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러시아어의 대조화제와 ‘화제성’* 

송 은 지** 

1. 서론 

본 연구는 현대러시아어에서의 대조화제 (contrastive topic)의 개념과 그 표 

현 및 의미적 특성에 관한 것으로 그 개념적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화제성 

( topichood)’이란 개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특히 대조화제와 대조초 

점을 비교 고찰하고 그 공통 의미자질인 대조성을 살펴봄으로써1) 화제와 초 

점에 관한 기존의 불연속적인 범주적 개념화가 부적당함을 보일 것이며 화제 

성이 여러 차원의 자질들로 구성된 것임을 주장함으로써 원형 (prototype)이론 

(Rosch 1978)과 더 부합하는 개념임을 주장할 것이다. 

대조화제라는 연구주제는 러시아어의 화제구조(thematic structure) , 정보구 

조Gnformation structure) , 어 순 등에 관한 많은 FSP(Functiona1 Sentence 

Perspective) 관련 연구에서 단지 화제의 한 종류로서 2) 국부적， 피상적으로만 

* 이 논문은 2005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홍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 (KRF -2005-041-NJJ1많). 

** 서 울대 학교 노어 노문학과 교수. 
1) 본 연구에서는 아직 통일된 용어가 존재하지 않기에 화제/초점( topic/focus)을 일관 

성있게 사용할 것이다. 또한 화제 개념에 대한 기존의 연구 개관은 생략하기로 한 

다(용어의 혼란과 화제에 대한 여러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Song 1997 참조). 

2) 러시아어는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문법관계적 
층위에서만 사실일 뿐 화자의 의도와 담화구조 혹은 소통의 인지적 역학관계와 같 

은 화용적 차원에서 조정， 통제되는 것으로 화제 (topic)-초점 (focus)의 화제구조 및 

알려진/주어진 정보(old/ gi ven information)-새로운 정보(new information)의 정보구 

조에서의 분절과 배열이 이와 관련하여 연구되었다. 화자가 어떤 것에 관하여 말하 

려고 하는 그 무엇이 화제이고 그 화제에 관해 말하는 바가 초점 혹은 평언 

(comment)으로서 화제 는 대 개 알려 진 정 보 혹은 맥 락상 추론 가능한Cinferable) 정 

보이고 초점은 새로운 정보 혹은 화제와 관련하여 새롭게 그 관련성이 알려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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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되었뀔 뿐， 러시아어학에서 독립적인 연구주제로서는 깊이있게 다루어지 

지 못했다 .3) 러시아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고정된 svo의 떠순이 무표적 

인 영어의 경우 화제화구문( topicalization)이나 분열문(cleft sentence) , 좌측전 

위 Oeft-dislocation) 혹은 우측전위 (right-dislocation), 운율(pros(서y) 등이 화 

제-초점을 변별하는 주요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한국어의 껑우 화제 혹 

은 대조화제는 주로 특정 조사 ‘은/는’을 동반하는 요소라고 알려꺼 왔고 이는 

특히 초점을 표지하는 조사 ‘이/가’와의 상관관계 하에서 연구되하는데 화제와 

초점 조사 모두 문장주어를 표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용적 차원과 문법적 

차원이 구별된다.4) 이처럼 화제 초접 표현에 영어가 운율， 구문삭 수단을 활 

용하고 한국어가 형태론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무표적인데 반해， 러시아어 

는 화용론적 요구에 민감하게 조종되는 어순을 가진 언어로 알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어 어순에 의해 대조화제와 대조초점이 그 의 111 적， 화용적 

특성에 맞게 도상적으로 표지됨을 보일 것이다. 펼자는 본 연구판 통해 대조 

화제란 개념이 화제 개념 자체에 대한 연구에 상당한 정도의 통판력을 줄 수 

있음과 동시에 화제-초점의 이분법적 구도의 연구와 그것을 바당으로 한 기 

존의 러시아어 어순 원리가 재고되어야 함을 지적할 것이다. 

발화에서 정보의 핵인 초점은 근원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조섣 을 함의하기 

라 규정되어 화제-초점의 어순이 소위 문법적으로는 자유 어순인 러시아어의 화용 

적인 어순 지배 원리이며 나아가 언어 보편적으로 그같은 화용적 어순 원리가 적용 

됨이 널리 인정되었다. 인지적 측면에 주목하여 화자-청자의 의사소통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지식집합의 변화로써 러시아어 어순을 설명하는 모델도 제시되었는데 

(Yokoyama 1986), 이 경우 화제는 화자， 청자 상호적인 현재 관심사이 속하는 요소 
로 설명원다는 점에서 단지 ‘얄려진’， ‘주어진’ 정보파고 규정지은 것에서부터 진일보한 것으 

로보여진다. 

3) 러시아이학 분야에서는 어순에 대한 관심이 선행하고 화제라는 개념 C 어순을 설명 

하기 위해 펼요하였기에 이 개념 자체가 독자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조화제 자체에 대한 연구는 화제의 정의에 대한 오랜 논란에 

밀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거니와 개별적 소사， 접속사 둥에 대한 써휘적 화제표 

지에 대한 연구에서 부수적으로 언급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이같관 방법론과 대 

조적으로. 일반언어학에서는 화제라는 개념이니 대조성 자체의 개념이 심도깊게 논 

의되어 왔다(아래 참조). 

4) 일본어의 경우 ‘은/는’에 해당하는 형태소는 ‘wa’, ‘이/가’에 해당하는 행태소는 ‘ga’임 

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은 그 화용적 기능이 거의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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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조화제는 화제성과 초점성을 가지며 무표적 화제와 비교하여 이중의 대 

조집합을 함축한다는 점에서 정보적 공헌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아래 참조)， 

대조초점 역시 정보적 위상에서 화제와 비슷하게 한정성을 지닌 담화지시체 

를 가진다는 점에서 화제성을 보유한다. 이처럼 대조성이란 개념은 화제와 초 

점의 연결고리로 작용하여 화제 초점의 이분화의 오래된 신화에 대해 재검토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대조화제와 대조초점은 이종적 (hybrid) ， 유표적 개념 

이지만 문두성과 무표격의 표현형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화제성’ 혹은 ‘초점 

성’이 범주적 개념보다 실재에 가까움을 시사한다. 화제-초점의 이분화는 주 

어 술어의 문법적 분절과 동형인 화용적 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난 허구로서 실제 담화 화용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신 정도성을 

지닌 그리고 다양한 차원의 자질로 구성된 ‘화제성’이란 개념이 보다 언어현 

실에 부합함을 보이고자 한다. 더욱이 화제의 원형적 화제와 주변적 화제의 

연속선상에서 대조화제는 대조초점과 더불어 화제와 초점의 원형에서 멀어져 

있지만 대조성의 의미자질을 공유하기에 그 두 개념의 연속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어의 대조화제 표현에 있어 어휘적 방법은 대조화제의 여러 표현형 

가운데 일부일 뿐이며 이미 기존의 연구를 통해 많이 다루어졌다，5) 펼자는 

본 연구에서 대조화제의 어순적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며 더불어 소위 

“화제주격(lIMeHlITe JlbHbIH TeMbI)"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변밀히 검토하고 그것 

을 통해 표현되는 담화적 개념의 정제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대 

조성， 대조화제， 대조초점 등의 상호연관성과 그것이 함의하는 분절적이고 배 

타적인 화제라는 개념과 반대되는 다양한 차원의 자질로 복합적으로 구성된 

원형이론에 부합하는 화제성의 개념을 주장할 것이다，6) 

5) 필자는 이미 기존의 연구 및 졸고에서 러시아어의 접속사 및 담화， 양상 소사와 같 
은 주변적 보조어 (CJIYlI<eÕHhle CJIOBa)들이 대조적 화제를 표지하는 기능을 가짐을 보 

였다(송은지 2001;2004) , 러 시 아어 에 풍부하게 발달한 소사들은 그 다의 성 (polysemy) 
과 수의성 (optionality)으로 인해 실체나 정체성이 모호한 주변적 요소로서 취급되어 

왔지만 이들은 화자의 발화의도 및 담화계획을 파악하고 담화를 조직하는 데 불가 

결하다 더욱이 적지 않은 소사 및 접속사의 담화기능이 화제 및 정보구조와 관련 

되어 나타날 뿐 아니라 종속적인 접사(c1itic) 적 성격을 띠면서 다양한 범위의 화제 

를 표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6) ‘초점’이라는 용어의 여려 의미와 용법에 관해서는 Valludví & Engdahl( 1996)을 참 

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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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조화제’와 ‘대조초점’ 

2. 1. 대 조성 (contrastiveness) 

대조성의 개념은 고전적인 수사법에서부터 효과적이고 설득린있는 말의 기 

술인 대초법으로서 활용되어 왔기에 그 개념의 의미론적 규정보다 훨씬 먼저 

널리 사흡되었다고 하겠다. 대조법이란 수사는 구술성과 구술문화를 핵심적으 

로 대표하며 속담， 민담 등의 구전문학에서 널리 사용되었고 평-사적 동형성 

(isomorphism)을 토대로 한 평 행구조는 그 자체가 인간의 기 억 윤 돕는 효율 

적 장치이면서 인간 사고구조의 원형적 특성을 지닌다，7) 대조꾀제란 개념은 

이처럼 매우 일상적인 언어와 사고의 토대 위에 있다고 보여진다，8) 

대조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의미론적 정의는 Bolinger(196J )의 대조강세 

kontrastive stress), 대조악센트(contrastive accent)라는 연구주 꿰 덕분에 본 

격화되었는데 이 연구에서 대조성의 언어적 표현의 중요성이 낀지되기 시작 

했다. 그는 대조성이란 개념이 일반적인 단떤에 다양한 정도로 IE 재되어 있다 

는 점을 주장하는데 발화의 ‘의미적 핵 (semantic pe밟)’과 광의의 대조성의 근 

원적 상호연관성을 주장함으로써 초점이란 개념의 내재적 대조성에 주목했다 

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가령 Let' s have a picnic이란 1관화에서 소풍 

가는 행위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가능한 다른 행위들(대안)과 더재적이고 암 

묵적인 대조관계를 형성하고 이같은 정도성의 개념이 좁혀지면사 대조강세라 

는 표현힘을 지니게 된다고 주장한다. 대조성이 정도성을 지닌 개념인 것은 

분명하지만 언어적 표현형을 갖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좁혀질 펠요가 있다는 

7)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말은 해야 맛이고 고기는 언|어야 맛이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킨다’， ‘인생은 길고 예술은 짧다’와 같은 대조간 우리의 언어 

속에 편재하며 이들은 주로 대조화제를 가진다. ‘불휘 기픈 남간 바라매 아니 윌째 

꽂 묘코 여름 하나니/ 새미 기픈 므른 가마래 아니 그출째 내히 이 1얀 바라래 가나 

니‘라는 잘 알려진 용비어천가의 첫 구절 역시 오묘하고 심오한 대 갚적 의미를 내 

포한다， 

8) 언어에 편재된 일상적 메타포의 구조를 연구딴 Lakoff & JohnsonO케이의 경우 그 
들의 지향적 메타포는 ‘A는 B이고(인 반면)， c는 D이다’(‘좋은 것쉰· 위이고 나쁜 

것은 아래다’와 같이)와 같은 대조적 명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 갚성은 단지 수 

사의 분제가 아니라 인간사고의 근원적 문제파고도 볼 수 있을 것이나. 



현대러시아어의 대조화재와 ‘화재성’ 177 

것은 결국 언어학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는 대조성은 언어적 표현형을 지닌 

대조성임을 역설한다. 

