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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세 한국어의 정보구조

-조사 ‘-이’, ‘-는’, ‘-으란’, ‘-’를 중심으로-

杜林林

본고는 조사 ‘-이’, ‘-는’, ‘-으란’, ‘-’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하여 중세

한국어의 정보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중세 한국어의 정보구조가 현대 한국

어의 정보구조와 다른지, 다르다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정보구조 이론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에,

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고에서 주된 관점으로 삼을

정보구조이론에 대해 소개하였다. 정보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화제

와 초점이다. 화제는 ‘문장이 그것에 대한 것’이고 초점은 ‘화제에 대해 말

해지는 것’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데, 관계적 구정보와 관계적 신정보에 각

각 대응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관계적 구정보 중에서 ‘대하여성’을 지닌

화제 성분 뒤에 붙는 화제 표지에 관심을 두었다. 한국어의 대조 화제 및

대조 초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본고에서는 대조가 화제-초점 관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견해를 취하였으며 대조가 화제와 초점 모두에 적

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3장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X-이’의 정보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X-이’로 실현되는 화제에 대해 다루었다. ‘X-이’-화제를 가진 문장에는 장

면층위 술어와 개체층위 술어가 모두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장면층위 술어가 비총칭문에서 사용될 때 보조사 ‘-는’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만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개체층위 술어가 사용

되는 총칭문에서는 ‘X-이’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화제로 실현됨을 보았다.

이를 통해 ‘X-이’-화제가 견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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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 ‘X-이’로 나타낸 초점에 대해 다루었다. 중세 한국어에서 주격 조

사 ‘-이’는 화제뿐만 아니라 초점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

데, ‘X-이’-화제와 ‘X-이’-초점은 실현되는 위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X-는’의 정보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X-는’-화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중세 한국어에서는 보조사 ‘-는’이 일반

적으로 총칭문에서만 화제 표지로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X-는’-화

제가 비총칭적인 구문에 나타나는 경우는 초점 분열문을 비롯한 몇몇 특수

구문에 한정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보조사 ‘-는’은 화제를 나타내는

기능이 현대 한국어의 폭보다 훨씬 좁았으며, 화제성도 약한 편임을 보았

다. 한편 화제 표지 ‘-이’와 ‘-는’을 비교하여 살펴보기도 하였는데, 개별문

의 화제는 주격 조사 ‘-이’로 나타내고 총칭문의 화제는 주격 조사 ‘-이’와

보조사 ‘-는’으로 모두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X-는’-대조에 대

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정보구조에 따라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으로 구분하

였다. 또한 개별문에서 ‘-는’이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한 ‘-는’은

화제 표지가 아니라 대조 표지임을 확인하였다.

5장에서는 ‘X-으란’과 ‘X-’의 정보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러 기존

논의에서 ‘으란’은 ‘화제’ 및 ‘대조’의 기능을 가지는 조사로 다루어졌으나,

본고에서는 ‘-으란’이 실제로 쓰이는 문장들에서 대체로 ‘대조’의 의미를 나

타낸다는 점을 고려하여, 화제의 표지라기보다는 대조 표지인 것으로 보아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X-으란’을 구정보와 신정보에 따라 대조 화

제와 대조 초점으로 나눌 수 있음도 보았다. 그리고 중세 한국어의 ‘-’는
화제와 함께 나타날 수도 있고 대조로 쓰일 수도 있는데, 초점과 함께 나

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정’의 의미가 부각되어 총망라성을 띠게 됨을

보았다. 이때의 ‘-’는 현대 한국어의 ‘-(이)야’보다 ‘-(이)라야’와 더 가깝

다.

6장에서는 화제 표지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서 세 측면에서 ‘-는’의 쓰

임의 확장을 관찰하였다. 우선 화제의 표지로 쓰였던 ‘-이’가 19세기 경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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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으로 ‘-는’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밝혔다. 다음으로 비-주격 위치에서 대

조로 쓰이던 보조사 ‘-으란’이 ‘-는’으로 바뀌어가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마

지막으로 ‘-’의 화제 및 대조의 기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는’에 옮겨

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정보구조, 화제, 초점, 대조, 총칭문, 개별문, 개체층위 술어,

장면층위 술어

학번: 2008-3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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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본고는 조사 ‘-이’, ‘-는’, ‘-으란’, ‘-’1)를 중심으로 중세 한국어의 정보구조에 대

해 설명하고 중세 한국어의 정보구조가 현대 한국어의 정보구조와 다른지, 다르다면

그 차이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중세 한국어의 정보구조가 현

대 한국어의 그것과 다르다면 언제부터 달랐는지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문장의 분석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문장의 성분들이 맺는 문법적

관계에 주안점을 둔 통사구조 중심의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서술어가 요구하는 요소

들이 무엇인지, 즉 논항구조가 어떠한가에 따라 분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담화 지

시체의 신구성(新舊性) 상태가 어떠한지, 즉 정보구조에 따른 분석도 가능하다.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는 Halliday(1967: 199)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

이다.2) 그러나 정보구조의 중요한 요소들인 화제(topic 혹은 theme)와 초점(focus 혹

은 rheme)에 대한 연구는 이미 프라그학파 학자들에 의해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왔

다.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문장은 ‘무엇에 대해 어떻다고 말함(to say

something1 about something2)’이라는 구조를 갖는데, 화제는 문장의 서술 대상 즉

무엇(something2)에 해당되고 초점은 문장의 서술 내용 즉 어떻다고 말함

(something1)에 해당된다. 그런데 문장을 사용하는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 말하

려면 먼저 화-청자가 ‘그 대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화제는 청자가 확인할

수 있다고 화자가 믿는 지시체를 지시하는 표현이어야 하며 주어진 정보이어야 한

다. 이와는 반대로, 어떠한 것에 대해 서술할 때 그 서술되는 내용은 청자에게 새로

울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의사소통하는 데 유효한 문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1) Q: 철수가 어디에 있어요?

A: 철수는/그는/∅ 학교에 갔어요.

1) 중세 한국어에서 주격 조사 ‘-이’는 그 선행 환경에 따라 이형태로 ‘-이/ㅣ’를, 보조사 ‘-는’은

‘-은/는///ㄴ’의 이형태를 가진다. 보조사 ‘-으란’의 이형태로는 ‘으란/란/란/ㄹ란’ 등이 있
고, 보조사 ‘-’는 ‘-사//아/야’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이’, ‘-는’, ‘-으
란’, ‘-’를 기본형으로 본다.

2)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와 비슷한 용어로 Chafe(1976)의 정보포장(information

packaging)과 Vallduí(1990)의 정보론(informatics)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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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 누가 학교에 갔어요?

A: 철수가 학교에 갔어요.

(1Q)에 대한 대답인 (1A)는 ‘철수/그에 대해 말하자면 학교에 갔어요’로 풀어서 이

해할 수 있다. 즉 (1A)의 서술 대상은 ‘철수’이고 서술 내용은 ‘학교에 갔어요’이다.

전자는 화제, 후자는 초점에 해당된다. 화제가 되는 명사구인 ‘철수’는 선행 문맥인

(1Q)에서 이미 언급된 지시체이며 화-청자에게 주어진 정보, 즉 구정보(舊情報)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 갔어요’는 (1Q)의 의문사 ‘어디’에 요구되는 대답으

로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 즉 신정보(新情報)이다. 이때 화제 명사구인 ‘철수’ 뒤에는

보조사 ‘-는’이 결합된다. 화제는 화자와 청자가 알고 있는 지시체이므로 대명사 ‘그’

가 나타나거나 혹은 생략되어 ‘∅’로 나타나기도 한다.
(2Q)에 대한 대답인 (2A)는 ‘X가 학교에 갔는데, 그 사람이 철수이다’라고 풀어서

이해할 수 있다. 즉 (2A)의 서술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X가 학교에 갔어요’이고 서

술의 내용이 되는 부분은 ‘철수’이다. 전자는 화제이고 후자는 초점이다. 화제가 되

는 부분 ‘X가 학교에 갔어요’는 선행 문맥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이며 화-청자에게

구정보이다. ‘철수’는 (2Q)의 의문사 ‘누가’에 요구되는 대답이며 청자에게 신정보이

다. 이때 초점 명사구인 ‘철수’ 뒤에는 ‘-이’가 결합된다.

(1A)와 (2A)를 비교해보면 주어 명사구 뒤에 나타난 조사만 달라졌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즉, 전체 문장의 의미 차이는 바로 이 조사 차이로 인한 것이라 짐작

할 수 있다. (1A)의 ‘철수’는 구정보인 화제이며 보조사 ‘-는’을 취하고, (2A)의 ‘철

수’는 신정보인 초점이며 격조사 ‘-가’를 취한다. 따라서 담화 지시체의 신-구성 상

태, 즉 정보구조에 따라 형태표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세 한국어의 경우는 어떠할까? 이숭녕(1966: 20)에서는 전술한 담화

지시체의 신-구성 상태가 어떠하냐의 여부에 중점을 둔 것은 아니지만 “15세기 한

국어에서 ‘-는’의 사용이 비교적 엄격했지만 후대로 내려올수록 ‘-는’의 사용의 규제

가 약화되어 그 쓰임이 크게 발전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고영근

(1990: 28)에서는 텍스트 언어학적 관점에서 중세 한국어를 분석하면서 보조사 ‘-/
’은 현대어만큼 이야기 형성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띠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담화 지시체의 신-구성 상태를 중요시하는 연구는 그 중심을 보조사 ‘-는’의 쓰임에

둔다. 그러므로 이들 연구는 중세 한국어의 ‘-는’과 현대 한국어의 그것이 다를 수

있다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아래와 같은 예문들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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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 子貢이 묻와 오 賜 엇더잇고 (子貢이 問曰 賜也 何如잇고)
A: 子ㅣ 샤 너 器ㅣ니라 (子ㅣ 曰 女 器也ㅣ니라) <論語1:40a>

(4) Q: 獄主ㅣ 무로 스 어마니미 이 잇다 야 뉘 니르더니고 (獄主問師 誰
道師孃在此)

A: 對答호 釋迦牟尼佛이 니르시더라 (目連答言 釋迦牟尼佛 道孃在此 <目連:

93>) <月釋23:82a>

(5) Q:  됴신 원판님하 어듸 가시고 (好院判哥 到那裏)
A: 쇼이 례부에 가노이다 (小人到禮部裏) <飜朴7b>

우선 (3)과 (4)를 살펴보자. (3)에서는 “저는 어떻습니까?”라는 子貢의 질문에 공자

는 “너는 그릇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3Q)의 대답이 되는 (3A)는 ‘너에 대해 말

하자면 (너는) 그릇이다’라고 풀어서 이해할 수 있다. 즉 (3A)의 서술 대상은 ‘너’이

고 서술 내용은 ‘器ㅣ니라’이다. 전자는 화제이고 후자는 초점이다. 화제가 되는 명

사구인 ‘너’는 선행 문맥인 (3Q)에서 이미 언급된 지시체이며 화-청자에게 주어진

구정보이다. 그리고 ‘器ㅣ니라’는 (3Q)의 의문사 ‘엇더잇고’에 요구되는 대답이며
청자에게 신정보이다. 이때 현대 한국어의 경우와 같이 화제 명사구인 ‘너’ 뒤에는

보조사 ‘-는’이 결합된다. (4)에서는 獄主가 “누가 이르되 스승님의 어머님이 여기에

있다고 하였습니까?”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目連은 “석가모니불이 말씀하셨

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4Q)에 대한 대답인 (4A)는 ‘X가 스승님의 어머님이 여기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 사람이 석가모니불이다’라고 풀어서 이해할 수 있다. 즉 (4A)의

서술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X가 스 어마니미 이 잇다 니르다’이고 서술의 내
용이 되는 부분은 ‘釋迦牟尼佛’이다. 전자는 화제이고 후자는 초점이다. 화제가 되는

부분 ‘X가 스 어마니미 이 잇다 다’는 선행 문맥에서 이미 언급된 내용이며
화-청자에게 구정보이다. ‘釋迦牟尼佛’은 (4Q)의 의문사 ‘뉘’에 요구되는 대답으로 청

자에게 신정보이다. 이때도 현대 한국어와 같이 초점 명사구인 ‘釋迦牟尼佛’ 뒤에는

‘-이’가 결합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중세 한국어도 현대 한국어와 같이 화제 명사구 뒤에는

보조사 ‘-는’을 취하고 초점 명사구 뒤에는 격조사 ‘-이’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5)를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5)에서는 “마음 좋으신 원판형님, 어디

가십니까”라는 질문에 “소인이(내가) 예부에 갑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5Q)의 대

답이 되는 문장인 (5A)는 ‘소인에 대해 말하자면 예부에 갑니다’라고 풀어서 이해할

수 있다. 즉 (5A)의 서술 대상은 ‘쇼’이고 서술 내용은 ‘례부에 가노이다’인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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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화제이고 후자는 초점이다. 화제가 되는 명사구인 ‘쇼’은 선행 문맥인 (5Q)에
서 이미 언급된 지시체이자 화-청자에게 주어진 구정보이며, ‘례부에 가노이다’는

(5Q)의 의문사 ‘어듸’에 요구되는 대답인 동시에 청자에게 신정보이다. 그러나 이때

는 화제 명사구 뒤에 ‘-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과 (5)를 비교해보면 중세 한국어에서 화제가 되는 명사구 뒤에, 어떤 경우에는

보조사 ‘-는’을 취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격 조사 ‘-이’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

고, 이와 관련된 현상들을 전반적으로 관찰하여 기술하려고 한다.

한편 (1)과의 비교를 통해 중세 한국어의 이러한 담화 지시체의 신-구성 상태의

표지, 즉 정보구조를 표현하는 방식이 현대 한국어의 그것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세 한국어의 현상 탐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 한국어와의 차이점을 밝히는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고는 그 차이점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처럼 화제와 초점을 나누어보는 정보구조적 분석은 문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한 몫을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중세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통사구조나 논

항구조에 따른 분석이 주를 이루어 왔으며, 정보구조에 따른 분석은 거의 전무한 상

태이다.3) 문헌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중세어에 대한 연구는 정보구조에서 상

당히 중요한 요소인 운율적 돋들림(prominence)4)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직관을 동원

하기도 어렵다는 불리함도 있다. 이러한 어려움도 한 이유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정

보구조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중세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과 중세어를 연

구하는 학자들도 정보구조 이론에 무관심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지 짐작

해 본다.

정보구조적 형태 표지가 잘 발달되어 있는 한국어의 경우 운율적인 요소들을 제

외하더라도 연구에 지장은 크지 않다. 한국어에서의 정보구조는 일차적으로 조사의

사용이나 생략, 어순 등 형태·통사적인 장치로 표시되며, 강세나 억양 등 운율적 요

소는 정보구조를 표시하는 일차적인 장치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실제로 현대 한국어

3) 중세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정보구조적 연구는 매우 드물어서, 박준혁(1983) 정도를 들 수 있

을 것이다. 그 밖에도 정보구조에 관해 단편적으로 언급한 논의들(이숭녕 1966, 고영근 1990,

하귀녀 2005, 정연찬 1984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4) 정보구조의 중요 개념인 초점(focus)은 ‘문장 강세’에 의해 표시될 수 있다. 이 ‘문장 강세’는

학자에 따라 ‘억양핵, 핵음절, 운율적 돋들림, 핵강세, 악센트’ 등 다양한 용어로 대치되어 나타

나기도 한다. 본고는 박철우(2003: 80)에서 취한 용어인 ‘운율적 돋들림’을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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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보구조적 연구는 대부분 형태 표지를 주된 관찰 대상으로 삼아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사의 쓰임을 관찰함으로써 중세 한국어 문장을 정보구조적으

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나아가 통사구조나 논항구조에 따른

분석에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몇몇 조사의 기능과 의미를 정보구조의 입장

에서 밝히고자 한다.

정보구조 연구의 언어학적 기본 단위는 문장이다. 그러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독립된 문장은 중의성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독립된 문장보다

는 문맥이 주어진 문장들을 자료로 삼아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야

기로 구성된 15세기의 불경 문헌뿐만 아니라 질문-대답의 쌍들이 많이 나타나는 16

세기의 어학 문헌과 유학서 등도 포함시켜 이들 문헌에 나타난 조사 ‘-이’, ‘-는’, ‘-

으란’, ‘-’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문장의 정보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들은 대단히 다양하다. 예를 들자

면 ‘topic-focus, topic-comment, theme-rheme, presupposition-focus, ground-focus’

등이 있다. 이들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화제-초점, 화제-평언, 테마-레마, 전제-초점,

배경-초점’ 정도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용어의 수가 많으면 당연히 기본적인 논

의도 쉽지 않게 된다. 게다가 동일한 용어가 연구자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

용되기도 했다는 사실이 혼란을 가중시킨다. 그러므로 선행 연구에 대한 정리와 이

들 연구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매우 중요성이 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프라그학파5)의 학자들

5) 프라그 학파(Prague School)는 1926년 Prague에 Prague Linguistic Circle(프라그 言語學會)이

라는 명칭하에 야콥슨(R. Jakobson) · 트루베츠코이(N. Trubetskoy) · 카르체브스키이(C.

Karcevskij) · 마테시우스(V. Mathesius) 등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그 전의 F.de Saussure,

Baudouin de Courtenay 및 슬라브 학파의 Fortunatov의 언어학 사상들에 큰 관심을 갖고 구

성된 학파를 일컫는다. 이 학파에 의하면 언어는 인간의 상호 이해를 가능케 하는 전달 방법

의 체계이다. 그러므로 언어의 구조나 체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발화의 실제적인 기능도 중

요시한다. 이러한 점에서 프라그 학파는 스스로 단순한 구조 언어학이 아니라, 기능 · 구조 언

어학을 추구한다고 강조한다. 프라그학파의 창시자인 V. Mathesius와 후기 프라그학파의 Petr

Sgall, Jan Firbas 등의 학자들은 한 문장을 기능의 관점에서 theme 對 rheme(=topic 對

comment)으로 분석하는 機能的 文章透視法(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줄여 FSP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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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 후 영미에서 정보구조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 초반부터는 한국에서도 정보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러

나 그 연구 대상은 현대 한국어에 편중되어 있었고, 중세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

구는 본격적인 정보구조적 연구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단편적이었다. 본 절에서

는 먼저 프라그학파 및 영미에서의 연구에 대해 검토한 후 현대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정보구조적 연구들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중세 한

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2.1. 프라그학파 및 영미에서의 연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음으로 통보적 역동성(communicative dynamism; CD)

에 의한 화제 정의를 시도한 것은 프라그학파 학자들이다(Daneš 1974, Firbas 1966

등).6) 통보적 역동성(CD)이란 문장을 이루는 각 요소가 정보 전달에 있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 하는 정도를 말한다. 프라그학파 학자들은 체코어와 러시아어와

같은 슬라브 계통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들 언어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들로

구성된 두 문장이 어순을 다르게 함으로써 의사소통 상에서 서로 다른 힘(CD)을 가

지게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문두에 나타나는 요소는 가장 작은 힘을 가지며 이것이

문장의 테마, 즉 화제가 된다. 이와 반대로 문미에 나타나는 요소는 가장 큰 힘을

가지며 이것이 문장의 레마, 즉 초점이 된다.7) Daneš(1974)8)는 언어를 세 가지 측면

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아 의미적 측면, 문법적 측면과 발화(utterance)적 측면으

함))이라는 자연언어의 기술방법을 제시, 탐구하였다. 그리하여 문장 내의 語順에 있어, 대체로

主題(theme)가 주어가 되는 경향이 많다는 등의 여러 일반화를 얻게 되었다. (이정민·배영남·

김용석(1999)의⟪언어학사전⟫ 및 이응백·김원경·김선풍(1998)의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참
조)

6) Sgall et al.(1973: 187-189)의 경우, CD의 개념을 채용하면서도 화제를 CD에 의해 정의하

지는 않았다. Sgall은 화제를 문맥이나 상황, 혹은 주어진 언술의 일반적 조건에 의해 청자가

알고 있는 요소, 즉 문맥에 묶인 요소로 정의하였다.

7) 중국어에서도 동일한 문장 성분들로 구성된 두 문장이 어순을 다르게 함으로써 의사소통 상에

서 서로 다른 힘(CD)을 가지게 된다.

ㄱ). 客人来了。（손님은 왔다.）
ㄴ). 来了客人。 (손님이 왔다.)
ㄱ)과 ㄴ)은 동일한 성분들로 구성된 어순이 다른 문장들이다. ㄱ)에서 문두에 온 ‘客人’은 화청

자가 알고 있는 특정한 ‘손님’이며 구정보인 화제로 이해된다. 이에 비해 ㄴ)에서 문미에 온

‘客人’은 청자가 모르는 어떤 ‘손님’이며 신정보인 초점으로 이해된다.

8) Jones, L.K.(1977: 57-62) 참조, 채완(1979: 20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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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리고 화제를 발화적 측면의 한 요소로서 ‘발화의 시발점’이

라고 정의하였다. 이처럼 프라그학파에서는 정보를 선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가장 왼쪽에 있는 요소는 화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소는 초점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점이 하나 있다. 화제는 보통 한정된 요소인, 알려진 구정보이

어야 한다고 하였지만(Dahl 1969, 1973) 문두에 있는 요소가 반드시 알려진 요소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이다.

(6) Long ago there lived a beautiful queen.9)

(6)은 보통 무주제문으로 다루어져온 예인데, 프라그학파의 통보적 역동성 개념에

따르면 밑줄 친 ‘long ago’가 화제가 된다.10) 그러나 (6)과 같은 경우는 보통 담화의

시작 부분에 나타나므로 문장 전체가 초점이다. 즉, 이 문장은 무엇인가에 대해 서

술한다기보다는 전체 문장이 하나의 정보 덩어리로, 청자에게는 문장 전체가 새로운

정보이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연구자들은 프라그학파의 관점을 받아들여 한국어에

서도 문두에 있는 성분이 반드시 화제일 것이라 생각하였다.

또 다른 특이한 점은 테마와 레마 이외에 중간 정도의 CD를 가진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이를 전이(transition)라고 한다. 즉 화제와 초점을 상보적인 개념으

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정도성의 문제로 본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의 연구들은 삼분법으로 정보구조를 나눈 소수의 논의(Vallduví 1990 등)를 제외하

고는 대부분 이를 이분법, 즉 화제와 초점을 상보적인 요소로 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다(Halliday 1976, 1985, Chomsky 1969, Jackendoff 1972 등). 다음은 Sgall et

al.(1973: 50)의 예이다.

(7) Father reads a BOOK.11)

(8) a. What does father do?

b. What does father read?

9) Gundel(1977: 23)에서 가지고 온 예이다.

