-404면)의 조사에 의하면， 이태리 구어의 꽉측 
전위는 화자가 교체되는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며 그 중 40%는 상대방의 발화와 
통시척으로 얼어난다. 화자가 일단 앞으로의 “주제(물)"을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말할 권리를 주장하고 상대방의 순번율 차단시킨다는 점에는 논리척으로 수풍이 
가나 러시아 구어에 대한 훨자의 조사는 이들의 주장을 뚜렷이 뒷받침하지는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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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화측전위와 우촉전위 

화촉전위는 종종 우측전위와 대칭척 거울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지곤 

한다. 예컨대， 화측전위와 우측전위가 통일한 (섬충)화제구조로부터 각기 

화측， 우측으로 화제가 전이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고(추출분석의 경우)， 

우측전위가 화측전위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Gundel 1977: 

119올 보라).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영희 i말이야， 그녀석j이 [그애，를] 그렇 

게 한거래j 철수j(가) 말이야" 혹은 “영희 i말이야， 그애 i롤 그렇게 한 게 그 

녀석，이래， 철수j말이야"와 같은 발화에서 “철수”는 초점에 해당함에도 불구 

하고 “영희”와 “철수” 툴 다가 화제로 취급되어지는 넌센스가 생겨난다. 

얼견， 좌측전위와 우측전위는 유사성을 지닌다. 이들은 첫째， (많은 경우) 

후행/선행하는 발화 내에 동지시체적 요소를 가지며， 둘째， 그 요소가 (많 

은 경우) 대명사의 형태를 띠며， 셋째， 그 지시체가 청자의 입장에서 정체 

파악이 가능한， 즉， 담화전제 내에 존재하는 것￡로 국한된다는 공통점올 

갖는다.잃 예컨대， 위의 예에서 청자가 영희냐 철수를 모르는 경우라면 이 

발화는 실패한 것이 되고 만다 34 

그러나 화측전위와 우측전위는 그 기능 면에 있어서 판이하다. “주제 

(물)"올 신호함￡로써 앞으로의 발화의 화역을 설청하는 좌측전위와는 달 

리 우측전위는 이미 발화된 내용에 대해 불완전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오류 

를 수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화자는 어떤 지시체를 청자가 정체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발화한 후 자신의 화행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불완 

전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수정하여 그 정체를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 우측전 

위를 사용한다. 우측전위에는 좌측전위가 갖는 메타발화적 독립성이 부재하 

다는 사실은 화측전위에서와 같이 동지시체에 대해 격일치를 하지 않는 경 

우가 우측전위에서는 불가하다는 점으로도 드러난다. 다음을 비교해 보라. 

33 “ He did it to me again, the bastard."에서와 갈이 단순히 통지시척이 아니라 
과외의 술부척 정보를 덧붙이는 경우는 우측천위로 보기보다는 또 하나의 발화가 

덧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할 것이다. 
34 지시체가 비한청척이면서 륙정척인 경우 꽉/우측전위가 불가능한 정올 고려하 
라. 예 컨대*“(As for) a certain Norwegian, Alice would like to marry one; his 
name is Swen Swenson (Gundel 1977: 58)."이나 *“Alice would like to marry 
one, a certain Norwegian."은 불가능하다. 정체파악성 문제에 있어서 화/우측전위 
는 “화제”와 차이가 난다. “화제”는 반드시 청체파악이 가능한 지시체로 국한되지 

않는다. 위의 예률 다음과 버교해 보라: “영회말이야， 철수라는 아이가 그렇게 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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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 Tat' jana Ivanovna/u nee Kostik skol’ko uZe? (Zemskaja 1973: 

278) 

‘Tat' jana Ivanovna(nom.)fhow old is her(gen.) Kostik already?’ 
b. * U nee Kostik skol’ ko uZe/1、'at’ jana Ivanovna? 

‘How old is her(gen.) Kostik already/Tat’ jana Ivanovna 

(nom.)?’ 

뿐만 아니라， 좌측전위가 후행발화에 대한 메타진술로서 그 맨앞에 놓이는 

점과는 달리 우측전위는 반드시 맨끌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다음을 비교해 

보라. 