Bolinger와는 대조적으로 Ha11iday(1967)의 대조성은 ‘기대되는 혹은 진술되 

는 대안에의 예외적 반대’라는 협소한 개념으로 규정되었고， Chafe(1976)에 와 

서야 체계적으로 대조성이 정의된다. Chafe는 세 가지 조건을 대조성의 필요 

조건으로 내세우는데 첫째， 화자， 청자가 어먼 배경적 지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 둘째 대안들(a1tematives)의 대조집합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 셋째， 

어떤 대안이 참인지를 단언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화제， 평언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대 조성 의 의 미 적 기 준을 제 시 한다. 가령 Who made the hamburgers? 

에 대 한 답으로서 의 Rona1d made the hamburgers(Rona1d에 문장강세 ) 란 발화 

에서 화자와 청자가 누군가가 햄버거를 만들었다는 배경적 지식을 공유하여 

전제된 지식이 같고 여러 가능한 대안의 햄버거 제조자， 가령 {로널드， 메리， 

짐} 가운데 로널드가 선택되어 단언되었다면 이 발화는 대조초점을 지난 것으 

로 보는 것이다.9) 

Chafe는 이처럼 대조성이 새로운 정보가 아닌 주어진 정보에 대해 유한한 

대안으로 구성된 대조집합에서 하나의 요소가 선택되어 단언되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가장 본질적인 대조성의 필요조건을 제시한다고 판 

단된다. 이 정의가 가장 보편적이면서 대조성의 본질적 정의에 근접함은 그 

이후의 대조성 정의틀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감지된다. 가령 Vallduví & 

Vilkuna(1998)는 그들 나름의 차별된 대조성 개념인 ‘kontrast’를 설정하여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들은 어떤 표현 a가 대조적이면(kontrastive) ， 

대조집합 M=L，a，.J 이 생성되고 그것이 양화적 영역으로서 의미적 연산에 사 

용된다고 주장한다. 가령 ]ohn introduced BILL to Sue란 발화에서 BILL이 

대조적이변 대조집합 ={Bill, Karl, Mark}가 생성되는데 이 집합은 맥락적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가령 ’존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던 사람들‘의 집합과 같이). 

9) Lambrecht(1994)가 적절하게 지적하듯이， Chafe의 대조성 개념 정의의 문제점은 

대조초점과 (무표적)초점 사이의 언어적 표현형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다. 즉， 화자의 청자의 지식세계에 대한 가정과 배경지식의 공유에 대한 전제가 언 

어적 표현형에서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Lambrecht의 이런 비판은 영 

어와 비교하여 어순변이가 섬세하게 화제-초점구조를 반영하는 러시아어의 경우에 

는 적절하지 않다. 아래에서 보듯이 대조초점은 무표적 초점과 비교하여 구어체 

러시아어에서 전치되거나 무표격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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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정체확인 대조성(identificationa1 kontrast)'과 ‘배타적 대 3: 성 (exhaustive 

kontrast)’은 각각 아래 (1), (2)와 같이 정의된다. 정체확인 대조성은 가령 John 

이 누군가(x)를 Sue에게 소개했다는 명제가 참이라면 John이 l3i1l을 Sue에게 

소개한 명제가 참이라는 논리이다. 배타적 대조성은 여기서 한 젤음 더 나아가 

대조성이 배타성을 함의하므로 이와 다르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리-리이다. 전자 

는 앞서 보았던 Chafe의 정의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후자는 보다 협의의 대조 

성이면서 무표적인 대조성이란 점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센다. 

1) 정 체 확 인 대 조성 Gdentificational kontrast): 
if M={a,b,c} and P(xEM) , then P(a) 

2) 배 타적 대 조성 (exhaustive kontrast): 
if M ={a,b,c} and P(xEM), then -'P((y':::M) ;é a)) 

Vallduví & Vilkuna(1998)는 또한 대조화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 

정의는 위 배타적 대조성에 끈접한다. 

3) 대 조화제 (thematic kontrasU: 
if M={a,b,c) and P(a), then P ’ ((y::M) 낯 a)) 

위의 (3)은 어떤 대조집합 구성원 둘이 서로 다른 자질을 까져야 화제적 

대조， 즉 대조화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필자의 견해로는 이는 대 

조화제의 무표적 경우라 할 수 있지만 정의 자체는 아니다. 대조성의 핵심은 

Chafe(19í'6)의 견해대로 배경적 지식의 공유 및 대안들로 구성펀 대조집합의 

형성 가능성과 그 대조집합의 대안 가운데 하나가 선택되어 단깐되어야 한다 

는 점이디. 이를 광의의 대조성이라 한다면 협의의 대조성은 여끼에서 더 나 

아가 대조집합의 대안들이 서로 다른 자질을 가져야 한다는 껏으로 이것이 

보다 원형적이고 무표적인 대조성 개념인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다른 자질의 

서술은 어디까지나 대화적 함축(conversationa1 implicature)의 잎-제라 할 수 

있다. Vallduví & Vilkuna(1 998)는 초점에 대해서는 정체확인 태조성을 적용 

하지만 대조화제에 대해서는 배타적 대조성을 적용함으로써 일관·성을 결여하 

고 있다. 대조집합의 대안 가운데 하나가 화자에 의해 선택되어 자질을 부여 

받는 경우 그 자질이 동일 대조집합의 다른 대안들의 자질과 다르다는 것은 

대화적 함축의 문제이지 대조성을 규정하는 의미는 아님을 다음익 예문을 통 

해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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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a) 一 너 미샤， 마샤와 인사했니? 

4b) - 미샤와는 인사했어. 

4c)- 미 샤와는 인사했어 . 마샤와도 나중에 인사했다. 

5a) - B비 n03HaKOMHnHCb C MHWeW H Mawew? 

5b) - C MHWeW ~ n03HaKOMHnaCb, 

5c) - C MHmeW ~ n03HaKOMHnaCb, A C Cawew ~ n03%e n03HaKOMHna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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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록 (4a)에 대 한 응답으로 (4b)는 미 샤와는 인사했지 만 마샤와는 인사 안 

했다는 함축의미를 담고 있으나 (4c)처럼 마샤와도 인사했다고 덧붙인다 하 

더 라도 어 색 하지 않다. 상응하는 러 시 아어 의 예 (5a)-(5c) 역 시 마찬가지 다. 

즉 ‘취소가능성 (defeasibility)’이 존재함은 자질의 차별성이 대조화제의 경우 

필요조건이 아닌 대화적 함축이 란 점을 시사한다. 결국 대조화제， 대조초점 

모두 무표적으로는 배타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대조성 자체의 정의의 문제라 

기보다 대조성의 화용적 맥락에 의한 해석이라 하겠다，10) 

필자는 대조성의 개념을 정도성을 지난 것으로 파악하고자 하며 가장 현저 

한 인지적 위상을 지니는 원형적 (prototypical) 대조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고자 한다. 첫째， 다원적 대립 (multiple opposition) 이 아닌 이원적 대립 (binary 

opposition)을 형성하여야 한다. 이원적 대립은 다원적 대립보다 기억에 대한 

부담이 적고 인지적으로 현저하게 각인되기 때문이다. 둘째， 대조집합 구성원 

인 대안들이 선행 문맥 (co-text)에 나타나거나 어휘적 반의어이거나 직시소와 

같이 보편적으로 그 대조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셋째， 대조화제인 경우 그 

각각에 대해 서술되는 자질은 어휘적 반의어 관계이거나 맥락에서 반의어 의 

미로 사용된 경우로 보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예들을 들 수 있다. 

10) 이같은 맥락에서 ‘초점소사(focus partic1e) ’ 혹은 뼈aTH3aTOp’로 알려진 TonbKO, 腦e ，

HMeHHO, H, CaM 동의 어휘가 대조성을 나타낼 뿐 화제， 초점에 공히 쓰일 수 있다는 

51Hl<o(2001:53-61)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보인다(아래 참조)， 아래 예문들에서 통상적 

으로 초점소사로 알려진 소사가 실제 화제절을 표지함을 억양과 맥락에서 감지할 

수 있다(51HKO 2001) , 

a) TOJlbkO nocne CMepTH Mao H apeCTa ero %eHbI / 113H nony'lwn B03MO%HOCTb 

pe떠lH30BaTb CBO~ Me'lTy 0 npeoõpa3oBaH싸1 KHTa~ ， 

b) l\u:e nocne CMepTH Mao H apeCTa ero %e뻐 / 113H He nony빼 B03MO뼈OCTb 

pe떠lH30BaTb CBO~ Me'lTy 0 npeoõpa30BaHHH KH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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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매맞은 사람은 발뻗고 자고 때린 사람은 발 오므리고 잔다. 
7) (그들은 시험 어떻게 쳤니?) 그는 합격했고 그녀는 낙방했다. 
8) Talent, Mr. Micawber has; capital Mr. Micawber has not. 

(Dickens, Carlson 1983에 서 재 인용) 

9) Bbl lI<eHaT, a 51 XOJlOCTOH. 
‘당신은 결혼했고 나는 총각이 다.’ 

야몹슨익 유표/무표성의 이원대립이 그러하등 이원화는 인간언서 뿐 아니라 

사고구조에서 원형적 대립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야몹슨이 주목텐 문법구조의 

이원대립이 유무대립 혹은 결핍대립이라는 형태를 가지며 유표， 무표 범주의 

포함관계콸 보인다면， 인지적 측면에서 대조성이 더 현저한 형태는 둥가대립 

(equipollent opposition)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상반관계 (contr따Y 퍼lation) 혹은 

모순관계 (contradictory relation)를 형성하는 대립구조라 하겠다↓중대립이 대 

조성의 현저성에서 뒤떨어지는 이유는 상반관계나 모순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기표; 하다. 결국 인간의 사고구조의 기본적 대조성은 이원간 등가대립임 

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대조성판 여러 차원에서 발견될 수 있는 깨념으로 가령， 어휘익미면에 대조 

성이 내재된 보편적인 경우와 문화상대적인 경우， 그리고 맥락/상황의존적인 

경 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동， 서 , 남， 북}， {하늘， 땅}， {남자， 여 자}， {길다， 

짧다}， {선， 악} 등은 보편적인 대조집합을 형성하는 경우라 한다넨 {툴스토이， 

도스토웹스키}， {여당， 야당}， {민주당， 공화당}， {서울， 지방}， {남한， 북한}， {고 

구려， 백제， 신라} 등은 문화상대적인 혹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이 대조집합을 

구성하는 예라 할 것이다. 직시소(deixis) 혹판 재귀대명사 등은 이휘의미 자체 

에 지표성이 두드러진 경우라 하겠는데 이것 (this ， 3TOT) , 저것 (tha::， TOT)의 대 

립， 자신의 것 (CB。꺼)과 타인의 것 (qyll<o외)의 대 립， 나와 너/당신의 [11 립 등은 언 

어보편적으로 지표성 Gndexicality)에 의한 대조성을 내포하는 이춰요소라 할 

수 있다. 

언어보편적인 대조성이나 문화상대적인 대조성은 문맥에 의한 대조성과 비교 

하여 화자， 청자의 의식 속에서 그 현저도가 떨어진다. 이는 Prin떠(1981)가 분 

류한 정보펴 종류에서 전자가 추론가능한 정보에 분류되는 것이라면 후자는 텍 

스트적으로 환기된 정보란 점에서도 그 주어 짐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동 

시에 담화의 국부적 차원 선형적 차원에서의 지배력이 전체 차윈보다 보편적 

으로 강하지 때문이기도 하다. 지시적 거리가 화제의 코드화(codin 딘)에 주는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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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에 대한 Givón(1983)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문맥에 의한 대조성은 단기기 

억에서 현저한 위상을 지니므로 대조성의 정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겠다. 