10) 채완(1979: 209)은 Firbas(1966)에서 무주제문을 인정하였다고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Gundel(1974: 23)나 임홍빈(2007: 96)에서 밝힌 것과 같이 Firbas

는 오히려 무주제문의 설정을 반대하고 무주제문이라는 종류의 문장에서도 주제를 구분해

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1) 본고에 인용된 영어 문장에서 대문자는 음운적 돋들림을 표시하는데, 이는 곧 초점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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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은 (8a)와 (8b)의 대답이다. 이때 질문과 대답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father’가 화

제이고, 대답에 처음으로 등장한 ‘book’이 초점이며, 대답되는 동사 ‘read’가 그 중간

단계인 전이가 된다. 그러나 채완(1979: 215-217)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8a)의 대

답으로서의 (7)의 ‘read’와 (8b)의 대답으로서의 (7)의 ‘read’의 의미가 동일한지에 대

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Sgall et al.(1973: 50-52)에서는 (8a, b)의 어느 쪽이든,

대답이 될 때의 동사 ‘read’는 같은 CD의 강도, 즉 동일하게 전이인 것으로 규정하

였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직관과 맞지 않다. (8a)의 대답으로서의 (7)에서는 동사

‘read’가 ‘의사소통의 진전에 기여하는 정도(CD)’가 (8b)의 경우보다 좀 더 커지는 것

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8a)의 대답으로서의 (7)에 나타난 동사 ‘read’는 (8b)에 대

한 것보다 화청자 사이의 친숙도가 조금 더 낮다. 따라서 이분법으로 문장을 분석하

면 (8a)의 대답으로서의 (7)에서 ‘read a book’ 전체가 질문의 대답에 해당하는 부분

이 되며 초점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달리 (7)이 (8b)의 대답으로 사용될 경

우, ‘Father read X’라는 열린 명제가 화청자 사이에 전제된 내용이자 화제가 된다.

그리고 질문의 대답이 되는 ‘a book’이 초점이 된다.

또한 임홍빈(2007: 100)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Firbas(1974) 등 프라그학파 학자들

의 논의에서는 ‘문장이 그것에 관한 것’이라는 화제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이 화제

결정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아보기 어렵다. ‘의사소통의 진전에 기

여하는 정도’가 가장 낮은 요소가 화제라는 말은 ‘문장이 그것에 대한 것’이라는 성

격과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Halliday(1967: 199)에서는 정보구조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여기서 정

보구조는 ‘주어진 것’과 ‘새로운 것’의 측면과 관련된 텍스트의 조직을 가리키는 것

인데, 정보구조의 단위는 문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영어

의 경우 이 정보구조는 억양에 의해 표현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의 ‘새로움’의 개념

은 ‘청자에 의해 복원될 수 없는 정보’를 의미하는데, 청자가 텍스트나 상황으로부터

스스로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그러나 박철우

(2003: 22-24)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Halliday(1967)에서는 주어짐성(givenness)에

대해 지나치게 좁은 정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선행 문맥에만 국한하여 복원

가능성을 조사한다는 점은 직관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점 역시 동의하기 어렵다.

이후 이러한 견해는 Chafe(1974), Gundel et al.(1993), Gundel & Fretheim(2004) 등

많은 학자들에 의해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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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liday(1967)의 개념들은 이후 Chomsky(1969), Jackendoff(1972)에 의해 ‘초점-

전제’ 구조로 이어졌다. Chomsky(1969: 199)에서는 문장에서 주강세(main stress)를

가지는 성분은 초점으로 기능하고,12) 질문과 대답에서 공통적으로 들어 있는 내용은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Jackendoff(1972: 230-242)에서도 초점은 전제와 상보적

인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화자가 자신과 청자에게 공유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문장

상의 정보를 외연지시하는 부분’을 전제로 정의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초점’으로 보

았다. 이들 논의에 따르면 아래에서 ‘JOHN’이 강세를 받을 경우, 강세를 받은 요소

는 초점이 되고 ‘someone writes poetry’는 전제가 된다.

(9) a. Is it JOHN who writes poetry?

b. It isn't JOHN who writes poetry.

위와 같은 논의는 주어짐성(givenness)에 입각하여 주어지지 않은 정보(새로운 정

보)와 주어진 정보(구정보)가 서로 상보적으로 문장을 구성한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

다. 따라서 전체 문장에서 먼저 ‘초점’이 분리된 후, 나머지 부분이 전제가 된다.

이와는 달리 화제의 기본적 정의, 즉 ‘문장이 그것에 관한 것(what the sentence

is about)’에 따라 대하여성(aboutness)에 중점을 두고 문장을 분석할 때에는 ‘화제’

가 먼저 분리되고 나머지 부분이 초점 혹은 평언이 된다. 문장 화제에 대해 처음으

로 언급한 Mathesius(1928)로부터 Hockett(1958), Gundel(1974, 1988) 등의 논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대하여성에 입각하여 문장을 화제-초점 구조로 분석하고 있다.

Mathesius(1928)에서는 ‘문장이 그것에 관한 것’과 ‘그것에 대해서 말해진 것’을 각각

테마(theme, 화제)와 언명(enunciation, 초점)으로 나누었다. 테마는 주어진 상황에서

알려진 것으로 그로부터 화자가 발화를 시작한다고 하였다. Gundel(1988: 210)에서

는 다음과 같이 화제를 정의하였다.

(10) “An entity, E, is the topic of a sentence S, if in using S that the speaker

intends to increase the addressee's knowledge about, request information

12) Jackendoff(1972: 237)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If a phrase P is chosen as the focus of a sentence S, the highest stress in S will be on

the syllable of P that is assigned highest stress by the regular stress rules.” 한국어로 해석

하면 “만약 어떤 어절 P가 한 문장 S의 초점으로 선택되었으면, 강세 규칙에 따라 그 문장에

서 주강세를 가진 성분이 바로 P가 된다” 정도의 내용으로 옮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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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13), or otherwise get the addressee to act with respect to E.”

즉 문장 S를 발화할 때 화자가 무엇인가(E)에 대한 청자의 지식을 증가시키려고 의

도하거나 또는 청자에게 그것(E)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개체 E와 관련하여 행

동하도록 만든다면, E는 S의 화제라고 이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의는 대하여성

에 의한 정의와 유사하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11) Q. Where did John go?

A. He went to school.

문장을 초점-전제 분절로 나눌 때에는 (11A)의 ‘school’이 초점이 되고 ‘John went

to somewhere’는 전제가 된다. 문장을 화제-초점(평언) 분절로 나눌 때에는 (11A)의

‘he’가 화제가 되고 ‘went to School’가 초점(평언)이 된다.

이 외에도 주어짐성과 대하여성을 동시에 적용시켜 문장을 삼분구조로 나눈 논의

들(Vallduví 1990, Lambrecht 1994 등)도 있다. Vallduví(1990)에서는 먼저 주어짐성

에 중점을 두고 문장을 초점부(focus)와 바탕부(ground)로 나누는 한편, 바탕부를 다

시 연결부(link)와 꼬리부(tail)로 나누었다. 여기서 초점부는 기존 논의와 같이 문장

내의 유일한 제보적인 부분을 말하며 발화시에 청자의 지식저장소에 유일하게 기여

하는 부분이다. 바탕부는 기존의 전제(presupposition), 열린 명제(open-proposition),

배경(background)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된다. 바탕부를 다시 연결부와 꼬리부로 나

눈 것은 이들이 동일한 정보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다. 연결

부는 화제-평언 구조에서의 화제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전 담화와 연결되는 부분이

다. 꼬리부는 바탕부 내에서 연결부와 상보적인 요소인데 주로 문장에서 연결부도

아니고 초점부도 아닌 부분으로 소극적인 확인이 가능하다.

(12) Q. What about John? What does he drink?

A. John drinks BEER.

link tail focus

Vallduví (1990)에 따르면 (12A)에서 ‘John’은 연결부, ‘BEER’은 초점부에 해당되고

13) 밑줄은 필자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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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부도 초점부도 아닌 ‘drinks’가 꼬리부에 해당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Vallduví (1990)에 따르면 문장의 정보구조에 대하여 네 가지 분류가 가능한데, ‘연

결부-초점부’, ‘전제-초점부’, ‘연결부-초점부-꼬리부’, ‘초점부-꼬리부’이다. (12A)는

‘연결부-초점부-꼬리부’ 구조를 가진 문장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정보구조들은 크

게 세 가지 구조로 대별될 수 있는데 하나는 문장을 전제(presupposition)와 초점

(focus)으로 나누는 입장(Chomsky 1969, Jackendoff 1972)이고 다른 하나는 문장을

화제(topic)와 논평(comment)로 나누는 입장(Hockett 1958, Gundel 1974, 1988,

Reinhart 1982 등), 마지막 하나는 문장을 먼저 초점과 바탕으로 나누고 바탕을 다

시 연결부(link)와 꼬리부(tail)로 나누는 입장(Vallduví 1990, Lambrecht 1994 등)이

다. 첫 번째 입장에서는 문장을 우선 주어짐성이 있는가, 즉 제보적이거나, 새롭거

나, 현저하거나 또는 예측 불가능한 부분인가를 주목하여 이러한 요소를 초점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머지 요소, 즉 비제보적이거나 알려졌거나 또는 예측 가능한 부분

을 화제 또는 전제라고 하였다. 두 번째 입장에서는 대하여성, 즉, 문장이 무엇에 대

한 것이냐에 포인트를 두어 화제를 구분하고, 나머지 요소를 평언 또는 초점이라고

불렀다. 세 번째 입장에서는 대하여성과 주어짐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

하여 우선 주어짐성에 기준을 두어 문장을 초점-바탕으로 나눈 후, 바탕을 다시 대

하여성에 기준을 두어 연결부와 꼬리부로 나누었다.

이와 같이 자연언어의 정보구조를 파악하는 데에 사용된 용어들은 상당히 다양하

다. 그러나 대체로 화제와 초점이 문장의 구정보와 신정보에 각각 대응하는 개념으

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반면 구정보와 신정보를 구별하는 기준인 주어짐성의 개념

은 조금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Reinhart(1982), Lambrecht(1994), Gundel &

Fretheim(2004) 등에서는 지시적 주어짐성(referential givenness)과 관계적 주어짐성

(relational givenness)을 구별하고 있다. 화제와 초점은 관계적 주어짐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보았다.

(13) Q: Did you order the chicken or the pork?

A: It was the PORK that I ordered.

(13A)에서 ‘pork’은 질문에 이미 언급되어 있어 지시적 주어짐성의 측면에서 구정보

이지만 운율적으로 강세를 받아 초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초점이란 지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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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이냐가 아니라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의 관계를 통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그 동안 프라그학파 및 영미의 연구에서 정보구조, 나아가

화제와 초점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정보구조를 표현하

는 주요 언어 장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정보구조의 체계도 달라진다고 생각되므로,

각 언어가 완전히 동일한 개념을 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정보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 이

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1.2.2. 현대 한국어에 대한 연구

한국어의 정보구조 연구는 화제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화제는 한국어

문장의 기본 구조와 관련된 논의 속에 도입되어, 특히 이중주어문의 각 주어가 지니

는 성격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의 주요 분석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이에 대한 대

표적인 논의로는 서정수(1971), 임홍빈(1972, 1974, 2007) 등이 있다.

서정수(1971: 5)에서는 표면구조가 ‘NP1이/는 NP2이 VP’처럼 되어 있는 이중주어

문은 심층구조에서 ‘NP1의 NP2이 VP’ 혹은 ‘NP2이 NP1에/에서 VP’와 같은 기본구

조의 모습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두 구조의 문장들이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심층구조에서 ‘NP2이’는 주어이고 ‘NP1이/는’은 일반으

로 관형어나 부사어의 구실을 하는데, 표면구조 상에서는 ‘주제어’의 구실을 한다고

주장하였다(서정수 1971: 18). 즉, ‘철수가/는 키가 크다’는 심층구조에서 ‘철수의 키

가 크다’로 존재하던 것이 변형규칙의 적용을 받아 표면구조에 실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심층구조상의 관형어인 ‘철수의’가 표면구조에서는 주제어인 ‘철수가/

는’으로 기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키가’가 주어이고 ‘철수가/는’은 그와

대비되는 주제어인 것이다.

임홍빈(2007: 394)에서는 ‘철수가 키가 크다’와 같은 문장에서 문두에 나오는 ‘철수

가’란 성분은 인구어 문법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문법 술어로는 해결되지 않은 성

분이므로, 그것을 ‘주제(topic)’라고 불렀다.14) 그리고 정확하게는 ‘문법적 주제’ 혹은

‘통사적 주제’란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통사 분석으로 분석할 수

없는 성분을 ‘주제’라고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어 문법에서 ‘주제’는 문장의

14) 임홍빈(2007)에서 전통적인 문법 술어로는 해결되지 않는 성분을 ‘잉여성분’이라고 부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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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성분과의 통사적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리고 만일 이처럼

‘문법적 주제’를 설정하지 않으면 한국어의 문장 구조는 해결되지 않은 ‘나머지’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여, ‘화제(topic)’의 개념을 끌어들여서 사용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주로 사용 층위 혹은 화용 차원에서 의미 기능을 수

행하는 ‘화제’의 개념을 문법적 주어에 대립하는 통사적 개념으로 처리하고 있다. 격

이론, 변형생성 이론 등에 의거하는 통사구조 차원의 논의들은 대체로 특정 조사와

결합한 특정 성분만을 화제어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은 화제가 지니는 담화 차원의

기능을 고려하기보다는, 문장 내의 고정된 성분으로서의 ‘주제’ 혹은 ‘주제어’를 인식

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예컨대 위에서 언급한 예문인 ‘철수가 키가 크다’라는 문장

은 ‘누가 키가 커요?’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철수가’를 주제

어로 설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실제 사용 층위에서의 기능적 개념인

화제와 통사 층위의 주어를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상 소개된 두 논의 이

외에 박순함(1971), 신창순(1975), 김영희(1978), 남기심(1985), 홍용철(2005) 등도 이

러한 통사 차원의 견해를 갖고 있다. 반면 성기철(1985: 58-64), 두임림(2010: 4-11)

등 이후의 많은 논의들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강하게 비판하는 태도를 취한다.

영미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화제를 문장 범위 안에 한정시켜 진행해 왔지만 텍

스트 층위의 문제로 다룬 논의(Jones 1977 등)도 존재한다. 한국어 연구에서도 화제

를 텍스트 층위의 문제로 다룬 논의들이 적지 않았다. 박승윤(1986), 서혁(1994), 김

혜정(2002), 이신형(2010)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박승윤(1986: 6-8)에 따르면 문장 중심적인 속성이 강한 영어 등 인구어와는 달리,

한국어는 담화적인 속성이 강한 언어이기에 한국어의 주제는 문장의 경계를 벗어나

그 뒤에 오는 문장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이는 보조사가15) 그것이 붙는

명사로 하여금 뒤에 오는 문장의 술어에 대하여 가지는 격기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며, 뒤에 오는 담화에 자유롭게 연결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격이 자유롭게 결정

될 수 있는 통사적 특성이 한국어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별도의 주제 표지를 인

정하지 않고 문두에서 보조사가 붙은 명사구를 주제로 정의하였다. 주제 뒤에 오는

평언(comment)은 단문일 수도 담화일 수도 있다고 하면서 담화 차원의 주제를 강조

하고 있다.

이신형(2010)에서는 이러한 ‘담화화제’의 개념을 받아들여 텍스트 분석에 적용하였

다. 우선 화제와 초점 개념에 대해 인지적 접근을 하여 이들이 담화 전개에서 중심

15) 박승윤(1986)에서는 ‘한정사’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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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하였다. 담화화제는 ‘추상적인 도식’으로 존재하며 실제 통사

영역에서는 특정 조사와 결합한 문장화제어의 형태로 실현되는데, 이신형(2010: 28)

에서는 ‘-는’ 명사구, ‘-가’ 명사구, ‘-를’ 명사구 모두를 화제의 범주에 수용하였다.

다만 그 화제성의 정도에는 위계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은 공통적으로, ‘문장이 그것에 대한 것’이라는 ‘화제’의 개념을 텍스

트 층위의 개념으로 처리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화용론적 개념인 ‘화제’에 대한 연구

는 담화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는 찬성하면서, ‘문장이 그것에 대한 것’이라는

화제의 정의처럼 어디까지나 문장 내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관점을 취하기로

한다.

이상으로 화제 및 초점 등의 개념을 통사 차원과 텍스트 차원에서 다룬 논의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문장을 대상으로 하면서 전후 문맥을 고려하여

화제와 초점을 다룬 논의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문장 차원을 고려하는 정보구조 연구에서는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문장은 ‘무엇에 대해 어떻다고 말함’이라는

구조를 갖는데, 화제는 문장의 서술 대상 즉 ‘무엇’에 해당되고 초점은 문장의 서술

내용 즉 ‘어떻다고 말함’에 해당된다. 그런데 문장을 사용하는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 말하려면 먼저 화-청자가 ‘그 대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화제는 청자

가 확인할 수 있다고 화자가 믿는 지시체를 지시하는 표현이어야 하며 주어진 정보

이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어떠한 것에 대해 서술할 때 그 서술되는 내용은 청자

에게 새로울 필요가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일찍부터 프라그 학파 학자들은 화제가

한정정(definiteness)과 총칭성(genericity)의 의미특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한정성이

나 총칭성을 지닌 성분은 화청자가 공유하는 정보를 담는 성분이기 때문이다. 한국

의 학자들도 대부분 화제가 되는 요소는 한정적이거나 총칭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채완(1975: 97-98)에서는 한국어에서 화제는 ‘-는’으로 표시하는데 화자-청

자가 공유하고 있는 한정된(definite) 지식이어야 하며, 비한정적인 체언일 경우 그

체언은 類槪念을 나타내야 한다(generic indefinite NP)고 언급하였다. 즉 청자가 이

미 그 요소의 존재를 알고 있다고 화자가 믿을 때 그 요소는 ‘topic’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한정된 요소라고 하는 것은 대화중에 이미 언급되었든지, 담화 참여

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지시하는 표현을 말한다. 총칭적 요소는 일반화된 원

칙, 즉 물리적, 생물학적, 사회적인 관습, 규약, 경향, 속성을 나타낸다. 총칭적 명사

는 특정한 개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속한 類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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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정의 내리기나 격언 따위가 보통 이에 속한다.

(14) 가. 두 사람은 합격하였다.

나. 철수와 영이는 합격했느냐?

다. 사람은 이성적 동물이다.

(14)는 채완(1975: 97-98)에서 가지고 온 예이다. (14가)의 ‘두 사람’은 (14나)와 같은

선행 문맥이 주어져야 화제가 될 수 있다. (14다)의 ‘사람’은 총칭적인 표현이기에

화제로 파악할 수 있다.

홍사만(1983, 1986: 131)에서도 한국어의 화제는 ‘-는’의 연결에 의해 문두에 나타

나며, 특히 旣知要素, 즉 낡은 정보와 관계되면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채완(1976)의 한정된 요소나 홍사만(1983, 1986)의 낡은 정보는 모두 구정

보로 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입장을 취한 논의로는 양동휘(1975), 김일웅(1980), 최

혜원(1997), 정희원(2001), 전영철(2006, 2009, 2013b), 박철우(2003), 유유현(2010) 등

이 있다. 이들 논의에서는 한국어의 화제와 초점이 문장의 구정보와 신정보에 각각

대응하는 개념이라는 견해를 취하고 있어서, 이러한 관점이 상당히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정보는 한국어에서 보통 형태적 표지인 보조사 ‘-는’으

로 표시한다.

한편 Reinhart(1982), Gundel(1999), Gundel & Fretheim(2004) 등의 견해를 좇아

전영철(2006) 및 임동훈(2012)에서는 한국어에서 구정보와 신정보를 구별하는 기준

인 주어짐성이 관계적 주어짐성과 지시적 주어짐성의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언급

하였다. 즉 앞에서 언급한 ‘한정된 요소’나 ‘낡은 정보’는 모두 지시적 구정보인 것이

다. 그러나 전영철(2006: 174)에서는 관계적 구정보가 화제와 대응되는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관계적 주어짐성은 한 문장 내에서 서로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 신구성

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두 가지 주어짐성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는 지시적으로 주

어진 구정보인데도 화제가 아닌 초점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15) Q: 커피 마실래? 차 마실래?

A: 저는 커피 마실래요.

(15A)에서 ‘커피’는 분명 질문이 요구하는 신정보인 초점이지만 동시에 선행 문맥을

통해 주어진 지시적 구정보이기도 하다.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전영철(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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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과 임동훈(2012: 223)에서 화제는 관계적 구정보, 초점은 관계적 신정보에 대응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5A)에서의 ‘커피’는 지시적으로 주어진 정보이지만 문

장 속에서 상대적인 신정보, 즉 관계적 신정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점이 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처럼 학자마다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한국어의 화제는 ‘-는’의 연결에

의해 문두에 나타나며, 특히 (관계적) 구정보와 관계되면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 중에서도 ‘-는’이 화제 표지의 하나로 인정될

뿐이지 그 유일한 표지는 아니며 ‘-이’도 화제의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 논의들이 있

었다(신창순 1975, 김영희 1978, 김일웅 1980, 최규수 1999, 홍용철 2005, 임홍빈

2007).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반하는 견해들도 있다. 가령 전영철(2009)에서는 용어

의 오용, 언어학적 층위의 혼동, 두 가지 주어짐성의 혼동이라는 세 가지 면에서 기

존의 ‘이/가’ 화제설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X-이’ 성분은 진정한 의미의 화

제가 아니라고 하였다.

(16) Q: 저 사람은 누구야?

A1: 저 사람은 이번 대회 우승자야.

A2: 저 사람이 이번 대회 우승자야.

(17) Q: 지금 철수가 뭐해?

A1: 지금 철수는 운동해요.

A2: 지금 철수가 운동해요.

(16)과 (17)은 전영철(2009: 233-235)에서 가지고 온 예이다. 위의 두 예에서 (A1)뿐

만 아니라 (A2)도 (Q)의 질문의 대답이 될 수 있다. 따라서 (A2)에서도 밑줄 그은

부분은 질문과 대답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화제로 사용되

는 듯하다. 그러나 전영철(2009: 234)에서는 지속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개체층위 술

어(individual-level predicate)와 함께 나타나는 ‘X-이’는 총망라성(exhaustivity)을16)

동반하는 초점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보의 흐름에 부합되는 ‘화제-초점’

구조를 가진 (16A1)과 달리, (16A2)는 ‘초점-화제’ 구조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16Q)의 질문에 대해 (16A2)의 대답이 가능한데, 이는 질문의 화제가 대답에서 초점

으로 실현되어 정보의 흐름을 바꾸어 버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17A2)에서

16) 총망라성이란 어떤 속성이 적용되는 개체들이 모두 제시되었으며 그 밖의 개체는 해당 속성

을 지니지 않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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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X-이’가 장면층위 술어(stage-level predicate)를 동반하고 있다. 그런데 ‘X-이’가

장면층위 술어와 결합하면 일반적으로 문장 전체가 초점이 된다는 점과 화제가 문

장의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17A2)의 ‘철수가’는 초점으로 처리

할 수 있다(전영철 2009: 236). 즉 일반적 정보의 흐름에 부합되는 (17A1)과 달리,

(17A2)는 문장 전체가 초점이 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처럼 현대 한국어에서의 ‘화제’는 ‘-는’과 함께 실현되어 ‘대하여성’을 지닌 (관계

적) 구정보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

화제설보다는 ‘-는’ 화제설을 기본 관점으로 삼기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2장에서 상

술할 것이다.