(17) a. Ona solglasilas' /Anna Fedorovna v smysle/na to ctoby ... (Z91) 

‘She agreed/I mean Anna Fedorovna/on the fact that …’ 
b. * Soglasilas’ / Anna Fedorovna/ona na to ctoby ... 

‘Agreed/ Anna Fedorovna/she on the fact that •.. ’ 

이상의 예들은 우측천위의 주된 기능이 지시체의 청체파악과 관련된 것 

엄을 시사한다. 많은 경우， 우측전위는 화자의 잘못된 혹은 불완전한 화행 

계획에 기인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즉， 우 

측전위는 청자로서는 정체파악이 가능치 않은 지시체를 마치 파악가능한 

지시체인 것처럼 제시함으로써 그 존재성이 이미 전체된 사실로 받아들여 

지도록 하거나， 혹은 초점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한 분리기능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35 그러나 우측전위의 이러한 기능들은 이차적인 것이며 그 주된 기능 

은 선행지시체의 정체성 보완에 었다. 이런 점에서 우측전위는 “주제”나 

“화제”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4.4. 좌측전위와 “화제화” 

좌측전위는 소위 “화제화(topicalization) "와 벌 큰 차이 없이 취급되기도 

한다. 예컨대， 이통규칙에서는 화측전위와 “화제화”가 모두 통일한 섬충구 

조로부터 화측으로 이동하는 규칙에 의해 파생된다. 여기서 이들 간의 차이 

35 Carlson (1983: 267)은 전자의 예로 탑정이 용의자에게 마치 용의자가 살인이 
일어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념겨짚어 말하는 경우률 툴고 었다: “Bad 
business, this death on the ski-lift." 분리기능의 예로는 다읍올 보라: “ A ja kupila 
tamjv akademiδeskoj aptekej ... (Z150) ‘And 1 bought therejin the pharmacy of 
the Academy;' .. "’ 불리기능을 하는 경우는 대명사가 우측전위푸분 바로 앞에 올 
때로 국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01때 대명사의 지시척 기능은 현저히 축소된다. 각 

주 31)의 예와 비교해보라. Zemskaja (1973: 355)를 보라. 



88 。l 인 어 
。

는 통지시체의 흔적이 남는가 아닌가에 있을 뿐이다. 발화의 첫머리에서 어 

떤 지시체를 분리시격 부각시킨다는 측면에서 “화제화”가 화측전위와 상통 

하는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선행발화와 병행척 대조를 보이는 경 

우 “화제화”는 일견 좌측전위와 유사한 담화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 

다. 다음 “화제화”의 예들을 예 (13)과 버교해 보라. 

(18) a. Bo Francii [ ... J/ / A vecerom/ eti vse... eto vse'" vse... i ... 

prjamo bezumie! A v Italii zamecatel' no! (Z109) 

‘프랑스에서는 […J//밤이면/이 모든게 ... 이 모든… 모두… 무 

분별 그거예요!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아주 멋지지요!’ 

b.E-E… Vody ona ne propuskaet/a vozdux velikolepno/ /(Z197) 

‘에… 물은 그건 통과시키지 않지만/공기는 아주 기막히게 [통과 

시컵니다J//’ [이탤릭/방점 필자첨가] 

그러나 영어와 같이 버교적 어순이 고정적인 언어에서조차도 좌측전위와 

“화제화”가 통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 둘이 별개의 것엄을 증거 

해 준다. 다음을 보라. 

(19) a'. Our daughters, them we are proud of. (Carlson 1983: 264) 

aw. 우리 딸들， 그애들이 우리는 자랑스러워요. 

b' . Our daughters, we are proud of them. 

b". 우리 딸들， 우리는 그애들이 자랑스러워요. 

위의 예 모두에서 좌측전위된 “ our daughters끼 “우리 딸들"01 “주제물" 01 
라면， (19a)에서 “ them", “그애들”은 “화제화”되면서 (19b) 에서와 달리 다 

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딸들이 자랑스럽다는 (배타대립적) 대조 

의 의미를 띠게 된다. 