대안들의 대조집합의 열림성 정도와 연관하여서도 대조성의 정도성을 살펴 

볼 수 있다. 실제 대조성이란 개념은 Bolinger(1961)가 초점에 대해 내재적으 

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듯이， 화제에 대해서도 어는 정도 내재된 개념이 

다. 화제란 개념이 화자의 관점이입과 관계되듯이 모든 사건서술 발화에서 화 

제의 선택은 경쟁하는 화제후보들 집합에서 이루어진다. 즉， 화자에 의한 화제 

의 선택은 임의적일 수 없고 화자의 계획된 담화전략과 발화의도에 근거한 것 

이라 한다면 모든 화제는 담화에서 가능한 다른 대안화제들 집합을 환기시키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초점의 대조성이 초점의 단언성 (assertion)과 맞 

물려 담화 전개상 전경화되는데 반해 화제의 대조성은 화자의 담화의도와 함 

께 전제되고 배경화된다. 초점의 대조성과 마찬가지로 화제의 대조성 역시 정 

도성을 지니는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가장 넓은 대조집합을 불러오는 경우가 

총칭구문(generic sentence)이고 그 언어적 표현이 대조화제 혹은 화제를 나타 

내는 표현형을 사용한다는 점 그리고 화제와 대조화제의 문법적 표지가 대부 

분의 언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음은 의미섬장하다(아래 참조). 

2.2. ‘대조화제’와 ‘대조초점’의 개념적 변별성 

대조성 개념이 많은 경우 혼란을 불려일으키는 원인은 앞서 Bolinger(1961 ) 

가 지적했듯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초점이 대조성을 함의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대조성의 개념은 초점과 내재적으로 연결되고 이로써 대조화제 역 

시 초점성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므로 화제와 초점 개념의 혼란이 불가피해진 

다. 더욱이 화제와 초점을 각각 알려진/주어진 정보 새로운 정보와 동일시하 

는 대부분의 FSP이론에서 대조화제의 초점성과 대조초점의 정보적 한정성이 

함의하는 화제성은 개념의 혼동을 가져왔다. 그렇지만 Larnbrecht(1994)가 적 

절하게 지적하듯이 담화지시체 (discourse referent)와 정보Onfonnation) 차원을 

구별하여 후자는 명제적 차원에서 작용하기에 가령 다음과 같은 문장의 대조 

초점 혹은 극성초점 (polarity focus)은 알려진 담화지시체이지만 새로운 정보라 

고 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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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lTO BacJI. a He neu. 

‘이 사람은 바샤가 아니라 빼짜이다.’ 

11) -- OH yexaJl? 

-- lla, yexaJl / HeT, He yexaJl. 

‘-- 그가 떠났니? 응， 떠났어/ 아니， 안 떠났어.’ 

12) The pipes are rusty. 

13) -- 너 이 책 샀니? 
- 사기는 샀지만 원지는 않았어. 

위 예문들은 모두 대조초점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미 닦화상 소개된 

두 행위 가운데 하나가 대조적으로 채택되므로 새로운 정보는 닦화지시체 차 

원이 아니라 그 관계적 측면이다. (10)은 바샤나 빼짜로 지시되 E 지시체 사 

람은 알려진 정보이지만 어떤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진술에서 그 일을 한 

사람이 후자라는 단언은 관계적으로 새로운 정보라 하겠고 이 문장이 만약 

직시적 정체확인 문장에 쓰인 경우라 하더라도 지시체에 대한 전보는 새롭지 

않지만 지금， 이 장소에서의 이 사람이 빼짜라는 단언은 관계직 으로 새로운 

정보다. (U) , (12) , (13)은 소위 극성초점 혹은 ‘verum focus':Vallduví & 

Engdahl 1996)로서 긍정과 부정의 두 관계 까운데 하나가 선택되 는 문장이다. 

여기서 새로운 담화지시체는 없지만 새로운 정보는 존재하는데 이는 긍정과 

부정 가운데 어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화자의 단언이라 하겠다. 특히 예문 

(13)은 극성초점과 대조화제가 공존하는 경우라 하겠다. 이처럼 대조초점은 

일반적인 초점에 비해 CD 즉 담화전개에 있어서 새로운 사실 익 정보의 전 

달에 의한 공헌도11)는 다소 낮다고 보이지만 결코 새로운 정보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영어의 경우 극성초점은 종종 do라는 동사로 대 i 되기도 하며 

(예문 (14)) , 보통 강세를 동반하지 않는 대병사에 초점강세가 놓이기도 한다 

(예문 (15) ). 

14) We went to Canada to leam English and leam it we DID. 

15) -- VVho does John ’s mother like? 

-- John ’s mother likes JOHN/HIM. 

11) Communicative Dynamism(CDl은 Firbas(1966)에 의 하면 발화의 정 펴전달적 측면 

에서 어떤 언어요소의 공헌 정도에 따라 계랭화될 수 있고 어순은 CD의 위계에 

따라 낮은 요소로부터 높은 요소로 배열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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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초점과 일반적인 무표적 초점은 모두 한정적 정보위상을 갖기에 정보공 

헌도가 낮은 반면， 대조화제는 무표적 화제와 비교하여 그 복합성 (complexity) 

으로 정보적 공헌도가 높다. Chafe(1976)는 대조화제를 ‘대조의 초점 (focus of 

contrast)，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대조화제가 보유하는 대조성 자질이 초점성을 

함의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대조화제는 이 초점성으로 인해 종종 새 

로운 정보를 지닌 초점과 혼동되기도 한다. Car!son(1983)은 대조화제를 오래 

된 정보 대신 ‘새로운/오래된’ 정보와 같은 복합적 개념이라 보았고 ‘레마적 

(rhematic)’이라 규정하여 혼란을 일으키기기도 한다.12) Rooth(1996) 또한 대조 

화제가 초점의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데 Rooth는 초점의 기능을 대안들을 

환기시키는 대조의 개념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개념적 혼란， 즉 대조성과 초점성의 동일시， 대조성과 새로운 정보 

의 동일시는 Vallduví & Vilkuna(998)에 의해 분명히 정리된다. 즉， 그들은 

초점성(그들의 ’rhematicity ’ 13))파 대조성(’kontrast’)의 유무에 의해 [十대조성; 

+초점성 J ， [-대조성， +초점성]， [+대조성초점성]， [ 대조성초점성]의 가능 

한 조합을 설정하고 이들이 각각 대조초점， 초점， 대조화제， 화제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았다. 대조성과 초점성이 상호 함의하기 쉽기 때문에 대조화제는 마 

치 화제와 초점 중간의 모호한 개념으로 비춰지지만 대조성과 화제/초점성의 

구별은 특히 특정 형태소로 화제， 초점을 표지하는 한국어나 일본어의 경우 

보다 분명해진다. 대조성을 어휘의미적으로 나타내는 ‘만(only)’과 화제/초점 

조사， 즉 ‘은/는’， ‘이/가’와의 결합은 모두 가능하다. 

12) 화제 화구문에 의 해 표지 되 는 대 조화제 의 화용적 기 능에 대 해 Car!son(1983)은 다 

음과 같이 해석규칙을 제시한다: 

‘화제부의 구성성분이 레마적(초점적 - 필자)이다(A constituent in the topic position 
is rhematic)’. 

이는 Carlson의 뒤따르는 ‘초점화제화(focus topicalization)'란 용어와 마찬가지로 매우 

혼란스럽다. 하지만 실제 공통분모는 이들 모두 대조성을 나타낸다는 것으로 화제자 

리， 즉 문두위치가 대조성을 불변적으로 나타낸다고 하겠다. 이는 러시아어의 경우에 

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Carlson 1983, 아래 참조). 

13) Vallduví & Vilkuna(1 998)가 rhematicity라고 부른 이유는 focus란 개념이 이미 대 

조성을 함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라 보이는데 본 논문에서는 초 

점을 ‘평언’， 즉 의사소통을 정보적으로 진전시키는 새로운 정보라는 ‘평언’의 의미 

로 사용하기에 그냥 초점을 일관되게 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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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Only John came home. 

17) 철수만은 집 에 돌아왔다. 
18) 철수만이 집 에 돌아왔다. 
19) TO.nbkO I1saH f?'// np뻐ëJl IlOMoil、

‘이 반만은 집 에 왔다.’ 

20) np때해 야Moil f?'// TO.nbkO I1saH、
‘이 반만이 집 에 왔다.’ 

21a) neT!I npOHrpaJl, sac!I npOHrpaJl, H TO.nbkO BaH!I、 B뻐rpaJl. 

(flH I<O 2001에서 재인용) 

‘빼짜도 지고 바샤도 지고 바냐만이 이겼다’ 

21b) neu npOHrpaJl, sac!I npOHrpaJl, H TO.nbkO BaH!lf?'// B뻐rpaJl'\::). 

(flH I<O 2001 에 서 재 인 용) 

‘빼짜도 지고 바샤도 지고 바냐만은 이겼다.’ 

억양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영어에서는 (16)과 같이 하나로 표현되지만 대 

조화제와 대조초점은 한국어의 경우 각각 (17), (18)로， 러시아어꾀 경우 (19), 

(20)으로 표현될 수 있다. (17)에서는 예를 들어 절친한 친구들의 집합인 {철수， 

영희， 민수} 가운데 철수만은 집에 돌아왔다는 의미로 다른 친구 털-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함축의미가 나타나는 반면 (18)에서는 누군가가 집에 헐-아왔다는 사 

실이 전제되고 이틀 철수의 친구들 집합 구성원 가운데 바로 철수만이 집에 돌 

아왔다는 의미이거나 혹은 문장 전체가 초점으로 작용한다. 두 문장이 담는 명 

제적 지식의 차이는 거의 없지만 전제와 단언이 다르다는 점에서 그리고 ‘만 

(only, TOJllbKO)’으로 표지되는 대조성의 의미젝 작용 범위가 화제니 초점이냐의 

차이로 두 발화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려시아어의 경우는 (9) , (2이처럼 화제 

와 초점을 어순과 억양으로 나타내고 대조성은 TOJIbK。에 의해 표핸될 수 있다. 

예문 (21a)-(21b)는 구어체 러시아어 담화에서 어순이 아닌 억양 ~~j 로만 대조화 

제와 대조초점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로서 (21a)가 비분절문으로 TOJlbKO가 BaIDl 

의 대조성을 표지하지만 절 전체가 초점으로 기능한다고 하면， (낀 lb)는 TOJlbKO 

가 대조화제를 표지하는 발화로서 대조화제와 대조초점이 공존하는 발화의 예 

다. 결국 끼존의 초점소사로 알려진 요소는 실제 대다수 대조성 표지일 뿐으로 

이것은 초점만이 아니라 화제와도 결합 가뜰하다. 대조성과 초선성의 개념적 

혼란은 이 두 개념의 의미적 연관성 때문이라 하겠는데 초점은 넓 판 의미의 대 

조성을 함의하고 대조성은 또한 대조집합 환끼와 단언적 요소 때분-에 초점성을 

어느 정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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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의 경우 역시 대조화제와 대조초점은 종종 억양의 도움으로 변별된다. 