한국어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보구조를 논의하기 시작한 논문은 박철우(2003)

이다. 여기서는 Vallduví(1990)의 이론을 가져와 한국어에 적용하여 화제를 ‘문장이

그것에 대한 것’, 초점은 ‘화제에 대해 말해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초점은 흔히

화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로 이해되어 왔다. 정보구조 이론에서 화제와 초점 중 어느

하나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문장을 ‘화제(topic) 대 평언(comment)(혹은 비-화

제)’ 구조와 ‘바탕(ground)(혹은 비-초점) 대 초점(focus)’ 구조로 나눌 수 있다.

(18) 가. 학생은 몇 명이 왔습니까?

나. 학생은 두 명이 왔습니다.

화제 평언(비-화제)

다. 학생은 두 명이 왔습니다.

바탕(비-초점) 초점 바탕(비-초점)

이와는 달리 Vallduví(1990)를 따른 박철우(2003)에서는 삼분법을 내세웠다. 즉 초점

에 입각하여 전체 문장을 초점부(focus)와 바탕부(ground)로 나누고, 바탕부를 다시

화제성에 입각하여 연결부(link)와 꼬리부(tail)로 나누었다. 화제는 여기서 ‘연결부’

에, 평언은 ‘초점부+꼬리부’에, 초점은 그대로 ‘초점부’에 해당된다.

삼분법을 택한 논의 중에 박철우(2003)와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한 논의도 있다. 강

병창(1998)에서는 주제-서술(평언) 구조를 중심으로 분절을 계층화하였는데, 문장을

일차적으로 ‘주제부’와 정보영역에 해당하는 ‘서술부’로 나누고 서술부는 다시 ‘배경

부’와 ‘초점부’로 나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한국어는 화제가 두드러진 언어이기

때문에 삼분법보다는 화제를 중심으로 문장을 이분법으로 나누는 논의가 주류를 이

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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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중세 한국어에 대한 연구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 현대 한국어의 정보구조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이

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중에서도 보조사 ‘-는’의 기능

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 있다. ‘-는’의 주요 의미 기능이 화제 또는 대조

를 표시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견해들을 요약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는’의 근본적인 기능이 ‘화제’라고 생각하여 대조

적 의미 기능이 ‘화제’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본 견해(박철우 2003, 정희원 2001 등),

둘째는 ‘-는’의 근본적인 기능이 ‘대조’라고 생각하여 화제적 의미 기능이 ‘대조’에서

파생된 것이라고 본 견해(채완 1975, 1999 등), 셋째는 화제와 대조의 기능이 서로

독립적이어서 둘 중 어느 것이 더 근본적이냐에 대한 논의가 불필요하다는 견해(전

영철 2006, 2009 등)이다. 그러나 ‘-는’에 대해 어떤 입장에 서든지, 현대 한국어의

보조사 ‘-는’이 대표적인 화제 표지라는 점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중세 한국어의 정보구조를 연구한 논의들도 중세 한국어의

‘-는’을 ‘현대 한국어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대표적인 화제의 표지’인 것으로 파악해

왔다(허웅 1975, 1989, 박준혁 1983, 하귀녀 2005 등).

우선 중세 한국어 개론서의 보조사 ‘-는’에 대한 기술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허웅

(1975, 1989)에서는 보조사 ‘-는’의 의미 기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19) 가. 현대말의 [-는/은]과 같이 설명의 대상으로 앞에 내세우기 위하여, 또는 대조

(다름)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쓰이는데, 대조를 나타낼 때는 그와 대조되는

다른 말이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속뜻으로 그것을 가지게 된다. (허웅

1975: 371)

나. 말거리로 앞에 내세우거나 대조의 뜻을 나타낸다. (허웅 1989: 105)

허웅(1975, 1989)에서는 ‘-는’의 의미 기능을 현대 한국어와 같이 ‘화제 및 대조’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허웅(1975, 1989)의 경우는 중세 한국어의 전반을 폭넓게 소

개하는 개론서이기에 정보구조적 입장의 ‘화제’에 대해서는 깊게 고려하지 않은 편

이었다.

이에 비해 ‘-는’의 의미 기능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논의로는 이숭녕(1966)을 들 수

있다. 이숭녕(1966: 6-15)에서 조사 ‘-는’은 문장구조에서 ‘……는……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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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씨라’, ‘……는……거시라’, ‘……는 ……라 논 디라’, ‘……는 ……라 
논 마리라’ 등의 어사 관계를 표시하고 일정한 호응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격

(case)’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주제격이라 불렀다. 대립조건하

에서 주제의 기능도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격으로서 대표될 것은 아니라

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이숭녕(1966)에서는 ‘-는’의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

나는 主題-註釋辭의 x=a의 기능이며 다른 하나는 대립의 기능이다. 이러한 대립적

조건하의 ‘-는’도 ‘대립표시의 주제격’이라 명명하였다. 이숭녕(1966)에서 사용되는

‘주제’란 용어는 주격이나 대격과 같은 ‘격’의 개념이므로 정보구조에서 다룬 ‘화제’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15세기 한국어에서 ‘-는’의 사

용은 비교적 엄격했지만 후대로 내려올수록 ‘-는’의 사용에 대한 규제가 약화되어

사용이 크게 발전되었다”고 지적함으로써 ‘-는’의 정보구조적 기능이 역사적인 변천

을 겪었다는 것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보조사에 대한 역사적 연구로는 하귀녀(2005)가 있다. 하귀녀(2005: 177-182)에 따

르면 중세 한국어의 보조사‘-는’은 명사구, 격조사, 부사,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이

루어진 동사 연속 구성, 구 접속 어미, 장형 부정문의 보문소, 연결어미 등에 통합될

수 있어 그 분포가 현대 한국어의 ‘-는’과 별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분포 양

상뿐만 아니라 그 기능에 있어서도 현대 한국어와 별다른 차이 없이 ‘주제’와 ‘대조’

의 두 가지 의미 기능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세 한국어의 ‘화제’에 대해 가장 체계적으로 다룬 박준혁(1983)을 소

개하기로 한다. 박준혁(1983: 32-38)에서는 중기 한국어의 주어 및 주제어에 대해 논

의하면서 주제어는 그것이 사용되는 문맥적 환경과 의미에 따라 ‘主題-註釋, 主題-

一般化, 主題-前述, 主題-對照’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그 중에서 앞의 세

관계를 ‘主題-解析’의 관계로 통합하여 ‘主題-對照’의 관계와 같이 양분하였다. 즉 중

세 한국어에서 보조사 ‘-는’은 현대 한국어와 별다른 차이 없이 ‘주제’와 ‘대조’의 두

기능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이상으로 단편적으로나마 중세 한국어의 화제를 다룬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중세

한국어의 정보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보조사 ‘-는’의 의

미 기능을 ‘현대 한국어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대표적인 화제의 표지’인 것으로 단

언한 것이 중세 한국어 연구의 현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세 한국어

를 대상으로 한 정보구조적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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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구성

한국어에서 정보구조가 실현되는 기제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운율적 장치, 특정

형태소, 통사적인 어순, 특정 구문 등이 그것들이다. 본고는 중세 한국어의 정보구조

를 분석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운율적 장치보다는 주로 특정 형태소를

통해 정보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보조적으로 어순, 특정 구문 등의 기제를 동원하기

도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사 ‘-이’, ‘-는’, ‘-으란’과 ‘-’를 중심으로 중세

한국어의 정보구조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논의도 이들 조사의 정보구조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될 것이다.

우선 2장에서는 1장에서 소개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 사용될 화제, 초

점, 대조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정보구조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매우 많은데다가 이 용어들에 대한 정의도 학자에 따라 차이가 나기에 혼

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본고에서 사용할 화제-초

점, 대조 화제 및 대조 초점이라는 용어에 대해 분명히 정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한다.

3장에서는 ‘X-이’의 정보구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

한국어의 경우 ‘X-는’ 화제설이 통설인데, 여기서는 중세 한국어에도 이 통설이 적

용되는지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3.2에서는 ‘X-이’-화제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3.3에

서는 ‘X-이’-초점에 대해 확인할 것이다. ‘X-이’가 화제일 경우와 초점일 경우 그 차

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X-는’의 정보구조에 대해 ‘X-는’-화제와 ‘X-는’-대조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특히 ‘X-는’-화제에 대해서는 현대 한국어와 어떤 차이점을 나타내는지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X-는’-대조에서는 대조 화제 및 대조 초점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인데, 양자의 차이에 대해서도 기술할 것이다.

5장에서는 ‘X-으란’과 ‘X-’의 정보구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두 조사를 한 장

에서 다루는 것은 이들이 ‘-이’와 ‘-는’만큼 정보구조에 크게 관여하는 조사가 아니

기 때문이다. 우선 5.2에서는 ‘X-으란’의 화제성에 대해 검토하고 ‘-으란’의 정보구조

적 기능에 대해 확인할 것이다. 5.3에서는 ‘X-’의 정보구조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6장은 화제 표지의 통시론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여기서는 3, 4, 5장에서 다룬 중

세 한국어의 조사 ‘-이’, ‘-는’, ‘-으란’, ‘-’가 현대 한국어로 오면서 어떻게 변해왔



- 21 -

문헌명 간행연도 약호

訓民正音解例 1446 訓言

釋譜詳節 1447 釋詳

龍飛御天歌 1447 龍歌

月印千江之曲 1447 月千

月印釋譜 1459 月釋

楞嚴經諺解 1461 楞嚴

法華經諺解 1463 法華

金剛經諺解 1464 金剛

般若心經諺解 1464 般若

禪宗永嘉集諺解 1464 永嘉

圓覺經諺解 1465 圓覺

救急方諺解 1466 救急

牧牛子修心訣 1467 牧牛

蒙山和尙法語略錄諺解 1467 蒙山

內訓 147420) 內訓

分類杜工部詩諺解 1481 杜詩

는지의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마지막 7장은 결론으로 본론의 논의를 요약하여 제시한다.

1.4. 연구 자료

본고는 중세 한국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므로 15·16세기 자료를 주로

다룰 것이다.17) 근대 한국어 자료는 보조 자료로 사용되므로 언급될 필요가 있을 때

만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釋譜詳節>과 <月印釋譜>의 저경(底經)으로서 佛經을

참조하기로 한다.18) 본고에서 인용한 자료의 연대와 약어는 다음과 같다.19)

<15세기>

17) 다만 본고에서는 언간 자료는 주된 자료로 다루지 않고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예만 다루고,

이에 대한 본격적 논의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18) 본고에서 저경(底經)은 中華電子佛典協會(http://www.cbeta.org/index.htm) 및 大正新脩大藏

經テキストデータベース(http://21dzk.l.u-tokyo.ac.jp/SAT/index.html) 등을 활용하였다.

19) <월인석보> <석보상절>의 저경 인용방식은 河崎啓剛(2010)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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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綱行實圖(成宗版) 148121) 三綱

金剛經三家解 1482 金剛

南明集諺解 1482 南明

救急簡易方 1489 救簡

六祖法寶壇經諺解 1496 六祖

문헌명 간행연도 약호

續三綱行實圖 1514 續三

飜譯老乞大 1517 飜老

飜譯朴通事 1517 飜朴

飜譯小學 1518 飜小

十玄談要解 1548 十玄

三綱行實圖(宣祖版) 1579 三綱宣

續三綱行實圖(重刊本) 1581 續三重

小學諺解 1588 小學

論語諺解 1590 論語

孟子諺解 1590 孟子

문헌명 약호

大方便佛報恩經 報恩

妙法蓮華經 法華

大般涅槃經後分 涅後

地藏菩薩本願經 地藏

本願藥師經古跡 本藥

釋迦譜 釋迦

釋迦氏譜 釋氏

<16세기>

<釋譜詳節> 및 <月印釋譜>의 저경

20) <內訓>의 原刊本은 볼 수 없으므로 1573년의 重刊本을 대상으로 한다.

21) <三綱行實圖>의 原刊本은 볼 수 없으므로 志部(1990)에 의해 재구된 자료를 참조하기로 한

다.

22) 李民樹 譯(1973)의⟪目連經⟫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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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連經22) 目連

大藏一覽 大一

增壹阿含經卷 增阿

釋氏通鑑 釋通

佛本行集經卷 佛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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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어의 정보구조

2.1. 도입

Lambrecht(1994)는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를 “사태의 개념적 표상인 명

제가, 주어진 담화 맥락에서 그 구조를 정보의 단위로 사용하고 해석하는 대화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어휘문법적 구조와 짝지어지는 문장 문법의 한 부문”23)이라 정

의하였다. 즉,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청자의 지

식 저장소(knowledge store)에 덧붙이기 위해 선택하는 문장의 구조를 말한다(정희

원 2001: 8). Chafe(1976)는 ‘문장이 정보를 포장하여 표현한다’는 관점으로 보아 정

보 포장(information packag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화자 또는 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문장 구조 속에서 어떻게 조직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바

로 정보구조적 분석이다. 프라그학파에서 시작되어 영미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온 이

정보구조 이론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도 서로 다르다.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본고에서 주된 관점으

로 삼을 정보구조 이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용될 용어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

해 짚어보기로 한다.

2.2. 화제와 초점

기존 연구에서 제안된 정보구조들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대별될 수 있는데 하나

는 문장을 전제와 초점으로 나누는 입장(Chomsky 1969, Jackendoff 1972)이고 또

하나는 문장을 화제와 논평으로 나누는 입장(Hockett 1958, Gundel 1974, 1988,

Reinhart 1982 등)이며, 마지막 하나는 문장을 먼저 초점과 바탕으로 나누고 바탕을

다시 연결부와 꼬리부로 나누는 입장(Vallduví 1990, Lambrecht 1994 등)이다. 첫 번

째 입장에서는 주어짐성에 따라, 제보적이거나 새롭거나 현저하거나 또는 예측 불가

능한 부분을 초점이라고 부르고 이와 상보적인 요소, 즉 비제보적이거나 알려졌거나

23) 이에 대해서는 고석주 외(2000: 18)를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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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예측 가능한 부분을 화제 또는 전제라고 부른다. 두 번째 입장에서는 대하여

성, 즉 문장이 무엇에 대한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어 화제를 구분하고, 이와 상보적

인 요소를 평언 또는 초점이라고 불렀다. 세 번째 입장은 주어짐성과 대하여성이라

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우선 주어짐성에 기준을 두어 문장을 초점-바탕

으로 나눈 후, 바탕을 다시 대하여성의 기준을 적용하여 연결부와 꼬리부로 나누었

다.

한국어와 같이 화제가 두드러진 언어24)는 대하여성을 가장 우선의 기준으로 삼아

‘화제’와 ‘비-화제’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비-화제’를 초점이라고

볼 때 한국어의 문장은 화제-초점의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화제는

문장의 서술 대상이고 초점은 문장의 서술 내용이다. 그런데 문장을 사용하는 화자

가 ‘어떤 대상’에 대해 말하려면 먼저 화-청자가 ‘그 대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이와 반대로 어떠한 것에 대해 서술할 때 그 서술되는 내용은 청자에게 새로운 것

이어야 한다. 즉 화제와 초점은 문장의 구정보와 신정보에 각각 대응된다.

그런데 구정보와 신정보를 구별하는 기준인 주어짐성은 두 층위로 나눌 수 있다.

바로 관계적 주어짐성과 지시적 주어짐성이다(Reinhart 1982, Gundel & Fretheim

2004). 지시적 주어짐성은 어떤 언어 표현이 가리키는 지시체가 청자의 인식 속에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하는 것인데, 대화중에 앞의 문맥에서 이미 언급된 지시체

나 담화 참여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지시체 등을 가리키는 표현 및 총칭적 표현

등은 모두 지시적으로 주어진 정보로 사용된다. 즉 대화 참여자의 관심 범위 내에

이미 존재하는 지시체를 지시하는 표현은 지시적 구정보로 사용가능하다는 것이다.

명사구의 한정성(definiteness), 특정성(specificity) 또는 총칭성(genericity)과 직결되

는 개념이다. 관계적 주어짐성은 어떤 언어 표현의 바깥 세상과의 직접적인 관련보

다는, 문장 안에서 상대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본 개념이다. 즉, 한

문장을 구성하는 두 요소 X와 Y가 상대적으로 주어진 것이냐 새로운 것이냐 하는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정의된 ‘화제-초점’의 개념과 연관되므로, 대하

여성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화제와 초점을

각각 관계적 구정보와 신정보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본다.

24) Li & Thompson(1976: 483)에 따르면 언어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주어가 현저한 언어(인구어 등); 둘째, 화제가 현저한 언어(중국어 등); 셋째, 화제와 주

어가 모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언어(한국어, 일본어 등); 넷째, 화제와 주어가 모두 두드러지

게 나타나지 않는 언어(타갈로그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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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 철수는 뭐해?

A: 철수는 운동해요.

(2) Q: 철수가 운동해요? 영희가 운동해요?

A: 철수가 운동해요.

(1A)의 ‘철수’는 앞의 질문에 이미 등장했기 때문에 지시적 구정보이고, ‘운동해요’와

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어진 구정보, 즉 관계적 구정보이다. 그리고 (1A)는 ‘철수에

대해 말하자면 운동해요’로 풀어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철수’는 서술의 대상이

되며 대하여성이 주어진다. 즉 ‘철수’는 화제이다. 한편 (2A)의 ‘철수’는 앞의 질문에

이미 등장했기 때문에 지시적 구정보이지만, ‘운동해요’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보, 즉 관계적 신정보이다. 그리고 (2A)는 ‘X가 운동하는데, 그 사람이 철수이다’

로 풀어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철수’가 서술의 내용이 되므로 초점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면 지시적 구정보이자 관계적으로도 구정보인 경우는 화제가 되고, 지

시적 구정보이지만 관계적으로는 신정보인 경우는 초점이 된다. 즉 화제는 관계적

구정보에 대응되고 초점은 관계적 신정보에 대응된다.25)

그러면 지시적 주어짐성과 관계적 주어짐성이 완전히 별개의 것일까? 그렇지 않

다. 관계적 신-구정보와 지시적 신-구정보 사이의 상관관계를 전영철(2006: 177)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25) 엄격히 말해 관계적 구정보는 대하여성을 지닌 성분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로 나눌 수 있다.

Q: 철수가 어제 누구를 만났어?

A: 철수는 어제 영희를 만났어.

A)의 ‘영희’는 의문사 ‘누구’가 요구하는 대답이며 초점이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영희’를 제외

한 나머지 부분인 ‘철수는 어제 X를 만났다’는 관계적 구정보이다. 그런데 관계적 구정보가

모두 같은 성격을 띠는 것은 아니다. 전체 문장 A)는 관계적 구정보의 일부인 ‘철수’에 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철수’는 나머지 관계적 구정보와 다르다. 이것은 ‘대하여성’을

지닌 관계적 구정보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관계적 구정보중에서도 특히 대하여성을 지닌

성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대하여성을 지닌 관계적 구정보가 화제 표지

‘-는’에 의해 표시되므로 중요한 정보구조적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 언급이

없을 경우 본고에서는 이러한 대하여성을 지닌 관계적 구정보 성분을 화제라고 부르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관계적 구정보는 ‘화제’와 ‘나머지’로 하위분류를

할 경우, Vallduví(1990)의 삼분구조적 정보구조와 비교될 수 있다. 관계적 신정보와 관계적

구정보는 각각 ‘focus’와 ‘groud’에 대응되고, 관계적 구정보 속의 화제와 나머지 부분은 각각

‘link’와 ‘tail’에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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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구정보 관계적 신정보

지시적 구정보 지시적 신정보
(3)

(3)이 보여준 것과 같이 지시적 구정보는 화제에 해당하는 관계적 구정보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맥에 따라 초점인 관계적 신정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화제

가 되려면 우선 반드시 지시적 구정보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시적 구정보는 화

제가 되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상으로 화제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화제의 의미·통사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화제의 의미적 특성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관계적 구정보인 화제는 먼저 지시적 구정보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시적 구정보와 한정성(definiteness) 표현과 같은 것으로 상정된다. 한정성

이란 ‘화자가 마음속에 어떤 특정한 개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자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라고 화자가 추측한 것을 일컫는 것’이고, 이는 곧 화제의 특성

으로 규정지어진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존 논의들에서 화제는 한정 표현이어야

한다(채완 1975: 98, 홍사만1986: 131)고 주장된 바와 일맥상통한다.

(4) 가. *많은 사람은 파티에 왔다.

나. 두 사람은 합격하였다.

다. 철수와 영이는 합격했느냐?

라.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홍사만(1986: 133)에서는 (4가)와 같이 수량사에 연결된 ‘-는’이 대조적 의미가 없을

경우 화제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언급하였다. 채완(1975: 97-98)에서도 (4나)에서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화자와 청자가 알고 있을 때 쓸 수 있다고

하였다. 가령 (4다)가 먼저 주어진 상황에서 (4나)와 같은 문장이 쓰일 수 있다. 그

리고 (4라)의 ‘사람’은 비한정적인 표현이지만 총칭적인 표현이므로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아는 지시체이기 때문에 화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특정적인 비한정 표현도 화제로 쓰일 수 있다는 주장(Prince 1985, 이정민

1992, 임동훈 2012, 전영철 2013 등)이 있다. 즉 지시적 구정보와 특정성(specificity)

을 연결시킨 것이다. 특정성이란 화자가 그 지시체로 마음속에 어떤 특정한 개체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말한다(전영철 2013: 22). 이정민(1992: 401), Lambrecht(1994:



- 28 -

81) 및 Erteschik-Shir(2007: 21) 등에 따르면 한정적이거나 총칭적이지 않더라도

특정적인 표현인 경우에 화제가 될 수 있다.

(5) 가. 내가 아는 선생님 한 분은 90이 넘었는데도 정정하시다.

나. A student I know is intelligent.

이정민(1992: 401)에서는 명시적으로 한정적이지 않은 경우에도 몇 가지 수단으로

가정된 친숙성을 얻으면 화제가 된다고 보았다. 그 수단으로 총칭성, 수식에 의한

발화상황에 닻내리기(anchor), 양상, 조건 및 관계문에 의한 양화적 힘 등을 들고 있

다. 통사론적으로 비한정 명사구이더라도 발화 상황에 닻내리기 되었을 때에는 한정

성에 육박하여 준-한정문이 되는데, 위의 (5가)가 이에 해당된다.

Erteschik-Shir(2007: 21-22)에서도 (5나)의 ‘A student I know’는 특정적인 요소로

서 화제가 될 자격을 가진다고 언급하였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면, 화제는 반드시 화자의 마음속에 어떤 특정한 개체이어야

하므로 총칭성, 한정성, 특정성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언급

한 바와 같이 한정적 요소, 총칭적인 요소와 특정적인 요소는 지시적 구정보이다.