좌측전위와 “화제화”는 발화 내에서 차지하는 독립성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좌측전위가 후행발화와 독렵척인 메타발화를 형성하는데 비해， “화 

제화”는 후행발화의 일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통규칙은 좌측전위보다는 

“화제화”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화제화”와 좌측전위는 지시체의 주어짐성과 관련해서도 구별된다. 많은 

경우 “화제화”되는 요소는 바로 앞서 언급되거나 상황척으로 주어진 지시 

체이다. 실제로 필자가 조사한 대부분의 “화제화”의 사용동기는 이렇게 바 

로 주어진 지시체를 출발점으로 함으로써 청자의 해독올 용이하게 하기 위 

함이었다. 다음 예들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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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 Bot etu stuku mozno bylo by dokazat' / /(Z175) 

‘this thing(acc.) we might prove/ /’ 
b. Ja k Miske dolZna poexat’ //M끊ku sovsem zabrosili/ /(Z152) 

89 

‘1 must go to Miska/ /Miska(acc.) absolutely [theyJ threw away/ /’ 
[이탤릭 필자첨가] 

그러나 화/청자가 공유하는 담화전제에 의해 조건지워지는 좌측전위와는 

달리 “화제화”는 그 지시체가 청자에게 파악가능한 것으로 제한될 필요는 

없다(각주 34를 보라). 화역은 이미 “주제”에 의해 설정되었으므로 “화제 

화”되는 요소는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화제화”되는 요소는 

좌측전위와 달리 그 발화의 초점알 수도 았으며 따라서 일차강세를 가질 수 

도 있다 36 다음을 보라. 

(21) Nu-u/ /Galja/( …) “ Annu Kareninu"-to ty videla? (Z131) 

‘Well/ /Galja/ (…) “ Anna Karenina"(acc.) did you see?’ 
[이탤릭 필자첨가] 

“화제화”되는 요소가 초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은 영어에서 it-cleft 구문 

을 WH-cleft 구문으로부터 변별시키는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 기존이 

론들은 예 컨대， “ It was John who won the game."과 “The one who won the 

game was John."을 비교하면서 이 두 구문이 통일한 심충구조를 갖는 것으 

로 보아 왔다. Gundel (1977: 126-127) 또한 전자가 후자의 우측전위적 변 

형인 것흐로 본다. 이에 반해， Prince (1 978a)는 전자에서는 누군가가 게엄 

에 이켰다는 정보가 이미 알려진 사실로서 전제될 뿐이지만 후자에서는 그 

것이 청자의 의식 속에서 활성화되어 주어진 정보로 받아들여진다는 차이 

를 갖는다는 점을 들어 이 두 구문이 별개의 것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알려진 사실과 활성화되어 주어지는 청보 사이에 실질적요로 큰 차이가 있 

는 것일까? 알려진 사실로 전제되는 것은 활성화과청율 거칠 필요없이 자 

통척으로 주어진 청보로 취급된다는 점이 다롤 뿐 결국 주어진 정보로 취급 

36 러시아 구어에서는 “ Kasu posmotrite. ‘Look at the kasha(acc.)."’ 대신에 규벙 
어에서는 비문법적으로 취급되는 “ KaSa posmotrite. ‘Look at the kasha(nom.)."’ 
도 가능한데 이 경우 “kaSa"가 초점인 점을 감안할 때 이것도 광범위하게는 “화 
제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화제화”에서도 주격유형올 인청하는 셈이 
된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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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가 아닐까?37 이 두 구문 간의 차이는 알려진 사 

실과 주어진 정보 간의 간격보다는 오히려 “화제화”에서 찾아져야 한다. 이 

둘은 척어도 부분척으로 중복되는 전제， 즉， “주제”롤 공유하되 상이한 “화 

제”를 갖는다. 다음올 보라 38 

(22) a. John won the game • Who won the game? 

[I suppose somebody won the game.] 

b. The one who won the game was John. • Who won the game? 