화제화라 알려진 구문적 화제 표현형은 실상 대조초점도 올 수 있다는 점에 

서 ‘화제화’란 개념의 혼란이 불가피해진다.14) 아래 (22a)는 대조화제를， (22b) 

는 대조초점을 보이는 예문으로서 피상적으로 동형의 통사구조는 서로 다른 

화용적 구조로 변별된다. 더욱이 운율면에서 대조화제는 하강-상승음조 악센 

트(fall-rise pitch accent) <(l (L+H*)로， (대조)초점은 고조의 악센트(high pitch 

accent)인 (H*)로 나타나기에 다르게 실현된다. (22b)는 실제 영어에서 대조 

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향이다(Carlson 1983). 

22a) Beer 1 [LIKE]f(Vallduví & Vilkuna 1998에 서 재 인용) 
‘나는 맥주는 좋아한다’ 

22b) [BEER]f 1 like(Vallduví & Villωna 1998에 서 재 인용) 
‘나는 맥주가 좋다(나는 맥주를 좋아한다)’ 

러시아어의 경우 역시 대조화제와 대조초점은 상승조와 하강조라는 서로 다 

른 운율로 실현되지만 문두로 전치될 때 대조성이란 의미자질로 중화되는 어 

순을 보인다. 펼자는 대조화제와 대조초점이 무표적 화제와 무표적 초점과 비 

교하여 볼 때 그 간극이 좁혀진다고 본다. 이는 나아가 화제-초점， 알려진 정 

보-새로운 정보의 화용적 구조의 배타적 이분화가 갖는 허구를 드러낸다. 대 

조화제와 대조초점의 기본적 차이는 화제， 초점의 차이를 기본으로 한다. 즉， 

화제만이 그 존재가 전제되며 초점만이 단언되고 부정범위에 들어간다는 일반 

적 사실을 대조화제와 대조초점도 일관성 있게 가진다. 다만 대조화제와 대조 

초점 모두 지시체의 정보적 위상에서 알려진 혹은 추론가능한 정보를 가진다 

는 점에서 공통되고 두 개념 모두 대조성으로 인한 단언성 혹은 초점성을 함 

의한다는 점에서 화제성과 초점성을 겸비한 복합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다 

만 대조초점은 대조화제와 달리 발화상대자의 기대나 전제를 수정하거나 반론 

을 제기하는 성격을 띤다. 이에 화자의 강조된 억양과 정서성 (affect) 이 대조초 

점 과 공존하기 쉽 다 15) 

14) Car!son(1983)은 가령 (22)와 같은 대조초점이 화제의 자리로 온 발화를 가리켜 ‘화 

제화된 초점 (topicalized focus)’이라 불렀는데 이는 모순어법처럼 들리면서 화제와 

초점 개념의 혼동을 불러일으킨다. 

15) 대조성이란 개념이 대안들로 구성된 대조집합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복수의 가능 

성 가운데 하나의 선택은 선택되지 않은 대안에 대한 부정 (negation)을 함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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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맥락의 도움이 없는 답화의 첫 발화에서 하나의 문장 안씨 다수의 초 

점은 가능하지만 다수의 화제는 다소 어색하게 들린다. 아래 예뭔들에서 보듯 

이 화제는 방향설정 혹은 ‘맞 다는(anchoring) ’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하 

나의 절이나 문장 안에 다수의 화제가 공존하는 것은 어색할 뿐 아니라 청자 

의 효과적인 정보처리에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23)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에 샀니? 
-- 메리가 어제 책방에서 소설책을 사천 원에 샀다. 

-- ?메리는 어제는 책방에서는 소설책뜬 사천 원에는 샀다. 

(Lee 1999에서 재인용) 
24) -- KTO KOMy 4TO aaëT? (니TO npOl-!CXOmn‘ 3aeCb?)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니? (무슨 일이야?)’ 

_. Mama aaëT MHme MaTpëmKY. 

‘마샤가 미샤에게 마트료쉬차를 준다.’ 

대조화재， 대조초점 모두 대안들의 대조집합을 환기시킨다는 E 에서 그 개 

념적 복합성이 중복된 사용을 기피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단수으 대조화제와 

대조초점은- 맥락이 조성되면 공존할 수 있지만(위 예문 (21b) 깎조)， 복수의 

대조화제 혹은 대조초점은 하나의 절이나 문장 안에 공존하기 힘델다. 더욱이 

복수의 대조초점과 비교하여 복수의 대조화제는 그 가능한 사용 맥락을 상상 

하기 더욱 힘들다.16) McCoy(2003)가 지적하듯이 대조화제 A가 X의 자질을 

가진다는 단언은 A가 대조집합 {A, B. C .. J의 존재를 전제하고 그것을 환기 

시킴과 동시에 그 서술되는 자질 X가 {X. Y. Z .. J 대조집합을 화용적으로 함 

이 부정이 발화상대자에게 투시될 때 논쟁적 어조를 동반하게 마련이다. 대조초점 

으로 작용하는 부정은 종종 상대방의 기대에 대한 부인(denial of expectation)과 언 

어적 수단을 공유하므로 상대방의 기대나 가정에 대한 화자의 반박': contradiction) 

을 함축하기 쉽다. 대조화제 역시 그것이 서술사건 차원이 아닌 발화사건에서 발화 

상대자탈 사이의 발언권과 연관되어 언어적 공격의 형태를 띠는 것이 가능한데 특 

히 대화체 발화에서 문두의 소사 a가 그러하다. 

16) 가령 대조초점의 복수성은 다음과 같은 맥람에서 가능하리라 여겨진 다. 
- 순이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면서? 

- 아니야， 순이는 행정고시에 응시했지만 낙방했어. 

{사볍고시， 행정고시}， {합격하다， 낙방하다}， {응시하다. 합격하다} 팡의 대조집합 

이 형성되기에 ‘행정고시’， ‘응시했지만’， ‘낙방했다’ 모두 대조초점에 속할 수 있다. 

복수의 대조화제가 가능한 맥락은 생각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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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한다. 즉， 대조화제는 화제의 대조성 뿐 아니라 초점에서의 대안들의 대조 

성을 대화적 함축을 통해 나타낸다는 점에서， 즉 이중의 대조집합을 환기시킨 

다는 점에서 대조초점보다 한층 더 복합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복수의 대조화 

제를 병치함은 정보처리에 있어서 극도로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담화상 명시적으로 나타난 정보는 아니라 하더라도 추론가능하거나 친숙한， 

혹은 정체성파악이 가능한 정보는 화자의 입장에서 청자에게 주어진 정보라 

가정되면서 대조화제로 실현될 수 있지만 진정 새로운 정보는 대조성을 획득 

하기 힘들다. 야콤슨의 유표성 이론의 특성 가운데 유표적 범주끼리의 중복을 

피하고 상보적으로 분포된다는 원리는 여기에도 적용된다. 새로운 정보와 대 

조성의 유표적 의미， 화용 범주끼리의 결합은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 

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화자， 청자 모두의 현재 관심사에 있거나 단기적 기억 

저장에서 주의가 집중된 ‘초점적(in-focus) ’ 정보(Gundel， Hedberg, Zacharski 

1993)의 요소 역시 대조화제로서 기능하기 힘들다. 이미 주어진 요소라 할지 

라도 대조화제가 되기 위해서 다시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데， 대조화제는 절 

대 생략될 수 없고 대명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유표적 강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인지 속에서 당연시되는 요소가 아닌 다시 한번 활성화되는 

요소로서 유표적 표현형을 갖는다. 

대조화제와 대조초점의 화용적 기능의 본질적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 화제 

는 무표적 화제， 즉 연속화제 (TeMa -llaHHOe , continuous topic) 2} 비교하여 정보 

량이 많고 대조초점은 무표적 초점과 비교하여 새로운 정보전달량이 적다. 대 

조화제는 무표적 화제， 특히 연속된 화제와 달리 담화 상에서 절대 생략되지 

않는다. 대신 발화의 모두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전경화된 화제의 위치를 선점 

한다. 대조화제는 연속화제와 비교하여 정보공헌도(CD)가 높다고 한다면 대 

조초점은 무표적 초점， 즉 새로운 담화 지시체를 도입하는 초점보다 정보 공 

헌도가 더 낮다는 점에서 이들 간에는 다음과 같은 CD위계가 설정될 수 있 

다. 초점은 그 단언성으로 인해 존재가 전제된 화제와 비교하여 정보적 초점 

성이 높다는 일반적 원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25) (연속)화제 < 대조화제 < 대조초점 < (새로운 정보)초점 

대조화제와 대조초점의 개념적 복합성이 이들의 정보적 특성과 연관됨은 

정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중요한데 대조집합을 환기시키는 대조성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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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미 단수가 아닌 복수의 대안 개체(자질)를 설정하는 과정꽉 동반하기에 

낮은 CD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보량이 없따고 할 수 없다. 특 피 대조화제는 

화제의 선택에 있어 대조집합의 존재를 전제하지만， 즉 대용적으로(anaphoric) 

작용하지만， 대조화제의 서술부 초점은 역대용적으로(cataphoricl 대조성을 대 

화적으로 함축한다는 점에서 그 복잡성이 한층 더하다. 

3. 대조화제의 형태， 통사적 표현 

러시아어의 대조화제는 종종 한국어와 같뜬 형태소의 도움을 반는 언어와 달 

리 불변적 표현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쉽다. 하지만 힌균어의 ‘은/는’ 

혹은 일본어의 ‘wa’ 역시 대조화제 뿐 아니라 무표적 화제의 중띤적 구현형임 

을 감안한다면，17) 또 앞서 보았던 화제화구분이 대조초점에도 사생-펌을 고려하 

면 대조화제 자체의 불변적 구현형을 언어보편적으로 찾기란 쉽지 않다. 러시 

아어의 대조화제는 다의적인 소사나 접속사와 같은 어휘적 표현펠 통해， 대조 

초점은 영어의 분열문과 비슷한 화용적 효과를 갖는 3TO 초점구-딘으로18) 나타 

낼 수 있는 것이 잘 알려져 있지만 어순과 연관된 논의는 활발하지 않았다.19) 

17) Kuno(1972)의 ]ohn kissed Mary라는 문장의 네 가지 분류는 다음파 같다: 
a) 화제 표지 : Speaking of Maη， ]ohn kissed Maη. 
b) 대조표지: As for ]ohn, he kissed Mary.(but Bill didn ’ t) 
c) 배타적 나열 (exhaustive listing): Only ]ohn(no other person) ki"sed Mary. 혹 
은 It was ]ohn, who kissed Maη. 

d) 중립적 기술(neutral description): (What happened next?) ]ohn kissed Mary. 
이 가운데 은/는 혹은 일본어의 wa라는 형태소는 위 (a), (b)에 사용 띄는 반면， 이/ 
가， 혹윤 일본어의 ga는 (c) , (d)에 사용된다. 

18) 가령 3TO He OH nHcan 3Ty KHHry와 같은 예에서 3TO 다음의 요소가 초점적 정보라 
하겠다. 영어의 분열구문과 비슷하게 대개 대조초점에 속하는 요소가 이 구문으로 

표현된다. 

19) 언어보면적으로 보자면 대조화제는 대조초점과 마찬가지로 운율(prosody)이 가장 

비중의적인 표현형이라 생각된다. 영어의 대조화제는 B엑센트 혹은 LH*라는 무표 

적 화제보다 강한 상승억양의 운율적 특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껴시아어의 대 

조화제의 경우 운율적 특성은 별도의 심층적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시만 화제 내에 

서도 그 운율적 특성은 무표적 화제와 비교하여 다르다. 가령 Y ok Dyama( 1986)의 
‘제 1유형의 억양’이라 알려진 /1Jνn HL 억양에서 화제에 속하는 깨.H/n의 운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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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어순으로 살펴본 대조화제의 위치적 특성과 그 위치의 격 중 

화성(“화제주격")을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조화제의 문두성을 주장할 

것이고， 초점의 상대적 어순 유동성과 구어체 담화에서의 정서적 억양과 동반 

된 전치 (preposing) ， 즉 특정 레지스터에서의 초점의 문두지향성을 논함으로써 

실제 문두위치나 무표격(격 중화)이 대조화제 혹은 대조초점의 공통된 표현이 

자 대조성으로 연결된 화제와 초점이 중화되는 표현형임을 주장할 것이다. 대 

조화제의 표현형 연구를 통해 필자는 화제라는 개념의 범주적 정의보다 ‘화제 

성’에 기초한 복합적 정의가 더 언어현실에 부합됨을 주장할 것이다. 