화제는 지시적으로 주어진, 한정적이거나 총칭적인 요소 등의 인지적 위상으로 정의

될 수는 없으며 관계적으로만 정의될 수 있다. 그러나 관계적 구정보로 쓰이려면 우

선 지시적으로 주어진 정보이어야 하므로 적어도 특정성을 지녀야 화제가 될 수 있

다. 이상의 내용이 바로 대하여성을 지닌 화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상의 제약이다.

다음으로는 화제가 가지고 있는 통사구조상의 제약에 대해 알아보자.

채완(1975: 105)에서는 화제를 나타내는 ‘-는’ 성분은 내포문의 하위절에 나타날

수 없기에, 만약 하위절에 ‘-는’ 성분이 나타난다면 이를 화제가 아닌 대조로 해석해

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6)

(6) 가. [향기는 좋은] 꽃이 핀다.

(6가)의 하위절 주어는 ‘-는’을 취하여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 즉 ‘모양은 예쁘지

않다’ 등과 같은 함축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이에 비해 ‘향기가 좋은 꽃이 핀다’

26) 이정민(1992: 411)에 따르면 발화 동사(예: 말하다)에 내포되고 그 서술어가 개체 층위 술어이

면 내포절에도 화제가 올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과 직결되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견해는 깊이 생각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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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조적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화제는 흔히 문두성을 지닌다고 논의되어 왔다(채완 1975, 전영철 2013b 등). 화자

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려면 그 언급 대상이 제일 먼저 등장해야 하기 때문에, 화

제는 문장의 맨 앞에 와야 한다는 뜻이다. 전영철(2013b)에서는 화제를 나타내는 ‘-

는’ 표현은 문두에 나타나기에 문중에 있는 ‘-는’ 표현은 화제가 아닌 초점으로 파악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Q: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A: 나는 민호는 좋아해.

(8) Q: 민호는 누구를 좋아하니?

A: 민호는 나는 좋아해.

(9) 내 조 뎌글 닷가 일업슨 道理 求노니 죽사릿 因緣은 듣디 몯호려다 (我修

梵行 求無爲道 不得相許生死之緣 <大一:445a15-16>) <月釋1:11b>

(7˞8)은 전영철(2013b)의 현대 한국어 예이다. (7)과 (8)은 동일한 어형으로 구성되지
만 그 정보구조는 다르다. (7A)에서 첫 번째 ‘-는’ 성분 ‘나는’은 화제이고 두 번째

‘-는’ 성분 ‘민호는’은 초점이다. 이와 반대로 (8A)에서 ‘민호는’은 화제이고 ‘나는’은

초점이다. 왜냐하면 (7A)의 ‘민호’와 (8A)의 ‘나’는 모두 의문사가 요구하는 신정보이

기 때문이다. (9)는 중세 한국어의 예인데 ‘내가 깨끗한 행실을 닦아 세상일과 인연

을 끊는 도리를 구하니, 죽살이의 인연은 듣지 못하겠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문중에 나타난 ‘죽사릿 因緣’은 ‘듣디 몯호려다’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정보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초점은 새로운 정보이자 문장의 핵심 정보이다. 따라서 생략이 불가능한데, 이와

반대로 화제는 이전 담화와의 연결고리이자 화자가 알고 있는 개체이므로 생략이

가능하다. 화제의 생략은 현대 한국어 연구에서도 빈번하게 논의되어 왔다. 예를 들

어 유유현(2010)에서는 정보구조를 드러내는 실제 양상을 바탕으로 한국어 문장 유

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화제가 지속된 문장이고 다른 하나는 화제

가 전환된 문장이다. 전자는 ‘-은/는’이 자주 생략되고 후자는 생략되지 않는다고 보

았다. 그렇다면 중세 한국어에서의 화제 생략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10) 가. Q: 철수는 어디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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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학교 갔어.

나. 陳ㅅ 司敗ㅣ 묻오 昭公이 禮를 아시더니잇가 孔子ㅣ 샤 ∅ 禮를
아시더니라 (陳司敗ㅣ 問 昭公이 知禮乎이잇가 孔子ㅣ 曰 知禮시니라) <論

語2:24b>

다. 王이  무로 眷屬 며치니고 對答호 ∅ 六萬阿羅漢이다 (王復問曰有
幾眷屬 尊者答曰六萬阿羅漢 <釋迦:80b27>) <釋詳24:46a-46b>

(10가)는 현대 한국어에서 화제가 생략된 경우를 보인 예문이다. (10나˞다)는 중세

한국어의 경우이다. (10나)에서는 “昭公이 禮를 아시더니잇가?”라는 질문에 “(昭公
이) 禮를 아시더니라”라고 대답하고 있는데, 화제 ‘昭公’이 생략되어 나타난다. 다

음 3장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는’ 성분뿐만 아니라 ‘-이’ 성분도

자주 생략되는 양상을 보인다. (10다)를 현대어로 옮기면 ‘왕이 다시 “권속은 몇입니

까?”라 묻자 “6만 아라한입니다”라 대답하였다’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대답에서

화제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한국어 화제의 개념 및 의미적·통사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

다. 이제부터는 한국어 초점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초점’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된 논의는 Halliday(1967)이다. Halliday(1967:

204)에 따르면 초점이란 레마의 일부분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화자가 ‘제보적인’ 것으

로 해석되기를 바라는 부분을 표시해주는 일종의 강조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문법

층위의 정보 단위는 음운 층위의 억양 단위로 표시된다고 하면서 이 정보 단위의

‘초점’은 음운 층위의 억양핵(tonic nucleus)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27) 이와 유사하

게 음운론적 억양핵으로 초점을 정의한 논의로는 Chomsky(1971: 199)와

Jackendoff(1972: 230-242) 등이 있다. 그러나 음운론적 돋들림은 초점을 다른 요소

와 구별해 주는 장치로서의 기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초점을 정의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운율적 돋들림은 반드시 초점에만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에 따라 (대조)화제에도 부여될 수 있고,28) 그 밖에 화자의 강조 의도나 놀람의 표

현 등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정희원 2001: 27).

27) 박철우(2003: 72)에서 재인용.

28) 임동훈(2012: 250-251)에 따르면 가로 초점(초점)은 관계적인 신정보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H
*

악센트로 실현되고 대조 주제는 L+H
*
악센트로 실현된다. 대조 초점은 H

*
악센트로 나타나

기도 하지만, 신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지식에서 추론될 수 있는 정보를 표시하는 H*+L

악센트로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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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recht(1994: 207)에서는 초점을 ‘단언(assertion)이 전제와 구별되게 하는 화

용적으로 구조화된 명제의 의미 부분’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초점은 문장에서 문법

적 수단에 의해 강조되는 부분으로, 예측할 수 없고 화용론적으로 복원할 수 없으며

발화를 단언으로 만드는 문장의 요소이다(임동훈 2012: 234).

Gundel(1996)에서는 초점이 지시적으로 주어진, 한정적이거나 총칭적인 요소 따위

의 인지적 위상으로는 정의될 수 없다고 하면서 화제와 관련된 상대적인 새로운 정

보, 즉 관계적으로만 정의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본고에서는 앞서 화제를 관계적

구정보로 정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초점을 관계적 신정보로 보고자 한다.

한국어의 화제-초점 구조에서 먼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화제이고, 초점은 항상 화

제와 상보적인 분포를 이루는 요소이다.

(11) 가. Q: 뭘 마실래요?

A: 저는 커피를 마실래요.

나. Q: 커피 마실래요? 차 마실래요?

A: 저는 커피를 마실래요.

(11가A)의 ‘커피’는 선행 문맥에서 주어지지 않은, 의문사 ‘무엇’에 요구되는 대답으

로 지시적 신정보이다. 그리고 ‘저는 X를 마실래요’와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정보,

즉 관계적 신정보이다. 따라서 (11가A)의 ‘커피’는 초점이다. (11나A)의 ‘커피’는 선

행 문맥에서 이미 등장했기 때문에 지시적 구정보이다. 그러나 ‘저는 X를 마실래요’

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새로운 정보, 즉 관계적 신정보이다. 따라서 (11나A)의 ‘커피’

도 초점이다. 정리하면 지시적 신정보와 지시적 구정보가 모두 초점이 될 수 있지

만, 초점이 되려면 반드시 관계적 신정보이어야 한다.

이제부터 초점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청자의 지식 저장소의 정보 상태

는 화자의 발화에 의해 지속적으로 갱신되는데, 초점은 결국 발화를 통해 청자의 지

식 저장소에 기여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자는 청자에게 전달하

고자 하는 중요한 요소를 두드러지게 하기도 하는데, 박철우(2003)에서는 이를 음운

적 돋들림이라고 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한국어에서도 확연히 어떤 요소를 돋들리게

발음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초점을 표시해 준다고 밝혔다.

(12) 가. 철수가29) 어제 친구 집에서 수박을 먹었다.

나. 철수가 어제 친구 집에서 수박을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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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수가 어제 친구 집에서 수박을 먹었다.

라. 철수가 어제 친구 집에서 수박을 먹었다.

(13) 가. 누가 어제 친구 집에서 수박을 먹었어?

나. 철수가 언제 친구 집에서 수박을 먹었어?

다. 철수가 어제 어디서 수박을 먹었어?

라. 철수가 어제 친구 집에서 무엇을 먹었어?

(12)에서 돋들림이 수반되는 성분은 청자에게 알려주는 신정보인 초점으로 인식된

다. 이들은 각각 (13)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의 문

헌 자료에는 정보구조와 관련된 운율적인 표시는 없기 때문에, 초점을 이런 방법으

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이외의 방법으로 거짓말 테스트(lie-test)가 문장의 화제와 초점을 구분하는 기준

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4) 가. A: <전쟁과 평화>를 쓴 작가 톨스토이는 아직도 살아 있어요.

B: 거짓말 하지 마.

나. A: 프랑스왕은 대머리야.

B: 거짓말 하지 마.

(14가A)에서 ‘-는’을 취한 ‘<전쟁과 평화>를 쓴 작가 톨스토이’는 화제이고 ‘아직도

살아 있어요’는 초점이다. (14가B)에서 ‘거짓말’이라고 부정한 것은 화제가 아니라

(14가A)의 초점 부분인 ‘아직도 살아 있어요’이다. 즉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를

썼다’는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을 부정한 것이다.

(14나A)에서 ‘-는’을 취한 ‘프랑스왕’은 화제이고 ‘대머리야’는 초점이다. (14나B)에서

‘거짓말’이라고 부정한 것은 ‘프랑스왕의 존재’가 아니라 (14나A)의 초점 부분인 ‘대

머리’라는 것이다. 즉 초점은 부정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반면, 화제는 전제된 요소

이기 때문에 부정문에서 부정되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30)

초점은 어순과의 관련성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다. 화제는 문두성을 지녔지만 초

점은 그렇지 않다. 박철우(2003: 99)에서 언급된 VSO 언어에서는 초점이 동사 앞으

로 이동하기 때문에 동사 앞 초점(pre-Verbal Focus)이라는 현상이 주목된다. 그러

29) 본고에 인용된 한국어 문장에서 운율적 돋들림은 진하게 표시하기로 한다.

30) 그러나 메타언어적 부정에서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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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OV 어순을 가진 한국어에서는 동사가 마지막으로 오기 때문에 초점은 모두 동

사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현옥(1988), 이정민(1992), 박철우(2003), 전

영철(2013b) 등 논의에서는 초점이 동사의 보어들 가운데 가장 오른쪽, 즉 동사의

바로 앞에 놓이는 것이 무표적이라고 하였다. 아래는 박철우(2003: 100)의 예이다.

(15) 가. 철수는 작은 마을에서 [F도회지로] 이사했다.

나. 철수는 도회지로 [F작은 마을에서] 이사했다.

다. 철수는 작은 마을에서 [F도회지로] 이사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조용한 시골에

서 내내 살았다.

라.
#
철수는 도회지로 [F작은 마을에서] 이사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조용한 시골에

서 내내 살았다.

마. 철수는 작은 마을에서 [F도회지로] 이사하지 않았다. 그는 (거기로부터) 시골로

이사했다.

바. 철수는 도회지로 [F작은 마을에서] 이사하지 않았다. 그는 (거기로) 시골에서

이사했다.

(15다˞바)와 같이 (15가, 나)를 부정문으로 바꿔 보면 부정의 영향권이 문장 전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동사 왼쪽 성분들 가운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소, 즉 동사 바

로 앞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를 통해 동사의 바로 앞의 요소가 초점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한국어의 화제 및 초점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이

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화제는 ‘문장이 그것에 대한 것’이고 초점은 ‘화제에

대해 말해지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관계적 구정보 및 관계적 신정보가 이들

에 각각 대응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의 화제는 반드시 화자가 알고

있는 지시체이어야 하므로 의미적으로 총칭성, 한정성, 특정성 중 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통사적으로 화제는 내포문의 하위절에 나타날 수 없다는 제약과 함께

문두성 및 생략 가능성을 지닌다. 초점은 음운적 돋들림으로 표시할 수 있는 특성,

부정문에서 부정될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통사적으로 동사의 바로 앞의 위

치가 가장 무표적인 초점 위치인 것도 한 특징이다.

2.3.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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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에서 보조사 ‘-는’은 정보구조 논의의 중심이 된다. ‘-는’의 기능에 대해서는

화제로 보는 견해(이정민 1992, 홍사만 2002, 박철우 2003), 대조의 기능을 중심으로

파악한 견해(양인석 1973, 성기철 1985, 이석규 1987, 최혜원 1996, 김진호 2000 등)

와 화제와 대조를 상보적으로 파악하거나 둘 다를 인정한 견해(남기심 1972, 양동휘

1975, 채완 1976, 김일웅 1980, 박승윤 1986)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조

사 ‘-는’이 화제와 대조의 두 용법을 가진다는 것이 현재의 통설이다.31) 화제와 대조

의 두 용법을 모두 인정하는 견해 가운데, 어느 것이 ‘-는’의 기본적인 용법인지에

따라 다시 견해가 갈라지는데, 최근에는 두 용법이 서로 독립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

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주장하는 견해들(전영철 2006, 임동훈 2012)도 있다. 그리

고 ‘-는’이 대조로 쓰일 때 화제에만 나타난다고 보아 ‘대조 화제’만을 다룬 논의(정

희원 2001, 이정민 2003, 박철우 2003)32)가 있는가 하면, 화제와 초점에 모두 나타난

다고 보아 ‘대조 화제’ 및 ‘대조 초점’ 모두를 다룬 논의(김용범 2004, 전영철 2006,

2013b, 최혜원 1996, 1999, 임동훈 2012)도 있다.

본고에서 대조는 화제-초점과 독립적으로 기능한다는 견해를 취하여, 대조는 화제

와 초점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대조 화제 및 대조 초점이 모두 존재한

다고 보고자 한다. 우선 대조 화제에 대해 알아보자.

본고에서는 앞서 어떤 대상에 대해 언급하려면 화자가 반드시 ‘그 대상’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즉 관계적 구정보인 화제는 우선 지시적 구정보이

어야 한다. 지시적 구정보는 선행 담화에서 언급된 정보 등을 가리키는데 화제로 선

택된 지시적 구정보는 선행 담화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한 문장의

화제는 그 문장이 속한 담화 속에서 이전 발화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초

점은 이 연결 고리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덧붙여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여기

서 문제가 되는 점은, 선행 담화에서 언급된 지시체를 그대로 받아서 화제가 된 것

인지 아니면 언급된 지시체의 일부만 가져와서 화제로 세운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선행 담화와의 유일한 연결 고리인지 아니면 여러 잠재적 연결 고리 중의 하나인지

에 따라 문장의 정보구조의 성격은 달라진다. 유일한 연결 고리라면 화제에 덧붙인

31)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에서도 무표적인 정보구조와 ‘대조’가 더 얹힌 정보구조가 다르게 인

식된다. Jackendoff(1972: 258-265)에서는 영어에서 A-악센트(하강 악센트)와 B-악센트(하강-

상승 악센트)라는 두 가지 유형의 억양 패턴을 구분하고 그것이 정보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초점은 A-악센트로, 대조는 B-악센트로 표시된다고 주장하였다.

32) 이들 논의에서 대조 초점은 ‘-이/가’, ‘-을/를’이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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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관계, 즉 ‘화제-초점’ 구조만 고려하면 된다. 그러나 여러 잠재적 연결 고리 중

의 하나가 한 문장의 화제가 된다면 ‘화제-초점’ 구조 이외에 화제와 화제로 선택되

지 않은 잠재적 화제와의 관계, 즉 ‘화제-잠재적 화제’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이

러한 ‘화제-잠재적 화제’의 관계가 바로 화제의 대조이다. 대조가 발생하는 상황을

이렇게 파악해 볼 때, 어떤 문장에서 화제에 대해 대조가 발생하는 것과 화제에 대

해 초점이 서술되는 것은 독립적인 기능임을 알 수 있다(전영철 2006: 178).

(16) Q: 학생들은 뭐해?

A1: 학생들은 공부해.

A2: 학부생들은 춤춰.

(16Q)의 질문에 대해 (16A1)처럼 대답할 수도 있고 (16A2)처럼 대답할 수도 있다.

우선 (16A1)를 살펴보자. (16A1)의 ‘학생들’은 선행 질문에서 등장한 ‘학생들’을 그대

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선행 담화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한다. 화제 ‘학생

들’에 대하여 ‘공부해’라는 새로운 정보를 덧붙인 것이다. (16A1)에서는 ‘화제-초점’의

단순한 구조가 이루어지지만 (16A2)는 사정이 다르다. (16A2)의 ‘춤춰’는 선행 질문

의 의문사에 해당되는 답이기 때문에 신정보인 초점이다. 이와 관계적 상보성을 갖

는 ‘학부생들’은 선행 질문에서 언급한 ‘학생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선행 담화

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하며, 이 점은 (16A1)과 같다. 그러나 ‘학부생들’은 선행

담화에서 등장한 지시체를 그대로 받아서 화제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부류의 학생

들 중에서 일부만을 선택한 것이다. 여기서 선택되지 않은 잠재적 화제와 ‘학부생들’

과의 대조 관계가 형성된다. 가령 ‘대학원생들’과의 대조가 그것이다. 이런 경우 학

부생들에 대해 춤춘다는 새로운 정보가 서술되는 것과 동시에, 학부생들이 다른 부

류의 학생들과 대조되는 복잡한 상황이 연출된다. 요컨대 (16A1)의 ‘학생들’은 화제

이지만 (16A2)의 ‘학부생들’은 대조 화제이다.

화제와 대조 화제는 모두 관계적 구정보이지만 차이점도 가지고 있다. 한국어에서

화제는 생략할 수 있으며 음운론적으로 무강세로 실현되지만 대조 화제는 생략할

수 없으며 음운론적으로 높은 피치의 악센트를 동반한다. 이 외에도 대조 화제는

‘선생님이 학부생들은 춤추고 대학원생들은 노래한다고 말씀하셨다’라는 문장에서처

럼 내포절이나 관계절 안에 실현될 수 있는 반면, 화제는 내포절이나 관계절의 제약

을 받는다(정희원 2001: 142). 결국 한국어에서 화제와 대조 화제는 같은 보조사 ‘-

는’으로 표시되지만, 음운론적으로 다르게 실현된다는 점과 통사론적으로 하위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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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받는지의 여부가 다르다는 점, 정보론적으로 하나는 전체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하나는 부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항목과의 대조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

에서 차이가 난다.

이상으로 대조 화제의 개념 및 화제와의 차이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였다. 이제

부터는 대조 초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초점이 가지는 대조성의 지위에 대해서

는 상반된 두 입장이 존재한다. 하나는 초점과 대조 초점을 엄격히 구분하려는 입장

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초점이 기본적으로 대조성을 지닌다는 입장이다.33) 의미적

으로 볼 때도 초점은 명시적이든 아니든 선택 가능한 집합들로부터 뽑혀 나오는 것

이므로, 어느 정도 대조적인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점

과 대조 초점은 형태‧의미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범주이기 때문에 본고는 전자의 입
장을 취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의미적인 측면에서 초점은 대안 집합(alternative set)으로부터 뽑혀 나오는

요소이지만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요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다. 즉 대

안 집합 원소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데에 그치고,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요소에 대

해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한편 대조는 대조 집합(contrast set)의 원소 중

의 하나를 선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 일정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선택되는 원소와 선택되지 않는 원소를 대조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따라서 초점과 대조는 모두 집합이 도입되지만 원소를 뽑는 방식에 있어

서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초점과 대조초점의 형태적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34)

(17) Q. 누가 왔어?

A1: 철수가 왔어. (그리고 영희도 왔어.)

A2: 철수는 왔어. (#그리고 영희도 왔어.)

(17)은 전영철(2006, 2013b)에서 다룬 예를 조금 변형한 것이다. (17Q)의 질문에 대

33) 정희원(2001: 127)에서는 특별히 대조 해석을 억제하는 요인이 없다면 모든 초점은 어느 정도

의 대조성을 가진다고 하면서 정보초점을 소극적 대조성이 있는 초점, 대조 초점을 적극적

대조성이 있는 초점이라고 하였다.

34) 한국어에서 대조 초점과 대조 화제는 모두 ‘-는’으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용범

(2005), 전영철(2005, 2006)에서는 ‘-는’이 대조 초점과 대조 화제를 모두 나타낸다고 보았으

나 박철우(2003), 이정민(1999, 2000, 2003), 정희원(2001)에서는 ‘-는’이 대조 화제만 나타내고

대조 초점은 ‘-이/가, -을/를’이 나타낸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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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7A1)과 (17A2)는 모두 가능한 대답이다. (17A1)에서 ‘철수’는 주격 조사를 취하

고 있는데 의문사가 요구하는 답이므로 초점이다. (17A2)의 ‘철수’도 의문사가 요구

하는 답인데 보조사 ‘-는’을 취하였다. 두 ‘철수’가 모두 신정보인 초점이지만 의미에

차이가 있다. (17A1)에서는 ‘철수가 왔다’는 사실만을 전달할 뿐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전달하지 않지만, (17A2)에서는 ‘올 가능성이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서도 정보를 제공한다. 가령 올 수도 있는 사람들의 집합이 {철수, 영희}로 상정된다

면 (17A2)는 ‘영희는 잘 모르겠어’ 혹은 ‘영희는 안 왔어’라는 의미가 함축적으로 전

달된다. 이는 대안 집합으로부터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요소에 대해 무관심한

(17A1)의 대답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17A1)은 무표적 초점인 반면에

(17A2)는 초점에 대조가 더 얹힌 대조 초점이 된다.