[1 know somebody won the game but 1 don’t know who it was.] 

c. JOHN won the game./lt was JOHN who won the game. 

•- Who won the game? [I know somebody won the game but 1 

don’t know if it was John or someone else.] 

[[ ] 속에 들은 것은 답변자가 추론하는 질문자의 의도를 의미 

함] 

동일한 (실제) 질문인 “ Who won the game?"oll 대해 (22a, b, c) 의 모든 
답이 가능하지만 그 구체적 전제에 따라， 즉 청자의 해석에 따라 선택되는 

답의 유형은 달라진다. 통상 누군가 이긴 사람이 있음을 전제할 뿐인 (22a) 

와 달리 (22b)와 (22c)는 반드시 누군가 이긴 사람이 있음을 전제한다. 그 

러나 (22c) 의 답발화는 (수사학적 기법으로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담화 

첫머리에서는 사용될 수 없는 반면， (22b)에서 답에 해당하는 발화는 이 점 

에 대해 중립척이다. 이러한 차이는 이 둘에 있어서 이긴 사람의 존재라는 

통일한 전제가 상이한 통기에 의해 구축된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22c)의 경우 그 존재는 기왕의 담화에 의해 구축된 담화전제 내에 존재하 

기 때문에 전제되어지는 반면， (22b) 에서의 그 존재는 우선척으로 그것이 

“화제”이기 때문에 전제되어진다. 그 존재가 전제되지 않고는 그것A로부터 

37 Carlson (1983: 3장)과 Prince (l 978a) 에서 “주어짐성”과 “알려짐성”이라는 
용어들은 상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Carlson에서는 전자는 화제 (theme)를， 후 

자는 “새로움성”의 반대를 의미하므로 it-cleft 구문의 전제부분은 “주어진” 것이 
긴 하지만 반드시 “알려진” 것은 아닌 반면， Prince에서는 “주어짐성 "01 “새로움 
성”의 반대로 간주되므로 it-cleft 구문의 전제부분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반드시 
“주어진” 것은 아니께 된다. 용어상의 이러한 격차는 야틀을 구분시키는 것이 자 
의척엄올 간접척으로 시사한다. 

38 예 (22)는 러시아어에도 통일하게 적용된다. 다음올 보라. 
a. Pobedil Ivan‘ 

b. Tot, kto pobedil - eto Ivan. 
c. IV AN pobedil.jEto Ivan pobedil. 
영어의 예와의 유얼한 차이는 (a)에서 어순이 바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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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할 수없다 39 

(22b)와 (22c)는 각기 대풍문에서 “A((뉴스차원에서) 주어진 청보)는 

B(새로운 정보)이다”와 “B(새로운 정보)는 A(주어진 정보)이다”에 해당 

한다. 일반척으로는 주어진 청보로부터 발화를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 

로 (22b)는 그런 면에서 중립척이다 40 반면， (22c)와 갈이 새로운 청보로 

부터 발화를 시작할 때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음율 보라. 

(23) a. Who was the murderer? -The murderer was the butler. 

b'. Who was the murderer? Was it the butler or someone else? 

- The BUTLER was the murderer. 

b’. Who was the murderer? -The murderer was the butler. 

WHO? - The BUTLER was the murderer. 

어떤 식을 취하거나 새로운 정보인 “ the butler"가 초점을 받는 것은 마찬가 

지이다. 그러나 (23b' )에서처럼 “ the butler"의 대조척(즉， 배타대립적) 성 

격이 부각되거나， (23b") 에서처럼 되풀이되어 발화될 경우 응답자는 초정 

인 “ the butler"를 “화제화”시킴으로써 이를 강조코자 한다. (22c)에서 

“John"의 “화제화”도 그 배타대립적 성격에 기언한다. 

결론척으로， it-cleft 구문은 담화적 필요에 의해 초점을 “화제화”시킨다 

는 점에서 좀더 중립적 인 WH-cleft 구문으로부터 구멸된다. 그러나 상이한 

“화제” 구조를 갖는 두 구문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통일한 “주제”를 갖는 

다는 사실은 “주제”와 “화제”가 별개의 차원의 것엄을 다시 한번 업중해 

준다. 