3. 1. 문두성 

문미 뿐 아니라 문장강세를 동반하면서 문두로 전치될 수 있는 대조초점과 

달리 대조화제는 생략이 불가능하고 문미에서 혹은 문장의 중간에서 거의 실 

현되지 않는다. 더욱이 대조화제는 우측전위구문의 반화제 (anti -topic) 위치에 

서는 절대로 실현되지 않는다. 우측전위가 사후생각(afterthought)과 비슷하게 

알려지고 복구가능한 정보의 화제에 적용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Larnbrecht 1994)‘ 우측전위는 결국 대조화제의 상대적으로 높은 CD 및 그 

개념의 복합성과 어울리지 않는 표현형임을 시사한다. 

26) He lived ìn Africa, the wizard. 
27) 3TO B ropone OCTaHoBKa • TO. 

‘그것은 도시에 있지요， 그 정거장 딸이에요’ 

대조화제의 생략이나 문미 실현을 막는 인지적 동인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대조화제의 강화된 방향설정 기능 때문이다. 대조초점과 달리 대조화제는 역 

대용적으로 대조화제와 더불어 초점의 암묵적 대조성을 함축하기에 이중의 

특성은 ‘하강조(down step)’라 알려져 있다. 맨 처음의 통사결합체 (syntagme)의 상 

승조가 가장 강하다는 것으로 이는 문두위치의 운율적 변별성을 시사한다. 본 연 

구에서는 대조화제의 표현형으로서의 운율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겠다. 또한 대조 

성의 보다 분명한 어휘적 구현 가령 소사， 접속사 도입어 (BBOLlHble CJIOBa)에 대해 

서도， 대명사의 특수한 내러티브 맥락의 대용어 기능(Kresin 1998)에 대해서도 논 

하지 않을 것이며 영어， 한국어 등 언어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수한 구문적 장치 

인 분열문(cleft sentence) 역시 논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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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집합을 환기시킨다(McCoy 2003). 대조화제와 대조초점은 대조성을 공유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조화제가 초점성을 함의하고 대조초점이 정보면에서 

화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호 배타적인 개념이 아님은 앞서 핀하였다. 하지 

만 대조초점과 달리， 그리고 무표적인 화제냐 초점과 달리 대조화제는 이중의 

대조집합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대조화제가 문미에 실현된다핀 방향설정 기 

능이 상설되고 정보처리 과정에서 상당한 비효율성이 초래된뎌 대조화제는 

Vallduví & EngdahH1996)이 말한 화제， 즉 ‘토대 (ground) ’ 가운 깨 ‘말미 (tail)’ 

에 선행하는 ‘연결 Oink)’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초점의 정보가 븐-류되는 기준， 

즉 인텍스파일의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화제 뿐 아니라 초점 끽 대조집합도 

대화함축적으로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무표적 화제， 무표적 연젤과 구별된다. 

이처럼 대조화제는 인지적 현저성이 가장 두드러진 문두에서 빙향설정 역할 

을 수행한다. 이와 비교하여 연속화제는 생략가능하고 대명사로 나타날 경우 

문두 다음의 문장 두 번째 위치를 접하는 정향이다.때) 

28) KapTona/KapTony OH He eCT.(Yokoyama 2005에 서 재 인용) 

‘ 그는 감자는 먹 지 않는다(고구마는 먹 눈다)’ 
29) IfflleH OH JlJ06I1T, HO K .nlll(JlN OH paBHOil)'meH. 

(KOBTYHOBa 1976에서 재인용) 

‘그는 이념은 사랑하지만 사람들에겐 무심하다.’ 

30) CaN OH 3Toro He Clle.llaeT. 

‘그는 혼자서는 이것을 못 해낼 것이다’ 

31) OTlIe.nbHoro Y Hac HeT H311aHHJJ.(Yokoyama 2005에서 재인용) 

‘우리에게 별쇄본은 없다.’ 

32) -- y Te6~ IIX MHoro, IlBe '1è!pHble OIlHa l5e .lla~. 

‘너 그것들(가방) 많아 검은 것 두 개와 흰 것 하나.’ 

-- Be.noA Y MeH~ Bo0611(e HeT CYNKH.(J1al1TeBa 2003(1976)에서 개인용) 

‘펜 가방은 내게 없어.’ 

33) A 3e.n엉Hyll Tμ I<Ylla Ile.ll TeTpallb ?(HHI<O 2001에서 재인용) 

(탁자 위에 복수의 노트가 놓여있던 상황에서) ‘너 녹색 노E는 어디다 

뚜었니?’ 

위의 단순한 구어체 발화 예문들은 대조화제와 연속화제의 상대적 어순을 

20) 문장 뚜 번째 위치는 일반적으로 전접소사(enc1itic partic1e)의 자리 1친서 빠른 속도 

의 구어체 발화에서 대명사 연속화제는 대조화제 뒤에서 분명하지 잖게 종속되어 

발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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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가장 무표적 경우이다. 예문 (28)에서는 가령 {감자， 고구마}， {먹는 

다， 안 먹는다}의 이중의 대조집합이 설정 가능하고， 예문 (29)에서는 문맥상 

{이념， 사람}， {사랑하다， 무관심하다}의 이중 대조집합이 설정되며， 예문 (3이 

은 caM의 어휘의미적으로 내재된 대조성으로 인해 {혼자서， 다른 사람과 같 

이}， {못 해내다， 해내다}의 이중적 대조집합이 설정된다. (31), (32), (33)은 대 

조화제가 일부는 전치되어 문두에 나머지 부분은 원래의 문법적 어순을 고수 

하여 문미에 나타나는 경우로서 구어체 러시아어의 어순적 특징의 하나인 원 

거리 어순을 보인다. (31)은 대조집합 {정본 별쇄본}과 서술부에서의 대조집합 

{있다， 없다}의 이중적 대조집합을 나타내고， (32)의 경우 문맥상 {흰 가방， 검 

은 가방}， {있다， 없다}의 이중의 대조집합이 환기된다. (33)은 탁자 위에 여러 

색깔의 노트북이 놓여있는 경우 상황맥락적으로 대조집합이 형성되고 그 중 

다른 색의 노트북은 그대로이지만 녹색 노트북이 없어진 경우 자연스럽게 발 

화될 수 있다. 이들 예문들에서 모두 대조화제의 문두 전치와 연속화제의 후 

치가 나타나는데 이는 레지스터와 무관하게 보펀적으로 나타난다. 

대조화제는 연속화제와 그 화제적 성격이 다르다. 앞서 전자는 후자와 비교 

하여 CD가 높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담화주제성 (thematicity)은 낮으며 주 

로 국부적 차원의 화제로서 기능한다. 대조화제가 연속화제에 선행하여 문두 

성을 지향하지만 거시적 차원에서의 담화주제로의 접근성은 더 낮다고 보이 

는데 이는 연속화제의 안정적인 담화주제성이 문두위치를 대조화제에 양보했 

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대조화제는 익숙한 혹은 주어진 정보지만 그것이 위치 

한 발화에서 새롭게 등장한 화제라는 점에서 전환된(shifted) 화제인 것이 보통 

이다. 더욱이 구조적 측면에서 대조화제가 연속화제보다 하위화제 (sub-topic)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두성이라는 하나의 코드자질로써 화제성을 일 

방적으로 진단 혹은 평가할 수 없다. 

대조초점은 중립적 어순에 따라 초점의 자리인 문미에 실현될 수 있지만， 

구어체에서는 종종 정서적 강세를 동반하면서 전치된다. 정서적 억양은 또한 

대조초점의 기능이 주로 발화상대자， 즉 청자의 잘못된 혹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교정(correct)하거나 반박(contradict)하는 기능을 가짐과 연관된 

다. 더욱이 화자 중섬적인 사고는 구어체 러시아어 어순에 종종 반영되는데 

화자의 인지구조에서 전경화된 요소가 문두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아래 예문 

(34)-(37)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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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BbI CJIHOO [‘o B03bMHTe OapeHbJl,(J1HKo 2001에 서 재 인용) 

(식탁에서) ‘살구챔 가져가세요.’ 

35) BOT xpaCHoe ,1\aWTe rro*aJlYWCTa MHe NOJIOxo , (Yokoyama 2005에 서 재 인용) 

‘여기 붉은색 우유를 내게 줘.’ 

36) -- Koro OH 60Jlbrue ~6HT ， Bac HJlH TY 6a6yruKY? 

‘그가 누굴 더 사랑해? 당신 아니면 저 할멈?’ 

-- na*e He 3HalO, HO OH Ty To*e ot{eHb ;~106HT líalíy.xy , 

(narrTeBa 2003(1976)에 서 재 인용) 

‘당최 모르겠지만 그가 그 할멈도 무척 좋아해.’ 

37) ^ rOJIOoy N1iTb He 6y ,1\eM, 6Y,1\eM Ha,1\eoaTb .arrot{xy, rroMHHrub y Hac TaM B 

MOCKBe ruarro t{KH eCTb TaKHe , (narrTeBa 2003(1976)에 λ 1 재 인용) 

‘머리를 닦지 않고 모자를 쓸 겁니다. 거기 우리 모스크바에 그 선 모자들 

이 있잖아요’ 

예문 (34)의 경우 식탁 위에 같이 앉아 있을 때 여러 종류의 샘이 있는 경 

우 자연스럽게 대안들의 집합이 의식 속에 자리잡게 된다. 예문 (35) 역시 식 

탁 위에 여러 색의 우유가 놓여있고 이 가운데 하나， 즉 빨간 색 우유를 달라 

는 것으로 대조집합이 발화상황에 의해 설정될 수 있는 경우다. 이들은 모두 

대조초점 가운데 의미적 핵심이 되는 수식어가 전치되어 문두에 나타나고 핵 

어는 뒤에 남는다. 예문 (34) , (35)의 경우 문두 다음의 위치에 놓→이고 문두는 

명령의 화행이란 초점과 관련된 발화상대자나 발화사건에서의 쥬’:의를 환기시 

키는 직시소(deixis)가 차지함은 대조초점이 어디까지나 초점부페 속하기에 

화제부의 발화직시소와 비교하여 후치될 수 있음을 보인다， (36)역시 대조초 

점이 연속화제 다음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절대적 문두위치는 아 」다. 대조초 

점은 대부분 상황맥락적 혹은 담화맥락에서 이미 나타난 혹은 진제된 요소란 

점에서 새로운 지시체를 도입하는 대신 기존의 지시체들간의 시 로운 관계를 

그 정보적 핵으로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1) (37)은 디| 조초점이 병 

렬되어 하나는 문두에 하나는 무표적인 문미 위치에 나타나는 경우이다. 