이 외에도 대조 초점은 척도(scale) 함축을 유발할 수 있는데(Rooth 1992, 전영철

2006), 이 때 함축되는 내용은 척도상의 상위 값에 대한 부정이다. 예컨대 (17A2)에

서는 <철수와 영희, 철수/영희>라는 척도가 상정될 수 있다. 철수와 영희가 모두 오

는 상황보다 낮은 척도인 ‘철수나 영희 한 사람만 오는 것’이 선택되면 그 상위 값

은 부정된다. 그러므로 ‘철수는 왔어요’라고 대답하면 그보다 더 높은 척도인 ‘철수

와 영희가 모두 온 것’을 부정하게 된다(전영철 2006: 182-184). 그렇기에 (17A2)의

경우, 뒤에 ‘그리고 영희도 왔어’가 덧붙여지면 어색해진다. 그러나 (17A1)의 경우에

는 같은 문장이 덧붙여지더라도 어색해지지 않는다. 척도 함축을 가진 대조 초점의

예를 더 보이면 다음과 같다.

(18) 가. 철수는 빨리는 왔어요.

나. 은메달은 확실해요.

다. 젊어는 보이네요.

라. 철수는 부지런은 하다.

마. 내가 철수를 밀지는 않았어.

(18)는 흔히 현대 한국어에서 대조 초점으로 다루어져온 예들이다. 대조의 보조사 ‘-

는’은 (18가)에서는 부사 뒤, (18나)에서는 명사 뒤, (18다)에서는 어미 뒤, (18라)에

서는 용언의 어근 뒤, (18마)에서는 부정문의 보문소 뒤에 연결되어 있다. 문답 관계

를 상정할 때 이들 ‘X-는’ 성분은 모두 관계적 신정보인 초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18)의 ‘X-는’ 성분은 모두 초점이기 때문에 대안 집합을 도입하지만, 보통의 초

점과는 달리 대안 집합의 원소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선택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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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나머지 원소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그리하여 선택되는 요소와 선택되지 않

는 요소를 대조하는 효과를 얻게 되며, 대조 집합이 형성된다(전영철 2006: 181). 동

시에 대조 집합 안의 ‘X-는’보다 상위에 있는 값을 부정하게 된다. 예컨대 (18가)는

‘챙겨야 될 물건들을 다 챙기고 제대로 온다’ 정도의 내용을 부정하게 되고 (18나)는

‘금메달’에 대해 부정적인 정보가 부여되며, (18다)는 ‘외모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는

의미를, (18라)는 ‘잘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18마)의 경우 조금 다르

다. 이 경우의 ‘-는’은 대조 집합 안에 비교적 높은 척도에 있는 ‘밀-’을 선택하여 부

정문과 함께 나타난 것이다. 부정문에 대조표지 ‘-는’이 결합되면 (18가˞라)의 경우

와 반대되는 척도 함축이 발생한다. 즉 보다 낮은 척도에 있는 값에 대하여 긍정적

인 의미가 함축된다(정희원 2001: 148). 다시 ‘말해, 내가 철수를 밀지는 않았지만 건

드리긴 했다’ 정도의 함축 의미가 해석된다.

한편 임동훈(2012: 259)에서는 대조 초점의 ‘대안 집합’은 그 구성 요소가 일정한

척도에 따라 배열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척도와 무관한 개체들의 집합으로 가정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대조 초점이 반드시 척도 함축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고 주

장하였다.

(19) Q: (부여 수학여행에서) 영희는 어디어디 갔니?

A: 박물관에는 갔어요.

(19)에서 {박물관, 절터, 부소산……}의 집합이 척도성을 띤다고 보기 어렵고 또 척

도가 상정되더라도 다른 대안들을 배제한다기보다 다른 곳에 갔는지의 여부는 확인

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더 우세해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경우

‘영희가 간 장소들’이 일정한 척도에 따라 배열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박물관,

절터, 부소산에 다 간 것은 아니고 박물관에는 갔어요’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즉 앞서 살펴본 (17A2)와 같이 <박물관, 절터와 부소산

……, 박물관/절터/부소산>라는 척도가 상정될 수 있다.

이상으로 대조 초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편 화제 및 대조 화제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하듯이 초점과 대조 초점에도 차이점이 있다. 초점과 대조 초점은 모두 선택 가

능한 집합들로부터 뽑혀 나오는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형태적으로

하나는 격조사 ‘-가’를 취하고 다른 하나는 보조사 ‘-는’을 취한다는 점, 의미적으로

하나는 선택되지 않은 원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다른 하나는 선택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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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소, 즉 잠재적 초점에 대해 정보를 더 제공한다는 점, 정보구조적으로 하나는

전체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하나는 부분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금까지 대조 화제 및 대조 초점의 정보구조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어

에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이 모두 존재하며, 이들이 동일한 형태적 표지 ‘-는’에 의

해 표상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모두 다른 요소에 대해서도 관여한다는 공

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잠재적 화제 또는 잠재적 초점에 대해 ‘잘 모르거나’ 또는

‘이미 문장의 화제나 초점으로 선택된 요소와 다른 속성을 가진다’는 정보를 더 제

공하게 된다. 이 외에도 정보구조적으로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 모두가 부분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구별해야 하는

것은 하나는 관계적 구정보를, 다른 하나는 관계적 신정보를 나타내어 기본적인 정

보구조적 성격에서부터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또한 대조 초점에는 보통 척도

함축이 수반되는 반면, 대조 화제에는 이러한 척도 함축이 수반되지 않는다.

2.4. 소결

2장에서는 본고에서 논의하게 될 한국어의 화제, 초점 및 대조 화제, 대조 초점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어의 화제 및 초점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화제는 ‘문장이 그것에 대한

것’이고 초점은 ‘화제에 대해 말해지는 것’으로 개념화될 수 있는데, 관계적 구정보

와 관계적 신정보에 각각 대응되는 것으로 보았다. 본고에서는 특히 관계적 구정보

중 ‘대하여성’을 지닌 화제 성분에 주된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지시적 주어짐성과

정보구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지시적 구정보는 화제가 되기 위한

필수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시적 구정보도 관계적 신정보로 사용되어 초

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화제 및 초점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

았는데, 한국어의 화제는 반드시 ‘화자가 알고 있는 특정한 개체’이어야 하므로 의미

적으로 총칭성, 한정성, 특정성 중의 하나를 가져야 한다. 통사적으로 화제는 내포문

의 하위절에 나타날 수 없다는 제약과 함께 문두성 및 생략 가능성을 지닌다. 초점

에는 음운적 돋들림이 수반된다는 특성, 부정문에서 부정될 수 있는 특성 등이 있

다. 그리고 통사적으로 동사의 바로 앞의 위치가 가장 무표적인 초점 위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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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한국어의 대조 화제 및 대조 초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대조

는 화제-초점의 관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견해를 취하고, 대조가 화제와 초점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은 동일한 형태적

표지 ‘-는’에 의해 표상되고 모두 화제-초점의 관계 이외에 나머지 요소에 대해 관

여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구별해야 하는 것은 하

나는 관계적 구정보를, 다른 하나는 관계적 신정보를 나타내어 기본적인 정보구조적

성격에서부터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또한 대조 초점에는 보통 척도 함축이 수

반되는 반면, 대조 화제에는 이러한 척도 함축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가지

고 있다.

한국어에서 화제와 대조 화제는 동일하게 보조사 ‘-는’으로 표시되지만 음운론적

으로 다르게 실현된다는 점과 통사론적으로 하위절의 제약을 받는지의 여부가 다르

다는 점, 정보구조적으로 하나는 전체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하나는 부분 정보를 제

공함으로써 다른 항목과의 대조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초점과 대

조 초점은 모두 선택 가능한 집합들로부터 뽑혀 나오는 것이므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형태적으로 하나는 격조사 ‘-가’를 취하고 다른 하나는 보조사 ‘-는’을 취한

다는 점, 의미적으로 하나는 선택되지 않은 원소에 대해 무관심하고 다른 하나는 선

택되지 않은 원소에 대해 정보를 더 제공한다는 점과 정보구조적으로 하나는 부분

정보를 제공되고 다른 하나는 전체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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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이’의 정보구조

3.1. 도입

현대 한국어에서 주격 조사 ‘-이’가 초점의 표지, 보조사 ‘-는’이 대표적인 화제 표

지라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전술하였듯이 이러한 주장과 더

불어 소수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이’가 화제를 나타내는 표지로도 쓰인다는 주장들

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주장에는 최규수(1999), 임홍빈(2007) 등이 대표적이다. 한

편 전영철(2009)과 같이 ‘이/가’ 화제설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X-이/가’ 성분이

진정한 의미의 화제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렇다면 중세 한국어의 경우는

어떨까?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중세 한국어에서 격조사 ‘-이’의 쓰임이 현대 한국어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숭녕(1966: 17)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는’의 쓰임이 현대 한국어에 비해 비교적 엄격했다고 밝히면서 서

술어의 종별에 따라 주어에 연결되는 조사 ‘-는’과 ‘-이’의 차이가 어느 정도 좌우되

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한 바 있다. 그리고 고영근(1990: 28)에서는 텍스트 언어학적

관점에서 중세 한국어를 분석하면서 보조사 ‘-는’은 현대어에서만큼 이야기 형성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낡은 정보를 표현할 때에 이 보조사를 쓰

는 일이 없지 않으나 대부분은 주격표지 ‘-이’를 그대로 쓰거나 대용어 ‘그’에 기대

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다음 (1)은 고영근(1990: 28)에서 제시한 예인데 ‘-이’의 쓰

임이 현대 한국어의 경우와 다르다.

(1) 가. 녯 阿僧祇劫 時節에  菩薩이 王 외야 겨샤 …… 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니

다 몰라보더니 小瞿曇이라 더라 菩薩이 城 밧 甘蔗園에 精舍 오 오
 안자 잇더시니 (昔阿僧祇劫時 有菩薩爲國王 …… 菩薩乞食 還其國界 舉國吏

民 無能識者 謂爲小瞿曇 菩薩 於城外甘蔗園中 以爲精舍 <釋迦:03a17-23>) <月

釋1: 5a-6a>

나. 도 五百이 그윗 거슬 일버 精舍ㅅ 겨로 디나가니 그 도기 菩薩ㅅ 前世

生ㅅ 怨讐ㅣ러라 (五百大賊 劫取官物 路由菩薩廬邊 35) <釋迦:03b01-04>) <月釋

35) ‘그 도기 菩薩ㅅ 前世生ㅅ 怨讐ㅣ러라’에 대응되는 한문 원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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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a-6b>

(1가)에서 앞의 이야기의 주어 명사구 ‘菩薩’은 현대 한국어와 같이 주격표지를 취하

였고, 뒤의 이야기에서도 관형사 ‘’만 삭제되었을 뿐 맨명사구(bare NPs)에 주격표

지를 그대로 취하고 있다. 현대 한국어의 직관대로라면 ‘(그) 菩薩’이 나타날 것으

로 기대되는 환경이다. (1나)에서는 선행절에 주어 명사구가 이미 도입되어 있기 때

문에 후행절에서는 ‘는’을 취하는 것이 예상되나, 이 역시 주격표지를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숭녕(1966), 고영근(1990) 등에서 현대 한국어의 ‘-이’와 ‘-는’이 중세

한국어와 차이가 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본고는 정보구조적 입장에서 이 표지

들의 기능을 검토하여 그 차이를 좀 더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3장에서는 격조사

‘-이’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고 보조사 ‘-는’은 4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우선 3.2에서는 ‘X-이’-화제에 대해 살펴보며 중세 한국어에서 격조사 ‘-이’가 정

말로 화제의 표지로 쓰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로 한다. 이외의 용법으로, 주격 조

사 ‘-이’는 현대 한국어와 같이 초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3.3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3.2. ‘X-이’-화제

3.2.1. ‘X-이’-화제의 확인

앞서 밝힌 것과 같이 허웅(1975, 1989), 박준혁(1983), 하귀녀(2005) 등의 논의에서

는 중세 한국어에서도 보조사 ‘-는’이 화제를 나타내는 표지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

나 본고에서는 중세 한국어에서는 현대 한국어와는 달리 ‘X-이’도 적극적으로 화제

를 나타냈음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새로운 지시체를 소개한 후 다시 그 지시체에 대하

여 서술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현대 한국어, 특히 문어체에서는 새롭게 소개된 지시

체는 주격 조사 ‘-이’를 취하고 다시 그 지시체를 언급의 대상으로 세워 무엇인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는 보조사 ‘-는’을 취한다.

(2) 가. 옛날 옛날에 까마귀 한 마리가 하늘을 훨훨 날고 있었습니다. 이 까마귀는 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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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매끈한 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멀고 먼 옛날 환웅이 하늘나라로부터 지상으로 내려 왔다. 환웅은 태백산 아래

에 신시를 세우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였다.

(2가)에서 ‘까마귀 한 마리’는 처음으로 등장한 지시체이기에 뒤에 주격 조사 ‘-가’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후행하는 문장에서 같은 지시체가 화제로 나타날 때에는 보조

사 ‘-는’이 통합된다. (2나)도 마찬가지이다. 선행하는 문장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주

어명사구 ‘환웅’은 주격 조사 ‘-이’와 함께 나타나지만 후행하는 문장에서는 보조사

‘-는’을 취하고 있다. 정보의 새로움과 주어짐에 따라 취하는 조사가 달라진 셈이다.

이제 중세 한국어의 경우를 살펴보자.

(3) 가. 舍衛國 大臣 須達이 가며러 쳔랴 그지업고 布施기 즐겨 艱難며 어엿

븐 사 쥐주어 거리칠 號 給孤獨이라 더라 給孤獨 長者ᅵ 닐굽 아
리러니 여슷 아란 마 갓 얼이고 아기 아리  곱거늘 各別히 야
아례나  며느리 어두리라 야 婆羅門 려 닐오 어듸 됴
리  니 잇거뇨 내 아기 위야 어더 보고려 (舍衛國王波斯匿 有一大

臣 名曰須達 居家巨富 財寶無限 好喜布施 賑濟貧乏及諸孤老 時人因行 爲其立號

名給孤獨 爾時長者 生七男兒 年各長大 爲其納娶 次第至六 其第七兒 端正殊異

偏心愛念 當爲娶妻 欲得極妙容恣端正有相之女 爲兒求之 卽語諸婆羅門言 誰有好

女 相貌備足 當爲我兒 往求索之 <釋迦:63b14-21>) <釋詳6:13a-13b>

나. 녜 王舍城의  長者ㅣ 이쇼 일후미 傅相이러니 그 지비 하 가며러 약대와

라귀와 象과 왜 뫼히며 드르헤 차 고 錦과 비단과 노와 깁과 眞珠ㅣ

庫애 고 長利 노호미 數 모리러라 長者ㅣ 말 호 녜 우 야
 들 거스디 아니고 六波羅蜜 녜 더라 (昔 王舍城中 有一長者 名

曰傅相 其家大富 駝驢象馬 遍山盖野 錦綺羅紈 眞珠滿藏 諸頭放債 莫知其數 長

者 語常含笑 不逆人情 六度之中 常行六波羅蜜 <目連:5-10>) <月釋23:72a-72b>

(3)은 15세기 불경 문헌에서 가지고 온 예인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에 해

당된다. (3가)의 앞부분을 해석하면 ‘사위국의 대신 수달이 가멸어 재물이 한없이 많

고, 보시하기를 즐겨, 살기 어려우며 불쌍한 사람을 공급하여 구제하므로, 호를 給孤

獨이라 하더라’로 나타낼 수 있는데, ‘給孤獨’을 지시하는 ‘舍衛國 大臣 須達’이 처음

으로 도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현대 한국어의 경우와 비슷하게 주격

조사 ‘-이’를 취하고 있다. 그 다음 문장에 나타난 ‘給孤獨 長者’는 앞의 담화와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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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문장은 그에 대해 언급한 문장에 해당된다.

즉, 담화의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하면서 대하여성을 가지므로 ‘給孤獨 長者’는 관계

적 구정보인 화제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현대 한국어의 경우와는 달리

주격 조사 ‘-이’와 통합되어 나타난 것이 확인된다. (3나)의 앞 문장에서는 ‘옛날 왕

사성에 한 장자가 있는데 …… ’라는 존재문36)을 사용하여 새로운 지시체 ‘ 長者’

를 소개하고 있다. 이 지시체는 주격 조사 ‘-이’를 취하였다는 점에서 현대 한국어와

비슷하다. 후행 문장을 해석하면 ‘장자는 말씀을 할 때 늘 웃어 남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육바라밀을 늘 하더라’ 정도에 해당할 것이다. 이 때 ‘長者’는 선행 문장에

서 소개된 인물이기 때문에 문맥의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내용적 측면에

서, 후행 문장은 ‘長者’의 일반적 속성을 서술하고 있다. 즉 ‘長者’는 대하여성을 지

닌 성분이므로 관계적 구정보인 화제이다. (3가)와 마찬가지로 주격 조사 ‘-이’와 통

합한다는 점에서 현대 한국어와 차이가 난다. (3)을 통하여 중세 한국어의 문장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우, 현대 한국어와는 달리 화제 성분 뒤에 주격 조사

‘-이’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중세어 연구는 한정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화제나 초점과 같은 화용적

역할을 확인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물론 앞뒤 문맥을 통해 화제인지

초점인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문맥을 통한 정보가 불확실할 경

우가 문제이다. 현대인의 직관으로는 새로운 중세국어 문장을 만들어서 검증해볼 수

도 없기 때문에 현대 한국어에 대한 연구에 비해 설득력이 약할 수도 있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 앞뒤 문맥을 살펴보는 동시에 현대 한국어와의 대조를 통해 ‘X-이’ 성

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로 한다. 다음에서 현대 한국어로 번역한 문장과의 대조를

통해 그 차이점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4) 가. 그  世尊이 즉자히 化人 보내샤 虛空애셔 耶輸 니샤 …… 耶輸ㅣ 이

말 드르시고 미 훤샤 前生앳 이리 어제 본 야 즐굽 미 다

스러디거늘 目連이 블러 懺悔시고 羅睺羅 소 자바 目連일 맛디시고 울

며 여희시니라 (爾時世尊 卽起化人 空中告言耶輸陀羅 …… 耶輸陀羅 聞是語已

霍然還識宿業因緣 事事明了 如昨所見 愛子之情 自然消歇 遣喚目連 懺悔辭謝 捉

羅睺手 付囑目連 與子離別 涕淚交流 <釋迦:62a09-22>) <釋詳6:7b-9b>

가'. 그때에 세존이 곧바로 화인을 보내시어 공중에서 야수께 …… 라고 하셨다. (그

36) 존재문에 대해서는 3.3에서 좀 더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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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자) 야수는 이 말을 들으시고 마음이 훤하게 트이시어 전생에 있었던 일이

어제 본듯 하여 얽매인 마음이 다 스러지매 목련이를 불러 참회하시고 라후라

의 손을 잡아 목련이에게 맡기시고 울며 이별하시니라.

나. 王裒의 아비 王儀 魏라 홀 나랏 安東將軍 司馬昭그 그위실더니 司馬昭ᅵ

싸홈 계우고 뉘 닷고 대 王儀 對答호 元帥ᄉ 다시다 대 怒야 자바

내야 베티니라 王裒ᅵ 슬허 그위실 아니고  글 치고 이셔 님그미 세

번 브르시며 宰相이 닐굽 번 블러도 다 아니 오고 죽록 西ᄉ녁 向야 디
아니니라 (王褒 字偉元 城陽人 父儀爲魏安東將軍司馬昭司馬 東開之敗 昭問曰

誰任其咎 儀對曰 責在元帥 昭怒曰 欲委罪於孤邪 引出斬之 褒痛父非命 隱居敎授

三徵七辟 皆不就 終身未嘗西向而坐) <三綱孝15>

나'. 왕포의 아버지 왕의가 위라고 하는 나라의 안동장군 사마소에게서 벼슬살이를

하였다. 사마소가 전투에서 지고 나서 “누구의 탓인가?” 하니, 왕의가 “원수님

탓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마소가 노하여 잡아내어 베어버렸다. 왕포는 (이

사실을) 슬퍼하여 벼슬살이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으

면서, 임금이 세 번을 부르시며 재상이 일곱 번을 불러도 다 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서쪽을 향해 앉지 않았다.

(4가, 나)는 중세 한국어 문장이고 (4가', 나')은 이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이

다.37) (4가)와 (4나)에서 밑줄 그은 ‘耶輸’와 ‘王裒’는 모두 담화 사이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해당 문장은 모두 ‘耶輸’와 ‘王裒’에 대한 서술을 내용으로 담

고 있다. 요컨대 밑줄 그은 ‘耶輸’와 ‘王裒’는 관계적 구정보인 화제이다. 이들이 모

두 격조사 ‘-이’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로 번역할 경우,

화제가 되는 성분인 ‘야수’와 ‘왕포’ 뒤에는 보조사 ‘-는’이 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

다.

중세어 연구 자료에는 종교 문헌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 경전

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 경전은 독특한 텍스트적 특성

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슷한 성격을 지닌 텍

스트와의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비슷한 텍스트적 성격을 지난 현대 한

국어의 종교 문헌의 예로 (5나, 다)를 제시하기로 한다.

(5) 가. 羅雲이 져머 노 즐겨 法 드로 슬히 너겨 거든 부톄 로 니샤도 從

37)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고자 완전한 직역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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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아니더니 後에 부톄 羅雲이려 니샤 부텨 맛나미 어려며 法

드로미 어려니 네 이제 사 모 得고 부텨를 맛나 잇니 엇뎨 게을어
法을 아니 듣다 羅雲이  부텻 法이 精微야 져믄 아 어느 듣리
고 아래 조 듣마 즉자히 도로 니저  니니 이제 져믄 저그란

안  노다가 라면 어루 法을 호리이다 부톄 니샤 자 
이리 無常야 모 몯 미 거시니 네 목수믈 미더  時節을 기드리다
시고 다시 說法시니 羅雲의 미 여러 아니라 <釋詳6:10b-11b>

가'. 나운이 어려 놀음놀이를 즐겨 법을 듣기를 싫게 여기매, 부처님이 자주 말씀하

셔도 좆지 아니하더니, 뒤에 부처님께서 나운이에게 “부처님을 만나기가 어려우

며 법을 듣기가 어려우니, 너는 이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고 부처님을 만나

있으니 어찌 게을러 법을 듣지 아니하느냐?”라 말씀하셨다. 그러자 나운은 “부

처님의 법이 정미하셔서, 어린 아이가 어찌 듣겠습니까? 지난번에 자주 들은

말은 곧바로 도로 잊어, 힘들 뿐이니, 이제 어린 때에는 아직 마음껏 놀다가 자

라면 가히 법을 배우겠습니다.”라 대답했다. 부처님은 (이에 대해) “세상의 일이

떳떳함이 없어 자기의 몸을 믿지 못할 것이니, 네가 목숨을 믿어, 자랄 때를 기

다리느냐?” 라 대답하시고, 다시 설법하시니, 나운의 마음이 열려 깨닫게 되었

다.

나. 부처님이 처음 보리수 아래서 성도를 하고 바라나시로 가던 도중 우파카라고 하

는 아지비카교의 수행자와 만났다. 우파카는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에 놀라 “당

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스승 없이 홀로 부처가 되었소”

라고 부처님은 대답했다. 그러자 우파카는 “흐흥,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고는

지나가버렸다. <불타 석가모니: 274-275>

다. 군중 가운데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많은 의사

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느라고 무척 고생하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였으

나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병만 더 악화되었다. …… 예수님은 곧 능력이 자기

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라고 물으셨다.