4.5. “은/는”에 대하여 

위의 예 (23a) , (23b)의 답발화들은 우리말에서 각기 “은/는”과 “이/가” 

로써 구멸된다: 

(24) a. 살인자는 집사였다. 

b. 집사가 살언자였다. 

본 논문은 우리말에 대한 본격척 연구를 다루기엔 한계가 있지만 “은/는” 

39 여기서 존재라 함은 바깔세상에서의 존재가 아니라 의식 속에 들어있는 파일 
의 존재를 의미한다. 예컨대， 일각수는 바깔세상에는 폰재하지 않지만 화자의 의 

식 속에는 파일로서 존재할 수 있다. 
4。이것은 문체적으로 중립척이고 상대방에 대한 고려를 중시하는 성인들의 언어 
에서는 보펀척 현상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련이들의 언어에서나 표현력 강화 
기제수단으로서는 새정보가 종종 구정보를 선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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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는 본 논문의 취지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간략하게나마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위의 예 (19a") , (19b")에서 “우리 딸들”은 좌측전위로서 “주제물”을 신 

호하는 반면， (19a")의 “그애들”과 (19b")의 “우리”는 “화제”이다. 그렇다 

면 (1 9a")의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말을 다룬 많은 저술들이 

“은/는”올 화제표지로 본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19a")와 (19b")를 구별 

할 수가 없게 된다. 필자의 견해로는 (24a)의 “살인자”와 (24b)의 “집사” 

는 둘 다 “화제”이므로 “은/는”은 더이상 “화제”표지가 아니다. 그렇다면 

일본어의 wa에 대한 Kuno (1972)의 견해처럼 “은/는”을 구청보를 신호하 

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그러나 이 경우， 예컨대， “철수는 말했다: ‘나는 

바뻐"’가 간접화법화하여 “철수는 자기가 바쁘다고 말했다"가 될 때 “은/ 

는”이 구/신정보와 관계없이 (대조의 경우만을 제외하곤) “이/가”로 대치 

되는 것올 효과척으로 설명하기 힘들다(Kuno 1972: 290-291올 보라). 더 

구나 “은/는”은 대조의 의미를 띨 수도 있다. 다음을 보라. 

(25) a. 준이는 어떤 애야? -준이는 밥을 잘 먹어. 

b. 누가 밥을 잘 먹어? -준이가 밥을 잘 먹어./밥은 준이가 잘 먹어. 

c. 밥은 누가 잘 먹어? -밥은 준이가 잘 먹어.;준이가 밥은 잘 먹어. 

d. 준이는 어때? 밥은 잘 먹어? -준이는 밥은 잘 먹어. 

위 예에서 “은/는”의 용법을 살펴 보면， (25a) 의 “준이는”과 (25b)의 

“밥은”은 버대조척 “주제물”을， (25c) 의 “밥은” 대조척 “주제물”을， (25d) 

의 “준이는”은 버대조적 “주제물" “밥은”은 대조적 “주제물”을 신호한다. 

즉， “은/는”은 대조적으로도， 비대조적￡로도 사용되지만 어느 경우에나 

“주제물”을 신호한다. 특기할 점은 (25d)에서처럼 “은/는”이 두번 사용될 

때 첫번째 “은/는”은 비대조척， 두번째 “은/는”은 대조적a로 사용되며 두 

번째 “은/는"01 사용된 지시체는 부수척(혹은 이차척) “주제물”이라는 사 

실이다 41 “은/는”이 “주제물”올 신호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기법상 의도척 

인 경우 외에는) (진술체)담화의 첫 발화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도 입충된다. 담화의 시작으로 “한 소녀가 꽃병을 쨌다"는 가능하지만 “한 

소녀는 꽃병을 쨌다"는 매우 부자연스럽다. 첫 발화는 “주제”를 갖지 봇함 

올 상기하라. 화측전위가 “주제(물)"에 대한 구문론척 신호라면 “은/는”은 

그것의 형태론척 신호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확측전위척 메타발화를 

통반하는 “마샤/냐는 그녀를 사랑해"의 경우에 *“마샤는 냐는 그녀를 사랑 

41 예 (19a")와 (19b")에서 “은/는”이 붙는 “우리”도 이차척 “주제물”로 흘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차척 “주제물”은 화측전위라는 메타진술에 의해 신호되는 포괄 
척 “주제물”인 “우리 딸들”에 비하면 위계상 한 단계 아래에 해당한다. 