앞서 대조화제가 연속화재보다 선행하는 어순이 무표적인 러시아어 어순임 

을 살펴보았다. 그것과 비교하여 대조초점은 구어체에서 문두를 지향하는 어 

순을 보이되 연속화제와의 상대적 어순에서 후행하는 어순을 보임은 의미심 

21) 필자는 여기서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문두위치냐 아니냐의 문제보다 앙대적으로 문 

두성을 얼마나 가지느냐의 지향성의 문제가 러시아어 어순 변이에시 고려할 문제 

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여 ‘푼두성’을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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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다. 즉， 대조화제의 문두성은 방향설정적 역할， 즉 이중의 대조집합 함의 

와 연관되기에 정보처리의 효율성에서 불가결하다고 한다면， 대조초점의 문두 

성 혹은 문두지향성은 특정 레지스터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의 초점 선택 

에 대한 지시를 주고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정보전달의 강조와 연관된다 

는 점에서 정서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대조초점 전치는 연속화제의 문두성 

을 손상시키지 않고 보존하는 방향으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전치 혹은 도치된 

어순이지만 대조화제는 그 심층적 위치가 본래 문두라 할 수 있다. 

더욱이 대조화제의 어순이 정서적 억양의 영향을 덜 받는 것， 즉 문두성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는 것과 비교하여 대조초점은 대조화제가 존재하는 한， 문 

두로 전치가 불가능하다. 대조초점은 문두성을 지향하되 문두위치 뿐 아니라 

동사 앞， 화제 뒤에 보다 자유롭게 위치할 수 있다는 것은(King 1995) 두 개 
념에 내재한 대조성의 근원적 차이와 그 표현수단의 차이에 기인한다. 적어도 

대조화제는 초점 혹은 대조초점보다 뒤에 놓일 수 없고 화제의 다른 부분에 

선행함은 러시아어에서 대조화제가 통사적 수단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함을 함 

의한다. 이와 상대적으로 대조초점은 구어체 러시아어에서 어순의 유동성과 

운율을 더 적극 활용한다(J1ameBa 2003(1976)), 결국 대조화제의 문두성과 대 

조초점의 문두성은 전자가 레지스터에 상관없이 불변적이고 내재적인 심층의 

문두성임에 반해， 후자는 특정 레지스터(구어체)에서의 유표적인 억양을 동반 

하는 후천적 혹은 이차적 어순이라는 점에서 보완적， 수의적인 표현형이라 할 

수 있다. 즉， 연속화제가 대조화재에 후행함이 논리 적 어순의 징후라면 대조초 

점의 전치와 운율적 특성은 정서적 비중립성 혹은 유표성을 드러낸다는 점에 

서 서로 다르다. 더욱이 대조화제가 존재할 때， (대조)초점이 문두로 전치될 

수 없음은， 혹은 대조화제와 전치된 (대조)초점이 문두위치를 두고 경쟁관계에 

놓인 상황에서는 대조화제가 문두에 놓이는 원칙이 일관성있게 지켜진다는 점 

은 대조화제와 대조초점의 피상적인 어순적 동형은 절대로 동일하게 해석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절대적 문두성이건 상대적 문두성이건， 내재적 문두성이 

건 수의적 혹은 이차적 문두성이건 이들의 중화현상은 결국 ‘대조성’의 문제로 

수렴된다. 대조라는 의미자질은 화제와 초점이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자질로서 

화제-초점의 배타적 이분화가 갖는 허구를 드러냄과 동시에 두 개념 사이에 

흔종적 개념인 대조화제와 대조초점이 실제 화제-초점이 연속션상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화제， 초점의 하부개념 이상의 의의를 갖는다，22) 

대조화제는 정언판단(categorical judgement)에 속하는데 이는 제언판단(thetic 



194 러시아연구 제 17권 채2호 

judgement)과 달리 명명의 행위와 서술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냐타나는 이중 

의 판단이다(Kuroda 1972). 따라서 대조화제는 제언판단에 속하늪 현장발화문 

이나 존재도입문， 제시문 등으로 실현될 수 없으며 러시아어의 젠우 동사전치 

의 어순윷 가질 수 없다. 아래 예문 (38) , (39)는 일반적인 제언딴단의 어순으 

로 한국어의 주어 혹은 초점조사 ‘이/가’가 나타나는 맥락이다. (:39)와 비교하 

여 (40)은 이반의 존재나 출현이 아니라 그의 행위에 대한 서술에 초점이 오 

는 경우다. 

38) fillèT llOJl<llb. 
‘비가온다.’ 

39) B KOMHaTy Bomèn 찌BaH. 
‘이반이 방으로 들어왔다.’ 

40) I1BaH Bomèn B KOMHaTy(a Mama Bhlmna H3 KOMHaT비/ H yBHllen Mauy). 
‘이반은 방으로 들어왔다(그렇지만 마샤는 방에서 나갔다/ 그래고 마샤를 

보았다).’ 

러시아어의 경우 정언판단은 화제가 초점에 선행하며 대조화제익 경우 그 문 

두성이 강화되는데 대조화제의 가장 광범위한 경우를 필자는 ‘총칭구문(generic 

sentence)’으로 보고자 한다. 총칭구문은 언어보편적으로 화제를 나타내는 경 

우와 언어적 설현이 동일한 경향이다(Lee 1996). 한국어나 일본어의 경우- 화 

제표지， 대조화제표지， 총칭구문의 화제표지는 모두 동일한 조시 ‘은/는’ 혹은 

‘wa’를 사용한다. 대조화제와 총칭구문의 연관성은 대조집합의 떤림성 정도에 

서 가장 판， 즉 대조집합 구성원들 사이의 꽁통분모가 가장 모호판 경우가 결 

국 총칭구문이 됨을 시사한다. 러시아어의 경우 화제(주어)가 갚점에 선행하 

는데 대조화제는 초점이나 다른 화제에 문뚜성을 양보하지 않는다. 총칭구문 

(41), (43) 모두 일반적인 화제를 갖는 구문과 근본적으로 다르시 않다. 총칭 
구문이 회-제-초점의 어순인 반면， (42) , (44)과 같은 현장발화둔은 존재문과 

22) 대조화제와 대조초점 혹은 초점 모두 문두성을 내재적 혹은 수의적으희 가칠 때 이들 
공통의 화용적 기능은 MacWhinney(1977)가 말하는 ‘주의적 초점 (atten liona1 focus)’이 
라 할 수 있다 주의적 초점은 물론 어순의 유동성이 덜한 영어의 경뚜 문두성 혹은 

어순에서의 출발점의 효과가 더 크다고 보이지만， 러시아어의 갱우 역사 문장의 출발 

은 화자의 사고나 서술사건에 대한 관점의 제시일 뿐 아니라 화자 입장에서 청자가 

주의를 집중해주길 주문하는 요소인 것이다. 화제라는 개념의 무표적 셔순인 문두성은 

이미 내재적인 초점성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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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형태소나 어순 표현형을 가진다는 점에서 대조화제가 나타날 수 없는 

맥락이다. 

41)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42) 여기 이제 우리 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3) Me4Ta OÕ~3aTenbHO ocymecTB~eTC~. 

44) BOT Terrepb ocymecTBn~eTC~ Hama Me4Ta! 

화제나 대조화제가 특정 형태소에 의해 실현되는 한국어에서 무표적 화제 

와 대조화제가 공존하는 경우 후자는 오히려 문두성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인 

다. 결국 화제 사이의 어순은 의미적 화용적 범위에 의해， 즉 뒤따르는 서술 

부가 유효한 범위 설정이라는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45) 김 교수는(i) 학생들에게는(ii) 인기가 있다.(하지만 동료에겐 인기 없다) 

46) 나는(i) 필기시험은(ii) 합격했다.(하지만 면접에는 떨어졌다/아직 변접은 

보지 않았다) 

47) 팔기시험은(i) 냐는(ü) 합격했다.(하지만 그 사람은 떨어졌다). 

예문 (45)는 김 교수의 성격적 특성에 대한 평가란 점에서， 예문 (46)은 화 

자가 치른 시험의 결과보고란 점에서 (47)은 필기시험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결과 비교란 점에서， 각 발화에서 선행 화제(i)가 후행하는 것에 비교하여 더 

큰 프래임으로 작용하고 담화화제적 성격을 띠는데 반해 화제 (ii)는 선행 화제 

의 프래임 안에서 비교되는 대상이란 점에서 대조화제가 무표적 화제에 뒤따 

르는 어순을 보인다. (46). (47) 두 예문은 동의적으로 보이지만 그 화용적 의 

미는 다르다. 여기서 한국어의 경우 문두 다음의 화제， 즉 문장 중간의 화제 

가 대조성을 띠는 경향이 있다는 Lee(l999)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화제끼리의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와 보이지만 한국어의 경우 화용적 범위(주 

제 적용 범위)와 대조성에서 문두성을 고수하는 것은 러시아어와 달리 범위 

가 넓은 무표적， 연속화제이다.정) 이처럼 한국어의 화제 내 어순은 러시아어 

23) 이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예문을 보라. 아래 예문들의 경우에는 무표적 어순에 
서 벗어난 어순인 경우 전치된 대조화제는 또 다른 무표적 화제와 병치되기 힘들 

다. 이는 전치된 ‘어순화제’의 강한 화제성(입홍빈 2007)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형태적 표현형이 발달한 한국어가 유동적인 화용적 어순을 지닌 러시아어 
에 비해 제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a) 철수는 영희에게 선물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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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것과 대비된다. 즉， 한국어는 의미적 범위에 의해 러시아어는 정보처리 

의 효율성이 어순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서보 비교되며 특히 러시아어의 경우 

대조성의 의미자질이 어순에서 차지하는 역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서의 한국어 예문 (46), (47)과 비교하기 위해 중립적 맥락이서 대조화제 

의 보편적인 어순을 알아보려는 목적으로 아래 예문들을 원어민 화자들에게 

제시하여 직관적으로 떠오프는 후행절의 자띤스러운 어순을 문의 차였다. 

48) rlHcbMeHHblll 31<3 aMeH ~ CnaJla, a ____ _ 

49) H cnaJla TIHCbMeHH뻐 3I< 3aMeH, a _____ _ 

50) 71 TIHCbMeHHblll 3 I< 3aMeH cnaJla, a ____ _ 

51) C:naJla ~ TIHCbMeHHblll 3I<3aMeH, a ____ _ 

예문 (48)의 경우는 앞서 예문 (46)의 자띤스러운 러시어어 번역으로 원어 

민 화자가 가장 선호하는 연결 발화는 yCTHblfl He c .1laJla이고， (49:' 는 (47)에 해 

당하는 러시아어 발화로 자연스러운 연결 발화는 TbI He C .1laJl이 U=[ ， (5이의 경 

우 문미에서 연속화제 뒤로 전치된 nHCbMeHHbI다 3 J< 3aMeH은 대조 1학제 혹은 대 

조초점으뢰도 해석가능하기에 후행 발화는 yCTH뻐 He C.1laJla , 혹관 화자가 자 

랑하는 맥락에서 TbI He CllaJl도 가능하다. (:51)은 Tenepb .1leJla Tb Heqer。이다. 

(48)와 (49)를 비교하면 문두의 요소가 대조화제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다만 

(50)의 sov의 어순은 보통 주어 목적어가 화제로서 동사가 초겪 으로 작용하 

는 경우가 무표적이기에 (Timberlake 2004 등) 앞의 두 요소 모두까 각각 대조 

화제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대적 문두성 즉 절대적 문두익 위치기- 아 

니라 할지라도 동사 뒤에서 동사 앞으로 전치된 요소가 대조성필 확보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0)은 특히 주어 다음의 전치된 목적이 nHCbMeHHbIα 

3 J<3aMeH이 대조초점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달리 (49)와 같은 무표적 

svo 어순에서는 상대적인 푼두성을 확보하는 주어가 대조화제료- 인지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51)은 동사-주어의 사건기술문 혹은 제시문의 성격을 

띠기에 대조화제를 전제하기 힘든 어순으로 이 경우 시험에 합/석한 사건 전 

체가 지금의 할 일 없는 상태와 대조되는 ‘사건대조’의 양상을 띤다. 