……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와서 엎

드려 사실대로 말하였다. <현대인의 성경: 마가복음5:25-33>

(5)의 예문에서 술어는 ‘말하다’ 류 동사이다. 성경이든 불경이든 종교 경전에서는

‘말하다’류 동사가 자주 나타난다. (5가)는 15세기 문헌인 <釋譜詳節>에 나온 예이

고 (5가')은 (5가)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이다. (5나)는 현대 한국어 불경문헌인

<불타석가모니>에서 가지고 온 예문이고 (5다)는 <현대인의 성경>에서 가지고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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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이다. (5)에서 밑줄 그은 부분은 모두 해당 경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자

지시적으로 주어진 정보이다. 동시에 이들은 선후 문맥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며,

문장 전체의 언급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 모두 관계적 구정보인 화제로 이해

된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인 (5가)를 제외한 나머지의 경우, 이들 지시체를 나타내는

표현 뒤에 모두 ‘-는’이 나타나 있다.

발화 현장에 있는 화자-청자를 지시하는 표현은 지시적으로 주어진 구정보로 사

용된다. 현대 한국어에서 이러한 지시적 구정보가 화제로 쓰일 때 독특한 정보구조

적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가령 ‘철수 뭐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철수가 공부

해’의 문법성은 ‘너 뭐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내가 공부해’의 경우와 차이가

난다. 전자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허용된다고 보는 화자도 있지만 후자는 매우 어색

하다. 그렇다면 중세 한국어에서는 어떠할까?

(6) 가. 對答호 그듸 이 굼긧 개야미 보라 (答言 汝今見此地中蟻子不耶 <釋

迦:66a06>) <釋詳6:36b>

나. 그 忍辱太子ㅣ …… 어마긔 드러가  이제 이 모로 아바님 爲야
病엣 藥 지려 노니 목수미 몯 이실까 너겨 여희라 오니 願 어
마니미 그려 마쇼셔 (忍辱太子 卽入宮中 到其母所 頭面禮足 合掌向母 而作是
言 今者此身 欲爲父王 作治病藥 恐其身命 不得存立 是故與母共別 願母莫憂苦

戀慕其子 <報恩:138a27-138b06>) <月釋21:216b-217a>

다. Q:  됴신 원판님하 어듸 가시고 (好院判哥 到那裏)

A: 쇼이 례부에 가노이다 (小人到禮部裏) <飜朴7b>
라. Q: 네 뉘손 글 혼다 (你誰根底 學文書來)
A: 내38) 되의셔 글 호라 (我在漢兒學堂裏 學文書來) <飜老上2b>

(6가)를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면 ‘(사리불이) 대답하기를, “그대는 이 구멍의 개미를

보라”’이며 (6나)는 ‘그 때 인욕태자가 …… 어머님께 들어가 아뢰되, 이제 이 몸으

로 아버님 위하여 병의 약을 지으려 하니 목숨이 못 이어지실까 여겨 이별하러 오

니, 원하건대 어머님은 (저를) 그리워하지 마십시오’에 해당된다. 이처럼 밑줄 그은

부분을 현대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는 ‘그대가’보다는 ‘그대는’이, ‘어머님이’보다는 ‘어

머님은’이 자연스럽다. (6가)의 ‘그듸’와 (6나)의 ‘어마님’은 모두 대화 현장에 있는

대화 참여자이기 때문에 지시적 구정보이다. 동시에 이 문장들은 모두 청자를 지시

38) 여기서 ‘내’가 거성이기 때문에 주격형 ‘내가’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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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표현인 ‘그듸’와 ‘어마님’에 대한 문장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화제 성분 뒤에 주

격 조사 ‘-이’를 취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현대 한국어의 경우와 다르다.

(6다, 라)는 질문-대답의 쌍으로 이루어진 대화이다. 각각을 현대 한국어로 바꾸어

보면, (6다)에서는 “마음 좋으신 원판 형님, 어디 가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소인

은 예부에 갑니다”라 답하는 것으로, (6라)에서는 “당신은 누구한테 배웠소?”라는 질

문에 대해 “저는 한인 학당에서 배웠습니다”라 답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다A)의

‘쇼’은 서술 대상이고 ‘례부에 가노이다’는 서술 내용이다. (6라A)의 ‘내’는 서술 대
상이고 ‘되의셔 글 호라’는 서술 내용이다. 즉 전자는 모두 화제이고 후자는

모두 초점이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와는 달리 화제가 되는 성분 ‘쇼’과 ‘내’ 뒤에

모두 격조사 ‘-이’를 취하고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6다Q)와 (6라Q)와 같은 질문

에 ‘소인이/제가 예부에 갑니다’, ‘내가 한인 학당에서 배웠습니다’라 대답하는 것은

직관상 부적절하다. 이러한 화자 지시적 표현이 화제가 될 때 주격 조사 ‘-이’가 쓰

이는 것은 어색하다.39)

(6다, 라)와 같은 질문-대답의 쌍은 정보구조 연구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정보구

조 확인 방법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더 많은 질문-대답의 쌍을 통해 중세 한국어

의 정보구조를 확인하고자 한다.

(7) 가. Q: 王이 比丘 무로 부톄 아래 므스기라 니샨 마리 잇니고 (又白比丘

言 佛未滅度時 何所記說 <釋迦:78a10>)

A: 比丘ㅣ 對答호 부톄 大王 니샤 나 滅度 百年 後에 巴蓮弗邑에 나
아 閻浮提 가져 正法으로 다리며  내 舍利로 閻浮提예 八萬四千塔 
셰리라 야신마 大王이 이제 地獄 시고 사 하 주기시니 王

이 이제 부텻 마 샤 一切 衆生 어엿비 너기샤 法다히 修行쇼셔
(比丘答言 佛記大王 於我滅後過百歲時 於巴連弗邑 有三億家 彼國有王 名曰

阿育 當王此閻浮提 爲轉輪王 正法治化 又復宣布我舍利於閻浮提 立八萬四千

塔 佛如是記 然大王 今造此大地獄 殺害無量 王今宜應慈念一切衆生 佛之所記

大王者 王當如法修行 <釋迦:78a11-16>) <釋詳24:16b-17b>

나. Q: 王이  무로 尊者애셔  上座ㅣ 잇니가 (王復問曰 於尊者所 更有上

座耶 <釋迦:80b01>)

39) 그러나 중세 한국어에서는 위에 제시된 질문-대답의 쌍뿐만 아니라 ‘子ㅣ 샤 내 剛
者를 보디 몯게라 <論語1:44b>’와 같은 문장에서도 화자를 지시하는 표현 뒤에 주격을 취한
‘내’가 나타난다. 이 문장을 현대 현국어로 번역한다면 ‘내’ 대신에 ‘나는’이 더 자연스럽다. 즉,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강한 사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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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尊者ㅣ 對答호  上座ㅣ 잇니 (尊者答曰 更有上坐 <釋迦:80b02-03>)

<月釋25:117b>

나'. Q: 王이  歡喜야 닐오 이 中에 比丘ㅣ 부텨 보니 잇니가 (王

大歡喜 而作是言 於中有比丘 見佛者不 <釋迦:80b03-04>)

A: 尊者ㅣ對答호 ∅ 잇니다 (尊者答曰有也 <釋迦:80b04>) <月釋

25:118a>

다. Q: 阿難이   부텨 겨실 쩌긔 아뫼어나 金銀 七寶와 집과 妻子와 과
옷과 음담과 一切 됴 거스로  恭敬야 供養 사과 涅槃신
後에 如來ᄉ 像 잇 로 供養니와 이 두 사 福德이 어늬 
하리고 (阿難復白佛言 若佛現在 若復有人 以金 銀 七寶 房舍 殿堂 妻子

奴婢 衣服 飲食 一切樂具 深心恭敬 禮拜供養如來 佛涅槃後 若復有人 以金

銀 七寶 妻妾 奴婢 衣服 飲食 一切樂具 供養如來形像 深心恭敬 禮拜供養 世

尊 如是二人 深心供養 所得福德 何者爲多 <涅後:901c17-22>)

A: 부톄 니샤 두 사 福德 어두미 가지니 (佛告阿難 如是二人 皆以深

心供養 所得福德其福無異 <涅後:901c22-23>) <釋詳23:3b-4a>

다'. Q: 阿難이   부텨 겨 저긔 웃 로 供養니와 涅槃신 後에
全身舍利 웃 로 供養니와 두 사 福德이 어늬 하리고
(阿難復白佛言 若佛現在 若復有人 還以深心 如上供養 恭敬如來 佛涅槃後 若

復有人 還以深心 如上供養 恭敬全身舍利 世尊 如是二人 所得福德何者爲多

<涅後:901c25-28>)

A: 부톄 니샤 ∅ 가지로 그지업스며  업스리라 (佛告阿難 如是二人 得
福正等 功德廣大 無量無邊 乃至畢苦 其福不盡 <涅後:901c28-2a01>) <釋詳

23:4b>

라. Q: 或이 오 管仲은 儉잇가 (或이 曰 管仲은 儉乎ㅣ잇가)
A: 샤 管氏ㅣ 三歸를 두며 官事를 攝디 아니니 엇디 시러곰 儉리오
(曰 管氏ㅣ 有三歸며 官事不攝니 焉得儉이리오) <論語1:27a-27b>

마. Q: 昭ㅣ 모 사려 무러 닐오 요조 이른 뉘 그 허믈 맛고 여 
(昭ㅣ 問於衆曰 近日之事 誰任其咎ㅣ오)

A: 儀 답야 닐오 외요미 도원슈 인니이다 (儀對曰 責在元帥니이
다) <飜小9:26a>

마' Q: 昭ㅣ 모 사려 무러 오 요조옴 일을 뉘 그 허믈을 맛료 (昭ㅣ

問於衆曰 近日之事 誰任其咎오)
A: 儀 답야 오 허믈이 읏듬슈 인니이다 (儀ㅣ 對曰 責在元帥
니이다) <小學6:2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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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Q: 네 스이 …… 즐겨 녀 즐겨 치디 아닛녀 (你的師傅 …… 耐繁教
那不耐繁教？)

A: 우리 스이 이 온화야  즐겨 치다 (師傅性兒溫克 好生耐繁

教) <飜老上6b>

사. Q: 林放이 禮의 本을 묻온대 (林放이 問禮之本대)
A: 子ㅣ 샤 크다 무롬이여 禮ㅣ 그 奢홈으로 더브러론 하리 儉홀띠오

(子ㅣ 曰大哉問이여 禮ㅣ 與其奢也론 寧儉이오) <論語1:20a>

아. Q: 子路ㅣ 오 君子ㅣ 勇을 尙니잇가 (子路ㅣ 曰君子ㅣ 尙勇乎ㅣ잇가)
A: 子ㅣ 샤 君子ㅣ 義로 上을 삼니 君子ㅣ 勇이 잇고 義 업면 亂을

고 小人이 勇이 잇고 義 업면 盜를 니라 (子ㅣ 曰 君子ㅣ 義以爲上

이니 君子ㅣ 有勇而無義면 爲亂이오 小人이 有勇而無義면 爲盜ㅣ니라) <論

語4:43b>

자. Q: 陳에 겨셔 糧이 絕니 從者ㅣ 病야 能이 興티 몯더니 子路ㅣ 慍야
見야 오 君子ㅣ  窮홈이 인니잇가 (在陳絕糧니 從者ㅣ 病
야 莫能興이러니 子路ㅣ 慍見曰 君子ㅣ 亦有窮乎ㅣ잇가)

A: 子ㅣ 샤 君子ㅣ 진실로 窮니 小人은 窮면 이예 濫니라 (子
ㅣ 曰 君子ㅣ 固窮이니 小人 斯濫矣니라) <論語4:1b-2a>

(7가˞다)는 15세기 불경 문헌의 예이다. (7가Q)에서는 왕이 비구께 “부처님이 예전에
무엇이라고 이르신 말씀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구는 “부처

님은 대왕에 대해 이르시기를 나 滅度한 백 년 후에 巴蓮弗邑에 나서 염부제를 (맡

아) 가지고 정법으로 다스리며 또 내 사리로 염부제에 8만 4천의 탑을 세우리라 하

셨건만 …… ”이라 답한다. (7가A)의 ‘부텨’는 질문과 대답의 연결 고리이다. 동시에

(7가A)는 ‘부텨’에 대해 언급하는 문장이므로 ‘부텨’는 화제이다. 그런데도 주격 조사

‘-이’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나Q)에서 왕은 존자에게 “上座가 있습니까”라

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존자는 (7나A)에서 “上座는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물음

의 대상이 되는 ‘上座’는 화제이고 의문사가 요구하는 대답인 ‘잇니’는 초점이다.

화제 뒤에 주격 조사 ‘-이’를 취하여 나타나 있다. (7나')은 (7나)에 이어지는 질문-

대답의 쌍인데 화제 명사구에 해당되는 성분이 생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생략

가능성은 화제의 특성이다. 두 질문-대답의 쌍은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

에 생략된 성분에 대응되는 ‘上座’가 화제임을 알 수 있다. (7다Q)에서는 “ …… 두

사람의 복덕이 누가 더 많습니까?”라고 질문하였는데, (7다A)에서는 이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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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의 복덕 얻음은 같다”라 대답하고 있다. 질문의 답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지니’이고, 그 앞의 명사구는 관계적 구정보이며 화제이다. 그러나 이 명사구도

주격 표지 ‘-이’를 취하고 있다. (7다')은 (7다)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발화인데

“두 사 福德이” 부분이 생략되어 나타났다. 생략 가능성은 화제라는 증거이므로
(7다)에 나타난 “두 사 福德 어둠”이 화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7라˞자)는 16세기 문헌의 예이다. (7라)를 해석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관중

은 검소하였습니까?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관씨는 삼귀대를 세웠으며 가신에게 겸직

을 안 시켰으니 어찌 검소했겠느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관중’은 대답

과 질문 사이의 연결 고리이며, 대답에서의 언급 대상이다. 그렇기에 현대 한국어를

상정하면 공자의 대답에서 ‘管氏는’이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된 것은 ‘管氏ㅣ’,

즉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7마)는 <飜譯小學>의 예인데 “누구의 잘못

이냐”는 질문에 “잘못은 도원수께 있다”라는 대답이 이어진다. 화제 명사구 ‘외요미’

는 동사 ‘외다’ 뒤에 동명사형 어미 ‘-옴’을 취하여 명사가 된 것인데 역시 격조사 ‘-

이’를 취하고 있다. 이 경우는 현대 한국어에서라면 ‘잘못은’으로 번역해야 자연스럽

다. (7마')은 <小學諺解>의 예인데 (7마)와 같은 원문에 대한 서로 대응되는 문장들

이다. 같은 내용을 두 번 언해했는데도 화제 명사구 뒤에 격조사 ‘-이’를 취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중세 한국어에서 주격 조사 ‘-이’로 화제를 나타낸 것이 단순히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7바Q)에서 “그대의 스승

은 …… 즐겨 잘 가르쳐 주시던가 아니던가?”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7바A)

에서 “우리 스승은 성격이 온화하여 정말 잘 가르칩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질문-

대답의 쌍에서 대하여성을 지닌 부분은 ‘우리 스’인데, 그 뒤에 주격 조사 ‘-이’를

취하고 있다. 즉, 주격 조사 ‘-이’로 화제를 나타내고 있다.

(7사˞자)는 <論語諺解>의 예이다. 우선 (7사)를 해석하면 “임방이 예의 근본을 물

었는데,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큰 물음을 하였구나! 예는 그 사치스럽게 겉을 꾸미는

것보다 차라리 검소하게 꾸며야 한다” 정도가 될 것이다. 현대 한국어 화자의 직관

에는 질문-대답에서 반복되는 부분인 ‘禮’ 뒤에 보조사 ‘-는’을 취하는 것이 더 자연

스럽지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이’를 취하고 있다. (7아Q)에서는 子路가

공자에게 “군자가 용기를 숭상합니까”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공자는 “군자는

의(義)를 최상으로 삼는데 …… ”라고 대답하고 있다. 질문과 대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君子’는 화제인데 역시 주격 조사 ‘-이’를 취하고 있다. (7자Q)에서는 자로가

공자에게 “군자가 또한 가난합니까”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공자는 (7자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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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군자는 진실로 가난한데 …… ”라고 대답하고 있다. ‘진실로 窮니’가 질문이
요구하는 신정보라는 점과 대답에서는 질문과 동일한 화제가 유지된다는 점을 감안

하면 주격 조사 ‘-이’를 취한 ‘君子’가 화제임을 알 수 있다.

질문-대답의 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부분은 명백한 화제이다. 따라서 (7)의 예

들을 통해 중세 한국어에서 화제를 주격 조사 ‘-이’로 나타내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7)의 대답 부분만을 가지고 와서 정보구조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8) 가. [T부톄][F大王 니샤 나 滅度 百年 後에 巴蓮弗邑에 나아 閻浮提 가져
正法으로 다리며 ……]

나. [T上座ㅣ][F잇니]
다. [T두 사 福德 어두미] [F가지니]
라. [T管氏ㅣ] [F三歸를 두며 官事를 攝디 아니니 엇디 시러곰 儉리오]
마. [T외요미] [F도원슈 인니이다]
바. [T우리 스이][F이 온화야  즐겨 치다]
사. [T禮ㅣ] [F그 奢홈으로 더브러론 하리 儉홀띠오]
아. [T君子ㅣ] [F義로  上을 삼니 ……]
자. [T君子ㅣ] [F진실로 窮니 ……]

문두에서 ‘[T……]’로 표시된 성분은 화제이고 문중에서 ‘[F……]’로 표시된 성분은 초

점이다. (8)을 통해 (7)이 ‘화제-초점’ 구조를 가진 문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일반적인 정보의 흐름에 부합한다.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는 질문에서

와 동일한 화제가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인 정보의 흐름이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어의 경우 어떤 개체에 대해 일반적 속성을 기술하는 문장에서 주어 뒤

에는 보통 ‘-는’을 쓴다. 예컨대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사자는 포유동물이다’

와 같은 경우이다. 중세 한국어의 경우는 어떤지 살펴보자.

(9) 가. 子ㅣ 샤 人이 遠廬ㅣ 업면 반시 近憂ㅣ 인니라 (子ㅣ 曰 人無遠慮

ㅣ면 必有近憂ㅣ니라) <論語4:6b>

나. 孔子ㅣ 샤 君子ㅣ 三畏 인니 天命을 畏며 大人을 畏며 聖人의 言을
畏니라 (孔子ㅣ 曰 君子ㅣ 有三畏니 畏天命며 畏大人며 畏聖人之言이
니라) <論語4:24a-24b>

다. 士ㅣ 모 닷며 뎌글 조히 야 苟且히 어두 아니며 情을 다며 實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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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야 거즛 일 아니야 義 아닌 이 매 혜디 아니며 理 아닌 利 
지븨 드리디 아니홀디니 (士 ㅣ 脩身潔行야 不爲苟得며 竭情盡實야 不爲

詐偽야 非議之事 不記於心며 非理之利 不入於家ㅣ니) <內訓3:27a>

(9가, 나)는 <論語諺解>의 예이다. <論語諺解>는 유학서로서 공자의 교훈을 많이

담은 문헌이다. (9가)는 선행 문맥 없이 제시된 공자의 교훈이다. 즉 (9가)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人’에 대한 일반적 교훈을 나타내는 문장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총칭문40)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로 해석하

자면 ‘사람은 앞날을 고려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환이 나타나는 법이다’ 정도로 나타

낼 수 있을 것이다. 현대 한국어를 상정했을 때 ‘-는’이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자리

에, 중세 한국어의 경우에는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나 있다. (9나)를 현대 한국어로

해석하면 ‘공자께서 “군자는 세 가지 두려움이 있는데, 天命을 두려워하고 大人을

두려워하고 聖人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다”라 말씀하셨다’ 정도에 해당할 것이

다. 이 문장은 어떤 특정적인 ‘君子’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모든 ‘君子’에 대한 일반

적 서술이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와는 달리 중세 한국어에서는 서술의 대상이 되는

君子 뒤에도 격조사 ‘-이’를 취하고 있다. (9다)를 현대 한국어로 해석하면 ‘선비는

몸을 닦고 행동을 깨끗이 하여서 구차스럽게 재물을 얻지 아니하며 …… ’ 정도에

해당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士’에 대한 일반적 서술이 되는 문장인데 화제 명사구

뒤에 ‘-이’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중세 한국어에서는 현대 한국어와 달리 총칭

문의 화제에 ‘-이’가 붙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현대 한국어에서 보조사 ‘-는’이 쓰이는 자리에, 중세 한국어에서는 격조

사 ‘-이’가 잘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현대 한국어의 보조사 ‘-는’ 화제

의 기능도 중세 한국어의 경우에는 ‘-이’가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음을 보았다.

3.2.2. ‘X-이’-화제: 장면층위 술어 대 개체층위 술어

본고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통해 중세 한국어의 ‘X-이’ 성분이 관계적 구정보인 화

제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앞서 제시한 ‘X-이’-화제 문장을 살펴보

면 그 술어가 장면층위 술어인 경우도 있고, 개제층위 술어인 경우도 있다. 장면층

위 술어는 어떤 개체의 일시적인 속성, 즉 시간이나 장소에 따라 변화하기 쉬운 속

40) 총칭문의 개념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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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개체층위 술어는 개체의 지속적인 속성, 즉 시간이나 장소에

얽매이지 않은 속성을 나타낸다. 장면층위 술어와 개체층위 술어가 가지고 있는 이

러한 특성들 때문에 이들 술어가 포함되는 문장들은 정보구조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들 술어를 가진 문장의 정보구조가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나아가 주격 조사 ‘-이’의 화제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장면층위 술어의 경우를 살펴보자. 장면층위 술어는 일시적인 속성을 나타내

기 때문에 보통 특정한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건(event)을 나타낸다. 가령

‘먹다’나 ‘말하다’와 같은 장면층위 술어는 ‘누가 어디에서 무엇을 먹다’, ‘누가 언제

무엇을 말하다’ 등과 같은 사건을 표현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표현될 때 사

건 전체를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정보 덩어리로 간주하여 표현할 수도 있고, 이전

담화와의 관련성을 부각되게 표현하기 위해 분절된 정보구조로 표현될 수도 있다.