“주제”와 “화제” 93 

한다"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한펀， 후행발화에 통지시체가 없는 좌측전 

위의 경우에는 “은/는”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책상은 다리가 흔들린다" 

를 “이 책상/다리가 흔들리네"와 비교해 보면 전자의 경우에는 후자에 존 

재하는 휴지와 억양적 독립성이 부재함을 알 수 있다. “은/는”이라는 “주제 

(물)"표지 형태소가 또 다른 표지들의 존재를 불필요하게 하기 때문이다. 

결론적￡로， 화측전위는 메타발화척， 구문적 “주제(물)"표지인 반면， “은/ 

는”은 발화내적， 형태적 “주제(물)"표지로서 이 둘이 상호보완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맺는말 

여지껏의 논지에서 필자는 기존의 화제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주제”와 “화제”로 분리시켜 보아야 할 당위성을 역설하였다. 본 논문은 

“주제”와 “화제”에 대한 본격적인 개념 정립이라기 보다는 이를 위한 일종 

의 기초공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논제 

들 중 다수는 다분히 제안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많은 논의가 요구되어진다. 담화내 각 차원에서의 “주제”틀 간의 연계 

성 문제， “주제”와 “화제” 간의 상관성의 유형， 그리고 이컷들과 화행양르 

와의 관련성 등도 본 논문에서 논의되지 못한 앞으로의 과제들로 남아있다. 

본 논문의 이러한 습작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에게 “주제”와 “화제” 

의 별개성이 인지되었다면 그것으로 본 논문의 취지는 일단 달성된 것으로 

여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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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me" and “Topic": 
The Concept of Topic Revisited 

In Young Lee 

Since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various chal

lenging theories have been proposed for the concept of topic. Generally 

speaking, topic has been viewed either on the basis of aboutness or on the 

basis of givenness. The weakness of both approaches lies not simply in the 

confusing uses of the terminology. The more serious problem lies in the fact 

that they cannot show effectively the dìfference between “ As for our 

daughters, we are proud of them," and “ As for our daughters, them we are 

proud of." 1 presume that much of the problem can be solved if we accept 

the fact that a speaker and a hearer can have different aboutnesses an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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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ìvennesses and that topìc ìs not only a matter of connectìng one utterance 

wìth the other utterance(s) ìn a dìscourse but also a matter wìthìn one 

utterance. Resortìng to these assumptìons 1 suggest to splìt the establìshed 

concept of topìc ìnto two subconcepts workìng on dìfferent levels, ì.e., 
“ theme" and “ topic". 

“Theme" ìs temporarìly defìned as a proposìtion(or propositions) that se

mantìcally connects the utterances to preserve the coherence of the dis

course. Thus, it is primarìly a matter of ìnterpretatìon or reconstruction 

f rom the hearer’s viewpoìnt. “Topic" ìs temporarily defined as an object-fìle 

that a speaker intends to actìvate in hìs consciousness as the psychologìcal 

and lìnear starting poìnt of hìs future utterance. As a proof of my theory 1 

expound in chapter 4 on left dislocatìon, partìcularly wìth the Russìan oral 

data. Typology and dìscourse functìon of left dislocation are studied in de

tail. The analysìs is supported by the comparìson wìth right dislocation on 

the one hand and wìth “ topicalìzation" on the other. In the course of the 

discussion are also revìewed briefly such polemìcal problems as presupposi

tìon and focus ìn question, the spatiotemporal expressions in exìstentìal 

utterances, and the functìon of “ nin" and “ka"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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