특정 맥락이 주어지지 않은 담화 첫머리 발화에서 담화주제성 -흔은 ‘대하여 

b) 철수는 영회에게 션물은 주었다， 
C) 선물뜬 철수가 영회에게 주었다.(하지만 시험푼제는 영희가 철수에게 까르쳐 주었다) 

d) ?션붉은 철수는 영회에게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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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aboutness)’이 적용되는 화용적 범위가 넓은 화제가 그것이 좁은 화제에 

선행하는데 이는 언어보편적인 성격을 가진다. 

52) 3u cy‘Ka(i) nOllKJlallKa (ii) MOeTC~.(Yokoyama 2005에 서 재 인용) 

‘이 가방은 안감을 빨 수 있다’ 

53) Y Hac (i) jlHUPb(ii) 6poIe'lKa ollHa (iii) CKOJlbKO CTOHT. 

(Y okoyama 2005에서 재인용) 

‘우리네(우리가 소유한) 호박은 브로치 하나도 얼마나 비싼지.’ 

위 예문들에서 더 넓은 화용적 범위를 가진 화제가 좁은 범위의 화제에 선 

행함은 논리적 어순으로 이는 언어보편적이다. 대조화제와 그 밖의 화제의 상 

대적 어순은 대조화제와 비교되는 화제의 성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띤다. 가 

령 프래임을 구성하는 광범위한 화제의 경우에 앞서 보았듯이 문두성을 차지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단 소개된 후 그것 자체가 다른 대조화제와 비교 

대상이 아니라면 이는 담화 첫머리 발화에서만 적용되고 이후 발화에서는 생 

략되는 경향이다. 형태론적 화제표지가 발달된 한국어의 경우 문장 중간의 화 

제조사가 대조화제의 표지로 작용하는 반면 어순의 화제표지 역할이 더 중요 

한 러시아어의 대조화제는 문두성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피상적으로는 대조화 

제 표현에 다른 어순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대조화제 표현에서 유표적 

어순을 활용함은 공통적이다. 한국어의 경우 무표적 어순에서 벗어난 어순의 

전치된 요소가 화제조사를 동반하는 경우 혹은 무표적 화제에 후행하는 화제 

가 대조화제로 설현되는 반면 러시아어의 경우 대조화제가 무표적 화제를 선 

행함으로써 CD에 의한 어순원리를 역행한다. 러시아어의 경우 대조화제의 문 

두성은 레지스터에 구애받지 않고 구어체와 문어체 모두에서 중립적인 어순 

이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래 예문 (54)와 비교하여 (55)가 어색함은 대조 

화제와 연속화제(담화주제)의 무표적인 상대적 어순을 어겼기 때문이다. 

54)(=(29)) HlIeH OH J1IOÕHT, HO K J1llll"N OH paBHonymeH. 

‘그는 이 념은 사랑하지 만 사람들에 겐 무관심 하다.’ 

55) ?OH HlIeH J1IOÕHT, HO OH K J1llll"N paBHonymeH 

56) TaN neperoponKa CTeHa, a 3neCb npeBeCHO-BOJlOKHHCTa~ nJlHTa. 

(flanTeBa 2003(1976)에서 재인용) 

‘그곳엔 분벽이 있고 여기엔 나무섬유로 된 난로가 있다.‘ 

57) Te, KOTopble Ha neTpOBKe, ~ Mory KynHTb, a Te, KOTopble Ha CepnyxoBKe, 
caM Cbe3nH. (flanTeBa 2003(1 97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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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트로브카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사줄 수 있지만 세르푸호프카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다녀와.’ 

요약하변， 문두성과 대조화제는 연관성을 지니지만 유표적 이순의 성격도 

고려해야 하는데 목적어가 대조화제인 경우 osv의 어순이， 주어가 대조화제 

인 경우에는 svo의 어순이 무표적인 반면， 사건 전체의 대조성판- vso 어순 
이 무표적이다. 단， sov 어순은 주어 혹은 목적어 모두 각각 대조성의 의미 
자질을 지난 화제나 초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주어 목적어가 각각 대조화 

제로 설정될 경우 서술부만이 초점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주이가 대조화제 

인 svo, 목적어가 대조화제인 osv 어순에 비교하여 그 선호도끼 모두 낮다. 
이는 각 어순이 가진 무표적 화제구조와 상호작용하기 때문으로 sov의 어순 

의 경우 푸표적 화제구조가 s(화제 )-OV(초점)로 분절되기 힘들고- 동사가 단 

독으로 초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2. 무표격 (unmarked case) 

문두성판 앞서 예문들에서 보았듯이 무표격인 주격을 종종 동딴한다. 소위 

“화제주격”은 그릇된 명명으로 설상 화제만이 아니라 초점도 무표격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자리로서 문법적 정보， 즉 격 관계로 표시되는 윤-법관계에 대 

한 정보 대신 화제， 초점의 화용적 정보를 표지한다는 기능이 보편적으로 적 

용되며 협의의 혹은 광의의 대조성의 의미자질을 코드화하는 한1 태라 할 수 

있다. 즉， 대조화제， 대조초점， 초점 모두 문두의 무표격으로 나피날 수 있음 

은 대조성 혹은 초점성이 소위 “화제주격”익 불변적 의미， 화용 적 기능임을 

시사한다. 어순이 상대적으로 럴 유동적인 염어의 경우에도 문두헤치는 실제 

화제， 초점이라는 화용적 정보를 부여하는 활변적 위치라기보다 다양한 정도 

의 초점성을 지닌 요소가 올 수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24) 영 ι 보다 화용적 

24) 문두위치는 화제화구문 뿐 아니라 초점전치， 레마화(rhematiza디on)， 확은 Y(iddsh) 

이동이라 불리우는 초점이 전치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물론 화제화구꽉과 초점전치 

는 강세에 있어 변별적이다. 아래 (a)는 상승조(B 엑센트)를 가진다면 (b)는 하강조 

(A엑센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피상적인 동형구조다. 앞서 (22a, b)띄 예문을 다시 
참조하라. 

a) Beer 1 [LIKE]f 

‘나는 맥주는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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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순결정의 비중이 큰 러시아어에서 문두위치는 또한 격 중화가 가능한 자리 

란 점에서 보다 변별적이다. 주격은 일찍이 주어를 위한 격이라기보다 단지 

부르는 격， 즉 ‘명격 (naming case)’이라고 정의되고 무표격 (unmarked case) 이 

라 알려져 왔다(Jakobson 1984(1936)) , 러시아어 구어체 회화에서 문장 맨 왼 

쪽의 무표격 형태는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불변적 기능은 

이들의 화용적 기능으로서 다양한 정도성을 지닌 대조성， 초점성이 실현되는 

곳이라 하겠다. 특히 러시아어 구어체에서 소위 “화제주격”의 불변적 의미， 화 

용적 기능의 본질은 초점성 혹은 대조성임을 함의한다. 문어체와 구어체의 문 

두위치를 본질적으로 다르게 보고 그 어순원리를 전혀 상반되는 것이라 진단 

하는 기존의 어순 연구 혹은 FSP 연구가 간과하는 것은 대조성이란 의미자 
질이 화제와 초점의 매개역할을 할 수 있고 실제 화제와 초점이 정도성의 문 

제이지 배타적 범주의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구어체 러시아어 담화에서 실제로 화제-초점을 명확하게 가려냄은 거의 불 

가능한데 그것은 주어진 상황맥락의 공유가 넓기에 추론가능한 정보의 범위 

가 문어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이며 문법적 어순이나 화제 혹은 정보구조에 의 

한 어순보다 화자중심적인 전경~배경 (figure-ground)의 인지적 위계가 반영된 

어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문두성은 대체로 초점성과 대조성이 현저한 요소 

들이 차지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문어체와 마찬가지로 대조화제의 문두성이 

구어체에서도 유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레지스터의 상호배타적 어순원리 

를 주장하논 기존의 어순이론은 적당하지 않다. 

화제주격의 자리는 문장의 첫머리가 아닌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장소 부사 

나 소유주와 같은 의미적 범위가 넓은 요소가 선행하고 뒤에 이 화제주격 자 

리가 온다. 결국 화제주격의 문두성 역시 상대적 개념으로 규정해야 마땅하고 

화제 뿐 아니라 초점에 속하는 요소도 무표격 형태로 온다는 점에서 “화제주 

격”은 기존의 전통적으로 잘못된 명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아래 예문들을 

참조하라. 

58) A CJJenYIO.a" OCTaHOBka SbI Ha MOCTy OCTaHaSJIHSaeTeCb? 

(nanTesa 2003(1976)에 서 재 인용) 

‘다음 정거장은 다리 위에서 서죠?’ 

b) [BEER]f 1 like 
‘나는 맥주가 좋다(나는 맥주를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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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KpaCHax nRo.a~b rae cxoaHTb? (nanTeBa 2003(1976)에서 재 o[ 용) 

‘붉은 광장은 어디서 내립니까?’ 

60) -- A BOT e~~ neTpa CaBH~a CTaTb꺼-

-- A neTpa CaBH'Ia CTaTbX 1I He BHaaJl nOCJleaHeß peaaKUHH Ha. 3aceaaH싸1. 

(nanTeBa 2003(1976)에 서 재 인용) 

‘- 여기 표트르 사비치의 논문이 있습니다. 
- 표트르 사비치 논문은 최근 판본을 전 회의에서 보질 못했어요.’ 

61) lIpY3ell: y Hero Bcero aBa.25)(Chavny 1997에서 재인용) 

‘그는 친구는 두 명밖에 없다.’ 

62) KRIlKBeHHYlI: COK, aaßTe cTaKaH~HK.(Chavny 1997에 서 재 인용) 

‘크렌베리 주스 한 잔 주세요.’ 

63) Y Hero CRIlHa H36b1TOK.(끼anTeBa 2003(1976)에서 재인용) 

‘ 그는 침 이 남아돈다.’ 

64) TaM KOHlþeTY eCTb e~~ Kopo6Ka.(nanTeBa 2003(1976)에 서 재 인 생一) 

‘그곳엔 사당 한 봉지가 더 있다.’ 

65) .-- KHJlOrpaMM neCKy. 

-- A? 

-- neCOK KHJIOrpaMM.(nameBa 2003(1976)에 서 재 인용) 

‘- 설탕 1킬로그램， 
- 뭐? 

- 설땅 1킬로그램’ 

위 예문·들에서 맥락상 대조화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58)-(6미이고 나머지 

예문들 (62)-(65)는 전치된 초점으로 보인다. 이블 예문에서 문퓨-의 무표격으 

로 표지된 요소는 문맥에 소개된 환기된 정보일 수도 있지만((60)， (65)와 같 

은)， 주로 교통에 대한 정보를 묻는( (58)-(59)와 같은) 것과 같은 전형적인 스 

크립트 혹은 시나리오가 형성되어 화자-청자의 의식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 

는 추론가능한 정보도 있다. 마찬가지로 초점에 속하는 (62)-(6잔)는 대조초점 

혹은 강조된 초점 성 을 보여 주는 요소라 하겠다. (62)는 특히 음씌 주문이 란 프 

래임에서 쉽게 추론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광의의 주어진 정보딴 점에서 대 

조성이 나타나고， (65)는 발화상대자에게 다시 한번 전달하는 댁락이기에 서 

술사건의 내용이 아니라 발화사건 자체의 초점성이 강화되어 마채 ‘내가 설탕 

1킬로그램이라고 말하지 않았어!’란 의미를 띤다. 