즉, 동일한 요소들로 구성된 사건이라도 전후의 다른 사건들과의 관계에 따라 표현

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전자는 ‘전체 문장 초점’ 구조, 그리고 후자는 ‘화제-초

점’ 또는 ‘초점-화제’ 구조를 가진다. 가령 ‘철수가 운동하는 사건’을 가정해보기로

하자. 이 사건이 이전의 상황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경우 전체 문장을 하나의 새로

운 정보의 덩어리로 표현할 수 있다. 예컨대 담화의 첫머리에서 ‘철수가 운동하고

있어’로 표현될 경우, 이 사건은 그 구성 요소들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단지 하나의

정보’이기에 전체 문장 초점 구조로 표현된 것이다. 또 다른 경우는 이 사건이 이전

담화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여 분절된 정보구조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전

상황과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에 따라 구성 요소들을 구별하여 표현하는 것인데, 예

를 들어 ‘누가 운동을 하느냐’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맥락에서 ‘철수가 운동하고 있

어’라고 표현되었다면 전체 문장은 ‘초점-화제’ 구조로 분절된다. 이 때 주어 명사구

뒤에는 ‘-가’를 취하여 초점임을 나타낸다. 또 ‘철수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대화를

하는 맥락에서는 ‘철수는 운동하고 있어’로 표현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화제-초

점’ 구조로 분절된다. 이 현대 한국어의 예에서는 주어 명사구 뒤에 ‘-는’을 취하여

화제를 나타낸다. 사건을 나타내는 방식을 정보구조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0) 가. [F철수가 운동하고 있다]

나. [F철수가] [T운동하고 있다]

다. [T철수는] [F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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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는 전체 문장이 초점인 경우이고 (10나, 다)는 분절된 정보구조로 표현된 경우

이다. 이 중에서 (10가, 나)만이 주격 조사 ‘-이’와 관련되는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X-이’ 성분이 모두 초점으로 이해된다.

한편 (10다)와 관련하여 ‘철수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대화 맥락에서 ‘철수가 운

동하고 있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11) 가. Q: 철수 뭐 해?

A: #철수가 노래해.

나. Q: 지금 철수가 뭐 해?

A1: 지금 철수는 운동해요.

A2: 지금 철수가 운동해요.

다. Q: 너 뭐 해?

A1: 나는 운동해.

A2:
#내가 운동해.

유유현(2010: 61)에서는 (11가)와 같이 ‘철수 뭐 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철수

가 노래해’는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11나)는 전영철(2009: 235)에서 가져온 예인데,

‘지금 철수가 뭐 해’라는 질문의 대답으로는 (11나A1)이 가장 자연스럽지만 (11나A2)

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다만 (11A2)로 표현될 때 정보의 흐름이 바뀌어 버려서 전체

문장이 하나의 정보덩어리로 간주된 것이라 설명하였다. 이 경우, 이전 담화와의 관

련성보다 현장지시성이 더 강하게 부각되어, 전체 문장이 초점으로 표현된 것이라

보았다. 현장지시성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건을 기술

하는 것, 즉 (10가)의 구조를 가진 것을 말한다. 그러나 ‘화제-초점’ 구조로 표현될만

한 상황이 ‘전체 문장 초점’ 구조로 표현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황에 예외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1다)를 살펴보자. ‘너 뭐 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운동해’는 쓰일 수 있으나 ‘내가 운동해’는 무척 어색하다. (11나A2)

와 (11다A2)를 살펴보면 주어만 차이가 나는데, 전자는 3인칭 ‘철수’가 오는 반면에

후자는 화자 지시적 표현인 ‘내’가 온다. 따라서 (11나A2)와 같은 문장이 성립된다고

보더라도 화자 지시적인 표현이 쓰인 경우에는 어색한 문장이 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X-이’ 성분을 포함하는 장면층위 술어문은 전체 문장 초점 구조

와 ‘X-이’ 성분-초점 구조라는 두 가지 정보구조를 가질 수 있다. 한편 분절된 정보

구조로 표현될 만한 상황에서도 이전 사건과의 관련성보다 현장지시성이 강하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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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되면 하나의 총체적인 정보구조로 표현될 수도 있다. 이는 앞서 언급된 바 있는

전체 문장 초점 구조에 해당된다. 즉 현대 한국어에서는 모든 ‘X-이’ 성분이 초점으

로 해석된다.

이제 앞서 다룬 ‘X-이’-화제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로 하자. 앞서 본고에

서 ‘X-이’-화제로 분석한 예 중 장면층위 술어를 가진 경우를 일부 가져오기로 한

다.

(12) 가. 그  世尊이 즉자히 化人 보내샤 虛空애셔 耶輸 니샤 …… 耶輸ᅵ

이 말 드르시고 미 훤샤 前生앳 이리 어제 본 야 즐굽 미
다 스러디거늘 目連이 블러 懺悔시고 羅睺羅 소 자바 目連일 맛디시

고 울며 여희시니라 (爾時世尊 卽起化人 空中告言耶輸陀羅 …… 耶輸陀羅 聞

是語已 霍然還識宿業因緣 事事明了 如昨所見 愛子之情 自然消歇 遣喚目連 懺

悔辭謝 捉羅睺手 付囑目連 與子離別 涕淚交流 <釋迦:62a09-22>) <釋詳

6:7b-9b>

나. 羅雲이 져머 노 즐겨 法 드로 슬히 너겨 거든 부톄 로 니샤도 從

디 아니더니 後에 부톄 羅雲이려 니샤 부텨 맛나미 어려며 法

드로미 어려니 네 이제 사 모 得고 부텨를 맛나 잇니 엇뎨 게을

어 法을 아니 듣다. 羅雲이  부텻 法이 精微야 져믄 아 어느 듣
리고 아래 조 듣마 즉자히 도로 니저  니니 이제 져믄 저

그란 안  노다가 라면 어루 法을 호리이다. 부톄 니샤 
자 이리 無常야 모 몯 미 거시니 네 목수믈 미더  時節을 기드리

다 시고 다시 說法시니 羅雲의 미 여러 아니라 <釋詳6:10b-11b>
다. Q:  됴신 원판님하 어듸 가시고 (好院判哥 到那裏)

A: 쇼이 례부에 가노이다 (小人到禮部裏) <飜朴7b>
라. Q: 或이 오 管仲은 儉잇가 (或이 曰 管仲은 儉乎ㅣ잇가)
A: 샤 管氏ㅣ 三歸를 두며 官事를 攝디 아니니 엇디 시러곰 儉리오
(曰 管氏ㅣ 有三歸며 官事不攝니 焉得儉이리오) <論語1:27a-27b>

(12가)와 (12나)는 불경 문헌인 <釋譜詳節>에서 가지고 온 예이다. 불경 문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기술할 때 앞에서 나타난 지시체에 대해 다시 언급할 경우임에도 불

구하고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X-이’ 성분을

화제로 보았다. 그러나 (12가)와 (12나)의 술어를 살펴보면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없

지 않다. 우선 (12가)를 살펴보자. (12가)에서 부처님이 化人을 보내어 야수에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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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말씀을 하고 난 후 “耶輸ᅵ 말 드르시고 미 훤샤 前生앳 이리 어제 본 
야 즐굽 미 다 스러디거늘 目連이 블러 懺悔시고 羅睺羅 소 자
바 目連일 맛디시고 울며 여희시니라”라는 내용이 이어진다. 이 문장에서 사용되는

동사들, ‘(이 말) 드르시고, …… (目連이) 블러 懺悔시고 …… (目連일) 맛디시

고 울며 여희시니라’는 모두 장면층위 술어들이다. 본고에서 앞서 분석한 것과 같이

선행 담화와의 관련성을 부각시키면 ‘耶輸’를 선행 담화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

하는 화제로 볼 수 있다. 즉 ‘X-이’ 성분을 화제로 하는 ‘화제-초점’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한편 (11나A2)와 같이 현장지시성을 강하게 부각하여 전체 문장을 하나의

정보덩어리로 파악할 수도 있다. 즉 전체 문장 초점 구조로 분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X-이’ 성분을 초점으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12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2나)는 ‘羅雲’과 ‘부텨’ 사이에 일어난 사건을 기술하는 상황에서 ‘羅雲이  
…… ’, ‘부톄 니샤 …… ’와 같은 문장이 나타난다. 술어가 ‘말하다’류 동사이므

로 장면층위 술어에 속한다. 따라서 이 문장들도 사건을 표현할 때 현장지시성이 강

하게 부각된, 하나의 정보덩어리로 분석할 수도 있다.

(12다, 라)는 질문-대답의 쌍으로 이루어진 대화이다. (12다)를 먼저 살펴보자. (12

다A)의 ‘쇼’은 질문과의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화제로 보인다. 그런데 이 예

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도 있다. ‘례부에 가노이다’와 같은 장면층위 술어를 가진

문장의 ‘X-이’ 성분은 (10가, 나)의 두 가지 정보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의문

사가 요구하는 답인 ‘례부에 가노이다’는 화제가 될 수 없으므로 (10나)의 ‘초점-화

제’ 구조로는 해석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장지시성을 부각한 전체 문장 초점 구조

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X-이’ 성분을 포함한 전체 문장이 초점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전체 문장이 초점이면 당연히 ‘X-이’ 성분도 초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11다)와 같이 화자 지시적인 표현이 전체 문장 초점 구조로 나타

나는 것이 현대 한국어에서는 매우 어색하지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그 예가 종종 발

견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12라)를 살펴보자. 주격 조사를 취한 ‘管氏’에 대해서 두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질문과의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화제로 보는 것

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 한국어와 같이 전체 문장을 하나의 정보덩어리로 간주하여

초점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전영철(2009)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분절된 정보구

조로 분석될만한 상황을 하나의 정보덩어리로 보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반

면 중세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예가 상당히 많기에,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고 보기 어

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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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는 앞 절에서 화제로 보았던 ‘X-이’ 성분을 가진 문장에 대한 또 다른 설

명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중세 한국어는 현대 한국어와 다른 점이 하나 있

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장면층위 술어를 가진 문장에서 주어 명사구에 ‘X-는’ 성분

이 나타날 수 있지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이다.41)

(13) 가. Q: 철수가 뭐하니?

A1: 철수가 운동해요.

A2: 철수는 운동해요.

나. Q:  됴신 원판님하 어듸 가시고 (好院判哥 到那裏)

A1: 쇼이 례부에 가노이다 (小人到禮部裏) <飜朴7b>
A2:

*
쇼은 례부에 가노이다

(13가)와 같이 현대 한국어에서는 (13가A2)가 가장 자연스러운 대답에 해당되고, 논

의에 따라 (13가A1)도 가능하다고 보기도 한다. 이에 비해 중세 한국어에서는 장면

층위 술어를 가진 문장에서 주어 자리에 주격 조사 ‘-이’는 잘 나타나지만, ‘-는’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42) 즉 (13나A1)과 같은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반면 (13나

A2)와 같은 예는 찾아볼 수 없다. 다시 말해, 현대 한국어에서 주로 보조사 ‘-는’이

쓰이는 자리에 중세 한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

건대, 현대 한국어에서 보조사 ‘-는’이 가진 화제의 기능을 중세 한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 담당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에 앞서 제시한 다른 가능성에 따

라 ‘X-이’ 성분을 초점으로 본다면, 중세 한국어에서 장면층위 술어를 가진 모든 문

장을 무화제문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즉, ‘X-이’ 성분을 가진 문장을 전체 문장

초점 구조를 가진 것으로 본다면, 장면층위 술어를 가진 모든 문장에서 화제 역할을

담당할 만한 성분이 없어지게 된다. 중세 한국어에서 ‘-는’은 사건을 나타내는 장면

층위 술어를 가진 문장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중세 한국어의 장면층위 술어를 가진 문장의 정보구조에 대해 관찰해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X-이’ 성분을 화제로 보는

‘화제-초점’ 구조이며 다른 하나는 현장지시성이 부각된 전체 문장 초점 구조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면층위 술어를 가진 문장에서의 ‘X-이’ 성분에 대해 두 가지 해석

41) ‘-는’이 비대조적 의미로 쓰일는 경우에 한한다.

42) 장면층위 술어가 사용되는 문장은 개별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비총칭적 문장뿐만 아니라 일반

적 속성을 표현하는 총칭적 문장으로도 실현된다. 여기에서는 전자의 경우만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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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 두 해석 중 초점보다는 화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고 보았는데, 이는 중세 한국어에서 장면층위 술어를 가진 문장인 경우 ‘-이’만 나타

나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개체층위 술어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개체층위 술어는 시공간적

인 제약을 가지지 않는 개체의 지속적인 속성을 나타낸다. 현대 한국어에서 개체층

위 술어를 가진 문장에는 주어 자리에 ‘X-는’이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만 ‘X-

이’도 나타날 수 있다(박철우 2003: 144).

(14) 가. 철수는 부지런하다.

나. 개가 영리하다.

(14가)는 철수의 지속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철수에 대한 문장’이라 볼 수

있다. 즉 화제-초점 구조를 가진다. (14나)도 ‘개’의 지속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문장

이다. 무표적으로 사용되는 (14가)와 달리 (14나)는 조금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다. 즉, ‘어떤 동물이 영리한가’에 대한 담화 맥락이 주어져야 (14나)와 같은 문장

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영리한 동물은 개이다’와 같은 총망라적 의미를 가진

다. 즉 (14나)는 초점-화제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한편 박철우(2003: 144)에서는 (14

가)와 같은 문장을 ‘철수가 부지런하다는 사실에 대한 장면의 지각을 옮긴 문장’으로

도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장면층위 술어의 경우와는 달리, 현장지시성이 부

각된 전체 문장 초점 구조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 현장지시성이란 특정한 시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건을 나타내기에, 시공간적인 제약이 없는 지속적인 속

성을 나타내는 개체층위 술어와는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어렵기 때문이다(전영철

2013: 139). 발화의 첫 머리에서 선행 문맥 없이 ‘개가 영리하다’, ‘인간이 이성적인

동물이다’와 같은 개체층위 술어를 가진 문장을 발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

에,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우들을 전체 문장 초점 구조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

고자 한다. 따라서 ‘개가 영리하다’와 같은 개체층위 술어를 가진 문장의 정보구조는

‘X-이’ 성분을 초점으로 한 ‘초점-화제’ 구조만 가진다고 본다.

(15) 가. Q: 철수 어때?

A1: 철수는 부지런해요.

A2:
#철수가 부지런해요.

나. Q: 저 사람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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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저 사람은 이번 대회의 우승자야.

A2: 저 사람이 이번 대회의 우승자야.

(15가Q)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5가A1)이 쓰일 수 있는 반면 (15가A2)는 부자연

스럽다. 개체층위 술어를 가진 문장에서 ‘X-이’ 성분은 강한 초점이기 때문에 (15가

A2)는 (15가Q)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문장 초점 구조를 가질 수도 없으므로, 이 ‘X-이’ 성분은 다르게 해석될 여지없이

총망라성을 가진 초점으로 해석된다. 한편 전영철(2009)에서는 (15나A1)가 (15나Q)

의 질문의 대답으로 가장 알맞다고 주장하면서도 (15나A2)도 적절한 상황이 상정되

면 가능하다고 보았다. 가령 ‘이번 대회의 우승자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15나Q)가 주어진다면 (15나A2)처럼

대답할 수 있다. 이 때 ‘이번 대회의 우승자’가 화제, ‘저 사람’이 초점이 되는 ‘원래

의 정보구조 흐름을 바꿔버린’ 특별한 정보구조를 취한다. 그러나 ‘X-이’ 성분을 초

점으로 보는 점은 변함이 없다.

정리하자면, 개체층위 술어를 가진 문장에서 ‘X-이’ 성분은 총망라성을 지닌 초점

에 해당된다. 이를 바탕으로 앞서 다루었던 중세 한국어의 개체층위 술어 문장을 다

시 한 번 살펴보기로 한다.

(16) 가. 子ㅣ 샤 人이 遠廬ㅣ 업면 반시 近憂ㅣ 인니라 (子ㅣ 曰 人無遠慮
ㅣ면 必有近憂ㅣ니라) <論語4:6b>

나. Q: 子路ㅣ 오 君子ㅣ 勇을 尙니잇가 (子路ㅣ 曰 君子ㅣ 尙勇乎ㅣ잇가)
A: 子ㅣ 샤 君子ㅣ 義로  上을 삼니 (子ㅣ 曰 君子ㅣ 義以爲上이니)

<論語4:43b>

다. Q: 陳에겨셔 糧이 絕니 從者ㅣ 病야 能이 興티 몯더니 子路ㅣ 慍야
見야 오 君子ㅣ  窮홈이 인니잇가 (在陳絕糧니 從者ㅣ 病
야 莫能興이러니 子路ㅣ 慍見曰 君子ㅣ 亦有窮乎ㅣ잇가)

A: 子ㅣ 샤 君子ㅣ 진실로 窮니 (子ㅣ 曰 君子ㅣ 固窮이니) <論語

4:1b-2a>

(16가)는 공자의 교훈으로 ‘人’의 속성을 나타낸 문장이다. 즉 ‘사람은 앞날을 고려하

지 않으면 반드시 우환이 나타나는 법이다’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본고에서는 이

문장을 ‘人’에 대한 문장으로 이해하여 주격 조사 ‘-이’를 취한 ‘人이’를 화제로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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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16가)는 어떤 존재가 ‘遠廬ㅣ 업면 반시 近憂ㅣ 인니라’의 속성을

가졌는가의 여부를 토론하는 문맥에서 주어진 담화가 아니므로 ‘人’이 초점으로 해

석될 수 없다. 이런 경우 현대 한국어라면 ‘사람은’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

다. (16나, 다)는 질문-대답의 쌍으로 이루어진 대화이다. 우선 (16나)를 살펴보자.

앞서 본고에서는 (16나A)의 ‘君子’가 질문과 대답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므로 화제

인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義로  上을 삼니’는 개체층위 술어로 볼 수 있는데

질문이 요구하는 새로운 정보이므로 초점이다. 총칭문에서의 화제의 표지로 ‘-이’가

쓰인다는 점에서 현대 한국어와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 한국어에

서는 (15가)와 같이 개체층위 술어를 가진 문장에서 ‘X-이’ 성분이 화제가 될 수 없

기 때문이다. (16다)도 마찬가지이다. 주격 조사 ‘-이’를 취한 ‘君子’는 질문과 대답의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화제이며, 현대 한국어의 양상과는 차이가 난다.

이상으로 개체층위 술어를 가진 문장에서 ‘X-이’가 담당하는 정보구조적 기능에

있어서 중세 한국어는 현대 한국어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개체층위 술어를 가진 문장에서 ‘X-이’가 화제가 될 수 없지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화제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개체층위 술어를 가진 문장에서 현대

한국어의 ‘-는’이 가진 화제의 기능을 중세 한국어의 ‘-이’가 모두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17) 가. Q: 철수 어때?

A1: 철수는 부지런해요.

A2:
*
철수가 부지런해요.

나. Q: 子路ㅣ 오 君子ㅣ 勇을 尙니잇가 (子路ㅣ 曰 君子ㅣ 尙勇乎ㅣ잇가)
A: 子ㅣ 샤 君子ㅣ 義로  上을 삼니 (子ㅣ 曰 君子ㅣ 義以爲上이니)

<論語4:43b>

다. Q: 子貢이 묻와 오 賜 엇더잇고 (子貢이 問曰 賜也 何如니잇
고)

A: 子ㅣ 샤 너 器ㅣ니라 (子ㅣ 曰 女 器也ㅣ니라) <論語1:40a>

(17가)는 현대 한국어에서 개체층위 술어를 가진 문장에서 ‘-는’만이 화제의 역할을

담당함을 보여준다. (17나, 다)는 중세 한국어의 예이다. (17나A)는 중세 한국어에서

개체층위 술어를 가진 문장에서 ‘-이’가 화제 역할을 담당함을 보여준다. (17다)를

보면 ‘너’는 질문과 대답의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화제이다. 그리고 의문사 ‘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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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잇고’가 요구하는 신정보 ‘器ㅣ니라’는 초점이다. 한편 이 술어는 계사구문이

므로 개체층위 술어에 속한다.43) 따라서 현대 한국어에서는 ‘-는’만이 나타날 수 있

는 개체층위 술어를 가진 문장임에도 중세 한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이’와 보조사

‘-는’이 모두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앞서 제시한 (13)의 경우와 차이를 보인다. 장면층위 술어를 가진 문장

의 경우 현대 한국어에서 ‘-는’이 올 자리에 중세 한국어에서는 ‘-이’만이 나타나지

만, 개체층위 술어를 가진 문장의 경우 현대 한국어에서는 ‘-는’이 올 자리에 중세

한국어에서는 보조사 ‘-는’과 격조사 ‘-이’가 모두 나타난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에서

‘-는’이 담당하고 있는 화제의 기능은 중세 한국어의 장면층위 술어문의 경우 격조

사 ‘-이’가, 개체층위 술어문의 경우 보조사 ‘-는’과 격조사 ‘-이’가 동시에 담당한 것

으로 보인다. 술어의 종류에 따라 화제 표지의 실현 양상이 다른 것이다. 즉, 술어가

전체 문장의 정보구조에 영향을 미친 셈인데, 술어에 따라서 문장의 성격이 달라지

는 것으로 보인다. 장면층위 술어는 대체로 특정한 시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사

건에 대한 것이므로, 이들이 나타나는 문장은 개별적인 상황에 대한 기술을 내용으

로 포함한다. 이와 반대로 개체층위 술어를 취한 문장은 시공간적 구속에서 벗어나

일종의 일반성을 나타낸다. 이는 각각 개별문과 총칭문에 대응되는 개념이다.44) 따

라서 중세 한국어의 격조사 ‘-이’는 개별문과 총칭문의 화제 모두를 나타내는 반면

에 ‘-는’은 총칭문의 화제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숭녕(1966: 17)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는’의 쓰임이 현대 한국어에 비해

비교적 엄격했다고 밝히면서 주어에 연결되는 조사 ‘-는’과 ‘-이’의 차이가 서술어의

종별에 의해 어느 정도 좌우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한 바 있다. 이숭녕(1966:

17-20)에서는 ‘잇다, 업다, 아니다, 외다, 나다, 다’의 여섯 개의 술어를 예로 들

면서 이 술어들과 주어의 관계는 ‘直線的’이어서 주어 뒤에 절대 우세로 ‘-이’를 취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술어의 종류에 따라 화제 표지의 실현 양상이 달라진다는

본고의 설명은 이숭녕(1966)의 언급에 대한 보다 명시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장면층위 술어 또는 개체층위 술어가 나타남으로써 문장의 정보구조적

특성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X-이’ 성분의 화제성 문제에 중

43)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44) 총칭문에서는 개체층위 술어 및 일반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일부 장면층위 술어가

나타나고 개별문에서는 일반성을 획득할 수 없는 장면층위 술어가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상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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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두었는데, 현대 한국어에서 ‘X-이’ 성분은 보통 초점으로 해석되지만, 중세 한

국어는 현대 한국어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 화제로도 해석됨을 보였다.

3.2.3. ‘X-이’-화제: 특수 구문

앞서 본고에서는 장면층위 술어문과 개체층위 술어문을 통해 ‘X-이’-화제를 확인

하였다. 본 절에서는 화제화 구문, 주격중출 구문 및 이야기, 곧 중세 한국어 특유의

긴 복문 등의 특수 구문을 통해 ‘X-이’-화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하기로 한다.