25) 이 예분의 경우 ’pauca1 'o1 라 불리우는 단수생격과 동형인 .llPyra보다 꽉수생격은 보다 

무표적이라는 점에서 격 중화 혹은 무표격이 ‘주격’을 대신한 경우다(Chv:my 1997 참조). 



현대러시아어의 대조화제와 ‘화제성’ 201 

결국 초점 혹은 대조초점 대조화제 등 이들의 공통점은 넓은 의미의 초점 

성 혹은 근원적인 대조성이라 하겠다. 이같은 의미， 화용적 정보를 효과적으 

로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치된 무표격이란 형태가 촬용되어 담화적 전 

경화가 극대화된다. 결국 기존의 화제주격의 화용적 기능에 대한 설명은 화제 

주격의 정체성을 모호하고 불충분하게 설명한 것으로 화제와 초점의 상호배 

타성에 토대를 둔 이론으로는 화제주격에 오는 요소의 본질을 설명하기 힘들 

다. 화제와 초점의 ‘대조성’이란 개념에 근거한 상호접근 가능성을 인정하고 

화제성과 초점성을 범주적 사고가 아닌 원형이론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화제 

주격에 의한 화제와 초점의 중화 현상을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원형적인 화제와 초점에서 다소 벗어난 대조화제와 대조초점이라는 혼종적 

개념은 언어적 표현에서 동일한 표현형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대조성이 두 개 

념 표현의 중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조화제의 

불변적 문두위치 선점과 대조초점의 어순적 유동성 혹은 문두지향성， 레지스 

터 유표성 및 정서적 유표성은 대조화제와 대조초점의 개념적 변별성과 마찬 

가지로 그 표현형의 변별성을 시사한다. 어순의 불변적 작용원리로 알려진 화 

제-초점의 선형적 어순 CD 증가의 일방향적 배열원칙은 재고되어야 하며 이 

는 기존의 화제， 어순 연구가 지나치게 이상화된 화제 혹은 원형적 화제만을 

주요 대상으로 연구해옴으로써 화제성의 다양한 스펙트럼， 아울러 초점성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간과한 결과라 하겠다. 

4. 결론을 대신하여: 화제 개념 쩨고 

필자는 결론을 대신하여 대조화제 연구를 통해 기존의 고정된 화용론적 개 

념과 도식화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출발은 대조화제라는 특정 

한 화제의 한 종류였지만 궁극적인 도착지점은 화제성에 대한 재고라 하겠다. 

즉， 본 연구에서 필자는 ‘화제성’이란 개념을 개별적인 불연속적 (discretel 개 

념이 아니라 ‘주어성 (subjecthoodl’과 마찬가지로 여러 자질들로 합성된 구현 

체로서 정도성을 지닌 개념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조성의 연속성， 

대조성과 초점성의 상호연관관계 대조화제의 초점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화제 

-초점의 연속성을 보이고자 했고 아울러 소위 잘못 명명된 “화제주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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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 불-변의 화용적 기능은 ‘대조성’ 혹은 ‘초점성’임을 주장하 였다. 결국 화 

제성 개념의 인정은 초점성 역시 정도성을 지닌 개념임을 함의하고 두 개념 

의 연속션상에서 러시아어는 문두성， 전치펀 주격 형태로 대조성을 표현함을 

보았다. 대조화제는 레지스터와 상관없이 문두성과 의미-형써의 불변관계 

Gnvariance)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조성은 대조화제싹 대조초점을 

근접하게 만드는 연결고리적 의미자질로서 이를 통해 대조화세의 초점성과 

대조초점의 화제성이 가능함을 보았고 결국 화제와 초점의 혼칭:적이고 복합 

적인 개념이 존재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대조성을 갖는 화제， 초점 

모두 구애체 대화에서 전치되는 격 중화를 보여줌으로써 두 '11 념의 언어적 

실현이 량첩되는 심층적 원인을 규명하였다고 본다. 이는 기존의 모호하고 체 

계성 없는 화제주격에 대한 설명이 화제-초점의 이분적 구조 F 의적 사고에 

연유된 것임을 시사한다. 

필자는 담화화제라는 개념과 문장화제와띄 상관성에 입각하여 그 연속성에 

정도성을 부여하고 그 언어 적 실현의 차이찰 연구한 Givón(l983) 의 연구를 높 

이 평가하지만 그 연구에서 다루는 화제성은 담화주제성이라는 따나의 화용적 

측면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 문장화제의 지시적 표현을 다루었다 즉， 이는 담 

화주제성만을 중심으로 화제성의 정도를 그 대용적 표현방식에 따라 계량화하 

여 그 연속성을 살핀 연구로서 의의가 깊지만 화제는 담화주제싣l 이외에도 다 

른 의미， 문법적 자질에 따라 그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 필자는 Keenan(l976) 

이 ‘주어성 (subjecthood)’의 개념을 분석했듯이 화제라는 개념을 분석하여 그 

구성자질틀을 규명하는 작업이 펼요하다고 보는데 화제성은 주서성과 대부분 

구성자질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지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화제성의 구성자질은 담화， 화용자질， 의띠자질， 통제자질， 그꾀고 코드화자 

질이 있다. 화용적 혹은 담화적 자질은 화제의 주제성과 대하여 성， 알려진 정 

보적 위상을 가리키며 의미적 자질인 한정성 (definiteness) ， 유깎성 (animacy) ， 

전제된 존재성을， 통제자질은 가령 재귀사 통제와 같은 문법적 품제자로서의 

역할기능을，%) 코드화자질인 문두성， 무표격， 운율 등을 가리킨끽. 원형적 화 

26) 특히 흉제자질은 주어의 문법적 작용이라 알려진 것으로 화제가 。 것을 획득하는 

경우는 소유주나 무인칭구문의 경험주와 같은 특수한 의미역틀이다. 

a) Y KeflJl CBOJl paÕOTa. 
b) NHe CnlnHO 3a ceõJI. 
c) Na.y 3HOÕHT OT CBOe f'O COÕCTBeHHOrO 3allaxil.(Chvany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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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이들 자질의 대부분을 충족시키지만 특히 이 가운데 화제의 담화자질과 

의미자질은 화제성의 본질적인 자질이면서 잃기도 얻기도 힘든 자질임에 반 

하여 코드화 자질， 즉 문두성， 무표격 둥은 실제 화제와 초점이 공유할 수 있 

는 자질이란 점에서 그리고 특히 대조화제의 불변적 표현형이란 점에서， 화제 

의 전유물이라기보다 초점성을 가진 요소의 전경화 장치이자 청자의 인지 속 

에 효과적으로 각인시키는 언어적 장치라 하겠다. 통제자질은 본래 주어의 문 

법적 기능이지만 문법적으로는 강등된 그러나 화제성이 현저한 경험주라는 

의미역할이 가질 수 있는 자질이란 점에서 가장 획득하기 힘든 자질이다. 이 

처럼 화제와 주어 모두 화제성 주어성이라는 개념으로 대치하여 원형이론적 

으로 접근한다면 그 두 개념의 상호 근접성을 이해하기 쉽고 그 변별성 역시 

정도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조화제는 코드화자질에서 문두성을 고수하고 무표격으로 표현될 수 있으 

며 화제의 의미자질， 즉 한정적 정보위상을 지니지만 대조성과 연관된 초점성 

으로 연속화제보다는 높은 CD를 지닌다. 담화자질 변에서 대조화제는 대개 

연속화제보다 담화주제성이 떨어진다. 결국 화제성은 화제냐 아니냐의 문제보 

다는 어떤 자질에서 어느 정도의 특성을 보이는가의 문제이기에 화제 개념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하고 원형적 (prototypicaD 화제만을 중심으로 한 화제-평 

언의 이분화는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화제성이 연속적 개념임은 초점 역시 

배타적이고 범주적인 화용적 개념이 아님을 함의하며 대조화제는 이처럼 화 

제성과 초점성을 모두 보유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러시아어의 문두위치는 화제의 위치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 상당한 초 

점성을 가질 수 있으며 담화적으로도 전경 (figure)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 

서 정보적 공헌도가 적은 요소로만 단순히 취급될 수 없다. 담화전개에 있어 

화자에 의한 화제의 선태은 고도의 전략적 행위로서 이미 화자의 의도와 관 

점， 담화목표가 반영된 ‘스테이징 (staging) ’ (Grimes 1975, Brown & Yule 

1983)임과 동시에 청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극도의 경 

제적 행위이다. 따라서 무표적 어순에서의 대조화제의 문두성 고수는 대조화 

제가 대조초점과 비교하여 더 복합적인 개념으로 화제의 대조집합 뿐 아니라 

대화함축적으로 초점의 대조성을 나타내는 이중의 대조집합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강화된 방향설정적인 역할의 도상적 표현이다. 대조성이 화제와 초점 

모두와 결합할 수 있는 의미자질이라고 한다면 화제와 초점의 상호배타성은 

비논리적이고 두 개념의 불연속성 혹은 상호배타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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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타당하다. 러시아어의 어순은 화제-초점의 상관성을 도상적으로 보여주 

는데 대조화제와 초점 혹은 대조초점은 모뚜 문두성을 가질 수 있는 요소란 

점에서 그러하다. 화용적으로 유표적 개념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때 그 언어적 

포장은 인간의 언어에서 늘 그러하듯 다차원적 요구와 기능을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그리고 경쟁적으로 기화화한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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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σastive Topic in Modem Russian: A Case for I Topichood, 

Song, Eun-Ji 

This study explores the concept of ’contrastive topic(CT) ’in Modem 

Russian, their linguistic e앵onents and implications. In view of the fact that 

every focus element has a certain degree of innate contrastiveness, CT is a 

heterogeneous concept including focus properties 때sing from 끼s contrastive 

semantic feature, as is contrastive focus with its topic properties in terms of 

informationa1 status as ’glven ’. CT is a complex notion: it eV:lkes a set of 

contrast sets consisting of textually or situationa11y evoked a1ternatives and it 

needs to orient or anchor the addressee, which explains its inv때ant 

prominent position in Russian word order. Further, topic-focus bipartition, a 

long tradition in FSP studies, needs to be reexamined. 

In Russian, other than prosodic features, word order is a mai-l exponent of 

CT CT tends to be located in sentence-i띠ti머 position. CI‘ precedes a 

continuous topic, and this CT -first ordering is crucia1 for orienting the 

addressee in evoking double contrast sets. ]n colloquia1 Russian, although CT 

invariably occupies the same sentence-initia1 position, contrastlve focus or 

unmarked focus tends to be preposed -- to sentence-initial position or 

leftward. In addition, this study reexamines "imenitel'nyj temy" , which has 

caused confusion due to its misnomer, and this neutralized unrnarked case in 

topic position is for both topic and focus with assumed contrastiveness in 

colloquia1 Russian. Thus, regardless of regis않r， ’focushood ’ or contrastiveness 

controls sentence-initia1 position and case neutra1ization. The posibon and case 

reflect its cognitive and discourse function as 퍼gure' or fOfE펠ounding de띠ce. 

ηus Cornmunicative Dynamism a10ne cannot explicate the cornmunicative 

Slg띠ficance of the sentence-i미tial position or leftward movement. In 

conclusion this study rejects discrete cate당oria1 notions of topic and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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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structural binarism. Instead a continuous notion of ’topichood’ , 

consisting of properties on grammatical, semantic, discourse-pragmatic and 

coding planes, is proposed. CT is a case for that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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