3.2.3.1. 화제화 구문

화제화(topicalization)는 화제가 문두로 이동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현대 한국어에

서 어떤 성분을 문장 맨 앞으로 옮겨 화제화시킬 때 보통의 경우 보조사 ‘-는’을 취

한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에서는 격조사 ‘-이’를 취한 예도 발견할 수 있다.45)

(18) 가. 수리 셔욼 술집해 비록 하나 져젯 수를 야 온 엇디 머글고46) (酒 京城槽
房 虽然多 街市酒來打将 怎麽喫) <飜朴2a-2b>

나. 술은, 서울에 있는 술집(들)에 비록 많으나, 시장에서 빚은 술을 어찌 먹을꼬?

(장숙영(2008): 번역박통사(상)주석)

(18가)는 <飜譯朴通事>에서 가지고 온 예인데, 한문 원문에서 ‘酒’를 처소 부사어

‘京城槽房’ 뒤에서 문장 맨 앞으로 옮김으로써 이 요소가 화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을 언해한 한글 문장에서도 같은 어순을 취하여 주격 조사를 취한 형태 ‘수리’

로 옮겼다. 즉, 문장의 맨 앞자리로 옮겨 화제화된 것임에도 격조사 ‘-이’를 취하고

있다. 반면 이것을 현대 한국어로 다시 옮기면 (18나)와 같이 ‘술은’이 더 자연스럽

다. 한문과 현대 한국어의 경우 화제 명사구 뒤에 약간의 휴지를 두는 것이 더 자연

45) 주격 명사구는 보통 문장 맨 앞자리에 오기 때문에 ‘-이’로 화제화된 문장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도 ‘-이’ 화제화 구문을 하나 밖에 발견하지 못했지만 ‘X-이’-화제의 한 모

습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예라 생각하여 제시하였다.

46) <朴通事諺解>에서는 이 문장을 ‘술은 京城예 술집이 비록 만나 져젯 술을 가져오면 엇디

머그리오<朴通上2a>’로 언해하였는데 문장 맨 앞자리로 옮긴 화제 성분 뒤에 ‘-는’을 취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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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럽다.47) 휴지가 화제와 평언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문을 언해한 한글 문헌에서도 ‘-이’ 뒤에 휴지를 두고 읽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

할 수 있겠다.

3.2.3.2. 주격 중출 구문

중세 한국어에서는 대조의 의미가 없을 경우 주격 중출 구문이 ‘NP1이 NP2이 VP’

를 기본형으로 취한다. 따라서 중세 한국어의 주격 중출 구문에서도 ‘X-이’-화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정보구조적 개념인 화제-초점과 관련된 종래의 주

격 중출 구문에 관한 논의는 첫 번째 명사구 성분을 주제로 보는 주장(임홍빈 1972,

2007; 최규수 1999 등)과 첫 번째 명사구 성분을 초점으로 보는 주장(김귀화 1994,

이정훈 2008, 김종복 2004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한편 주격 중출 구문의 첫 번

째 명사구와 두 번째 명사구가 언제나 정해진 정보구조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유형에 따라 다른 특성을 가질 것이라는 관점에서 그 정보구조적 특성

을 파헤쳐 보려한 두임림(2010)의 견해도 있다. 이에 따라, 주격 중출 구문에서의

‘X-이’ 성분의 정보구조적 역할을 확인하기에 앞서 먼저 중세 한국어의 주격 중출

구문의 유형을 나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구지영(2000)에서는 두 명사구의 관계를 중심으로 주격 중출 구문을 다음과 같이

5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19) 가. NP1의 NP2이 VP :

예) 이 男子ㅣ 精誠이 至極 (今此男子 …… 乃爾至誠 <大一:445a14>) <月

釋1:11>

나. NP2이 NP1에/에게 VP :

예) 有情이 오시 업서 (有情貧無衣服 <本藥:258b17>) <月釋9:26a>

다. NP1중에서 NP2이 VP :

예) 菩薩大衆이 彌勒이 爲頭샤 (菩薩大衆이 彌勒이 爲首샤) <法華5:128a>
라. NP2의 NP1이 VP :

47) 이정민(1973)과 채완(1976) 등에서는 화제 ‘-는’ 뒤에는 휴지가 있어서 뒤의 평언부와는 구분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화제의 ‘-는’ 뒤의 휴지의 존재는 송윤경(1998)에서 실험음성학적인

방법을 통해 증명되었다. 송윤경(1998: 33)에서는 실험음성학적 연구에서 끊어읽기가 ‘-이/가’

보다 ‘-은/는’ 뒤에서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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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靑蓮花ㅣ 一千이 냇거늘 (靑蓮花 其數一千 <釋氏:84c15>) <月釋1:40a>

마. NP1이 NP2이 VP :

예) 山 草木이 軍馬ㅣ 니다 (山上草木 化爲兵衆) <龍歌98(10:1a)>

(19가)는 NP1이 NP2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유형으로, NP1과 NP2가 속격 관계를

이루고 있다. 속격 관계를 이루는 이들 구문의 서술어는 성상형용사가 대부분이다.

(19나)는 NP1의 주격표지를 처격어나 여격어의 표지와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심층

에서 ‘NP2이 NP1에/에게 VP’ 구조를 갖는다고 본다. 이 구문의 술어는 주로 ‘잇-’이

나 ‘없-’과 같은 것인데 존재나 소유의 의미 관계를 드러낸다. (19다)는 NP1과 NP2

가 의미상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가지면서 주격 중출을 이루는 경우이다. 첫 번째

명사구가 부사어 ‘NP1중에서’로 교체 가능하다. 이 구문의 술어도 대부분 ‘잇-’이나

‘없-’이지만 이현희(1990, 1994)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나)의 소유 구문과 성격이 매

우 다른, 특이한 구문이다. 본고는 이 ‘특이함’을 정보구조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

(19라)는 NP2에 나타난 수량사가 선행하는 NP1을 수식하는 구문이다. (19마)는 NP1

과 NP2가 주어와 보어의 관계를 갖는 구문으로 2항 술어 ‘외다, 아니다, 다’가
쓰인 구문이다.

중세 한국어의 주격 중출 구문은 위의 다섯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고는

두임림(2010)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9다)의 유형의 정보구조적 성격이 다른 유형

과 다르다고 보아 이를 중심으로 하여 ‘X-이’ 성분에 대해 관찰하고자 한다.

먼저 (19다)에 해당되는 유형의 예를 더 살펴보기로 한다.

(20) 가. 그 나라해 모딘 夜叉 等 神靈이 有情 보차리 업스며 (於其國中 無有暴惡藥叉等

神 惱有情者 <本藥:262a02>) <月釋9:55a>

나. 天下애 앗가 거시 몸 니 업스니다 (天下所重 莫若己身 <報

恩:138a23>) <月釋21:216a>

(20가)는 ‘그 나라가 악한 야차 등 신령 중에서 유정을 보챌 것이 없으며’로 해석할

수 있고, (20나)는 ‘천하에 소중한 것 중에서 몸과 같은 것이 없습니다’로 이해된다.

주로 존재 형용사 ‘잇-’이나 ‘없-’을 술어로 한다는 점에서 이 유형은 (19나)의 ‘소유

/존재’ 구문과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소유/존재 구문의 두 명사구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별개의 명사구인 반면, 이 유형의 명사구들은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선

두 번째 명사구는 보통 형식 명사 ‘이’가 포함되어 첫 번째 명사구에 의해 지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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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부여받게 된다. 즉, (20가)의 ‘보차리’에 포함된 ‘이’는 ‘모딘 夜叉 等 神靈’이라

는 지시 대상을 갖게 되고 (20나)의 ‘몸 니’에 포함된 ‘이’는 ‘天下애 앗가 것’
이라는 지시 대상을 갖게 된다. 이 경우 형식 명사의 지시 대상은 의미적으로 첫 번

째 명사구의 부분에 해당한다. 다분히 복수성이나 전체성을 가지는 첫 번째 명사구

에 대해 형식 명사의 지시 대상은 앞의 관형절에 의해 그 범위가 한정되는 것이다

(이영경 2007: 263). 이에 이현희(1994: 154)에서는 형식 명사 ‘이’가 포함된 두 번째

명사가 첫 번째 명사구를 핵심 명사로 하여 더 큰 관형 구성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

다. 즉 ‘유정을 보챌 악한 야차 등 신령’의 구조로 본 것이다. 한편 이영경(2007:

262)에서는 두 번째 명사구가 형식 명사 ‘이’를 핵심 명사로 한 관형 구성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다. 즉 ‘악한 야차 등 신령 중에서 유정을 보챌 이’로 본 것이다. 그런데

이 예들을 관찰해보면, 관형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어떻게 주격 조사 ‘-이’를 취한

‘주격 중출 구성’으로 표현되게 되었는지가 궁금해진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정보

구조적 관점을 통해 설명해 보고자 한다.

두 명사구의 관계를 따져볼 때, 이 유형의 주격 중출 구문은 양인석(1972)의 ‘부류

-성원류(class-member)’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48)

(20') 가. 꽃이 장미가 예쁘다.

나. 생선이 도미가 맛있다.

두 명사구의 관계에서 (20)과 (20')은 동일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구지영(2000)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두임림(2010)에서는 이러한 부류-성원류

주격 중출 구문의 첫 번째 명사구가 항상 화제 해석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

한 이유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우선 첫 번째 명사구가 대하여성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화제로 해석될 수 있다. 또 부정문은 보통 문장의 전제

(presupposition)된 부분, 즉 화제에 대해 부정하지 못하는데, 첫 번째 명사구는 언제

나 부정의 영역 밖에 있다고 언급하였다. 세 번째 이유로 부류-성원류 주격 중출 구

문의 첫 번째 명사구는 분열문의 분열된 성분으로 실현될 수 없는 반면, 두 번째 명

사구는 분열문의 분열된 성분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고 하였다. 네 번째로 ‘꽃이

장미가 예쁘다’에서 두 번째 명사구가 운율적 돋들림에 의해 표시될 수 있기에 그것

48) 양인석(1972)에서는 주격 중출 구문을 전체-부분류(whole-part), 친족류(affected-affector), 총

계-수량류(total-quant), 부류-성원류(class-member)와 유형-표시류(type-token)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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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초점이라는 증거가 되는 반면, 첫 번째 명사구는 운율적 돋들림에 의해 표시될

수 없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첫 번째 명사구는 질문-대답의 쌍에서 의문사가 요구

하는 신정보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첫 번째 명사구가 언제나 화제 해석을 받는다

고 언급하였다.

이 확인 방법이 일괄적으로 중세 한국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고에

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로 (20)도 (20')과 같은 정보구조를 가진다고 보고자

한다. 첫째, 두 명사구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명사구가 ‘NP1 중에서’로 해석되어

두 번째 명사의 지시 범위를 한정시킨다. 이는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화제가

담화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사실과 부합된다. 둘째, (20)에서 술어 ‘없

다’가 부정하는 것은 두 번째 명사구이다. 즉 (20가)는 ‘모딘 夜叉 等 神靈이 없다’는

해석을 가질 수 없으며 (20나)는 ‘天下애 앗가 거시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없

다. 이와 반대로 다른 유형의 주격 중출 구문은 문맥에 따라 두 명사구가 모두 부정

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가령 ‘엄마가 손이 크지 않다’는 문장은 상황에 따라 ‘엄

마가 큰 것은 손이 아니다’와 ‘손이 큰 사람은 엄마가 아니다’라는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 이처럼 부정 영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화제의 해석을 받는다는

뜻이다. 따라서 (20')과 같이 (20)도 첫 번째 명사구가 화제의 해석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중세 한국어의 경우 부류-성원류 주격 중출 구문의 술어로 보통 존재 형용

사가 오는 반면, 현대 한국어에서는 성상 형용사가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

나 중세 한국어에서도 다른 동사나 형용사가 절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21) 가. 이 菩薩大衆이 彌勒이 爲頭샤 (時菩薩大衆이 彌勒이 爲首샤) <法華
5:128a>

나. 子ㅣ 샤 言을 巧히 며 色을 令히 이 仁이 鮮니라 (子ㅣ 曰 巧

言令色이 鮮矣仁이니라) <論語1:2b>

다. 여러 가짓 며 운 거시 舌根에 이셔 다 爲頭 마시 變야 외야 하 
甘露 야 美티 몯니 업스리라 (及諸苦澁物이 在其舌根야 皆變成上味

야 如天甘露야 無不美者리라) <法華6:51b-52a>
라. 다가 善男子善女人이 이 地藏菩薩摩訶薩ㅅ 일훔 드르니와 시혹 合掌니
와 讚歎니와 절니와 그려리왜 이 사미49) 三十劫罪 걷내리라 (未

49) 구지영(2000)에서는 이 문장에 대해 ‘명사구 3개를 갖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의 명사구

‘사미’는 첫 번째 명사구를 다시 받은 표현으로 앞의 내용을 공지시하고 있어 3중주격중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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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世中 若有善男子 善女人 聞是地藏菩薩摩訶薩名者 或合掌者 讚歎者 作禮者

戀慕者 是人超越三十劫罪 <地藏:782c08-10>) <月釋21:84b-85a>

(21나, 다)의 술어는 존재 형용사인데 비해 (21가, 라)의 술어는 일반 동사이다. 이제

부터는 (21)의 정보구조에 대해 자세히 관찰해보기로 한다.

(21가)는 ‘菩薩大衆 중에서 彌勒이 으뜸이시어’로 옮길 수 있는데 첫 번째 명사구

인 ‘菩薩大衆이’가 ‘菩薩大衆 중에서’로 해석되어 두 번째 명사의 지시 범위를 한정

시킨다. 이는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화제가 담화의 범위를 설정하는 기능을 가

진다는 사실과 부합된다. (21나)는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남이 듣기 좋게 꾸며 말하

거나 얼굴을 꾸미는 사람은 인(仁)한 사람이 드물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첫 번째

명사구는 두 번째 명사의 지시 범위를 한정시키며 화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리고 (21나)에서 술어 ‘鮮니라’가 부정하는 것은 두 번째 명사구인 ‘仁이’이다.
즉 (21나)는 ‘言을 巧히 며 色을 令히 이 鮮니라’는 해석을 가질 수 없다. (21

다)도 마찬가지로 술어 ‘업스리라’가 부정하는 것은 두 번째 명사구인 ‘舌根에 이셔

다 爲頭 마시 變야 외야 하 甘露 야 美티 몯니’이다. 즉 ‘여러 가짓

며 운 거시 업스리라’라는 해석은 가질 수 없다. 동시에 첫 번째 명사구인 ‘여러
가짓 며 운 것’이 ‘여러 가지 쓰고 떫은 것 중에서’로 해석되어 두 번째 명사의

지시 범위를 한정시킨다. 이 역시 담화의 범위를 설정하는 화제의 기능과 부합된

다.50) (21라)는 ‘善男子善女人 중에서 이 지장보살마하살의 이름을 들은 이와 혹시

합장한 이와 찬찬한 이와 절한 이와 그리워하는 이가 이 사람이 삼십겁 죄를 건너

뛸 것이다’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첫 번째 명사구인 ‘善男子善女人이’가

두 번째 명사의 지시 범위를 한정시키며 화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주격 중출 구문중에서 ‘NP1중에서 NP2이 VP’ 유형의 정보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유형의 주격 중출 구문에서도 ‘X-이’-화제를 확인 할 수 있다.

3.2.3.3. 이야기

이 절에서는 중세 한국어에서 특유의 긴 복문, 즉 고영근(2010)에서 ‘이야기’로 분

류하였던 문장을 통해 ‘X-이’-화제를 확인하기로 한다. 고영근(1987, 2010: 364)에서

문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50) (21나, 다)의 두 번째 명사구 뒤에 주격 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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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세 한국어의 문장들을 홑문장, 겹문장과 이야기로 나누었다. 홑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하나만 있는 문장, 겹문장은 주술관계가 둘 이상인 문장을 가리킨다. 그리

고 중세 한국어에는 말의 첫머리와 종결형 사이에 여러 개의 문장이 안겨 있는 경

우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문장을 안고 있는 더 큰 문장을 ‘이야기’라고 부

르기로 하였다. 중세 한국어에서 때로 한 문장이 두 면 이상 이어지는 일도 있으며,

이런 경우 여러 개의 문장을 안고 있는 일이 많아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몇 개의 작은 문장단위로 끊어야 할지 그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 때

가 많다.

우선 연결어미의 종결성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하자. 정진원(1999: 54-55)에서는

종결어미가 담화 화제나 문장의 단위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연결어미로 처리되

던 형태들 역시 화제의 단위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연결어

미에 종결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화자의 의도가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거늘’, ‘-ㄴ대’, ‘-으니’ 등이 담화 화제 단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진원(1999)에서 다룬 ‘화제’는 담화 화제이므로 본고의 문장 단위의 화제

와 다르다. 그러나 문장 단위의 화제보다 더 큰 단위인 담화 화제를 나타낼 수 있는

연결어미라면, 문장 차원에서의 화제를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다.

고영근(2010: 376)에서는 중세 한국어에서 48개의 연결어미를 12개의 의미 범주에

따라 묶었다. 본 절에서는 이 48개 연결어미로 연결된 이야기를 모두 살펴보지는 않

고, 정진원(1999)에서 다룬 담화 화제 단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거늘’ ‘-ㄴ대’, ‘-

으니’로 연결되는 이야기에 나타난 ‘X-이’-화제를 확인하기로 한다. 현대 한국어에서

복문의 하위절 주어는 ‘-는’과 결합 제약이 있어 화제가 될 수 없고, 상위절 주어만

‘-는’과 결합하여 화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에서는 상위절이든 하위절

이든 다 주격 ‘-이’와 결합하여 나오는 경우가 많다.

먼저 ‘설명 계속, 이유, 조건51)’을 보이는 연결어미 ‘-거늘’로 연결된 이야기에 나

타난 ‘X-이’-화제를 살펴보도록 하자.

(22) 가. 그  首陁會天이 須達 버릇업순 주를 보고 네 사미 외야 와 世尊 禮

51) 리의도(1990: 28)에 따르면 ‘-늘’은 사용 범위가 매우 넓고, 의미의 영역도 비교적 넓은 편이

기에 ‘조건’, ‘이유’, ‘설명 계속’ 등의 뜻을 나타낸다. 그리고 줄기에 바로 결합하지 못하고 반

드시 ‘-거-’, ‘-어-’를 앞세운다. ‘-늘’은 강조법의 선어말어미 ‘-나-’나 ‘-어-’ 뒤에서는 ‘-’로
실현된다. 그리고 높임법의 선어말어미 ‘-으시-’와 결합될 때에도 ‘-’로 변동되는 것이 보통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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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고 러 安否 묻고 올 녀그로 세  도고 녀긔 거늘 그제

 須達이 설우 恭敬 法이 이러 거시로다 야 즉자히 다시 니러

네 사 논 로 禮數고 녀긔 안니라 (時首陀會天 遙見 須達雖睹

世尊 不知禮拜供養之法 化爲四人 行列而來 到世尊所 接足作禮 胡跪問訊起居輕

利 右繞三匝 却住一面 是時須達 見其如是 乃爲愕然 而自念言 恭敬之法 事應如

是 卽起離座 如彼禮敬 問訊起居 右繞三匝 却住一面 <釋迦:64b05-07>) <釋詳

6:21a>

나. 樂羊子ᅵ  붓그려 金을 뫼해다가 더디고 머리 가아 스 어더 글 븨호노
라 야 닐굽  도라 아니 왯거늘 그 각시 손 브즈러니 싀어미 이바
며  남지늬거긔 머 것 보내더라 (羊子大慙 乃捐金於野 而遠尋師學 七年不

返 妻常躬勤養姑 又遠饋羊子) <三綱烈8>

연결어미 ‘-거늘’로 이어진 두 하위절의 주어는 대체로 다르다. (22가)에서 연결어미

‘-거늘’로 연결된 선행절의 주어는 ‘首陁會天’이며 후행절 주어는 ‘須達’이다. 여기서

‘거늘’은 ‘앉았는데’, ‘앉았으므로’ 정도의 의미를 가지며, 선행절은 후행절에 대한

‘전제나 원인’을 밝히고 있다. 현대 한국어라면 이 자리에 ‘그리하여’ 등의 접속부사

가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선행절을 해석하면 ‘그 때에 수다회천이 수달

의 버릇없는 것을 보고 네 사람이 되어 와서 세존께 만나 뵙고 꿇어 안부를 여쭙고

옳은 쪽으로 세 번 감돌고 한 쪽에 앉았는데’ 정도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후행절

은 ‘(그것을 보고) 수달은 그때에야 불안해하여 공경을 하는 법이 이러한 것이로다

생각하여 곧바로 다시 일어나 네 사람 하는 대로 뵈옵고 한편에 앉으니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정보구조의 입장에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전체 문장을 한 화제를 가진, 주절의 주어인 ‘須達’에 대한 문장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 왜냐하면 (22가)는 수달이 처음으로 세존을 만날 때 부처님을 뵈옵는 예수(禮數)

를 모르는 선행 문맥52)이 주어진 후에 나온 문장이기 때문이다. 즉 ‘須達’은 전후의

담화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며 새로운 정보인 술부에 의해 서술되므로 관계적으

로 주어진 구정보이다. ‘수달’이 초점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다. 다른 하나의 해석은

상위절과 하위절이 서로 다른 화제를 가져 선행절은 ‘首陁會天’에 대해, 후행절은

‘須達’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진원(1999)에 따른다면 중세 한국어

52) 선행 문맥은 ‘須達이 라고 몯내 과 호 부텨 뵈 禮數를 몰라 바 드러 묻
 瞿曇 安否ㅣ 便安시니가 더니 世尊이 셕 주어 안치시니라 (是時須達 遙見世尊
猶如金山 相好威容 儼然昞著 過踰護彌所說萬倍 睹之心悅 不知禮法 直問世尊 不審瞿曇起居何

如 世尊卽命令就座 <釋迦:64b02-05>) <釋詳6:20b>’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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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연결어미도 종결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선행절과 후행절이 별개의 정보를

제공하여 각각 독립적인 화제와 초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2가)의 선행

절 주어인 ‘首陁會天’는 전체 문헌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시체이기는 하지만 그 직전

문맥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즉, 선행절 전체를 하나의 정보 덩어리로 인식하여

전부 신정보로 볼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22가)의 이러한 해석에서는 ‘須達이’만

이 화제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도 역시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나 있다.

그런데 (22나)에서는 이러한 중의적 해석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현희(1994: 71)에

따르면 ‘-거늘’을 ‘양보’나 ‘대조’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 (22나)가 그 경우에 해당된

다. 즉, ‘일곱 해를 돌아오지 않았지만’, 혹은 ‘일곱 해를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불구

하고’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2나)의 앞의 문맥에서는 樂羊子가 길을 가다

가 금 한 무더기를 얻어 왔는데 그의 아내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상황을 제

시하고 있다. 직후에는 양자가 몹시 부끄러워하며 금을 산에다가 던진 후, 멀리 가

서 스승을 얻어 글 배우느라고 7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온다. 즉, ‘樂

羊子가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행하는지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닌 양자가’와 같은 초점적인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다.

그 후행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시는 손수 부지런히 시어머니를 봉양하

며 또 남편에게 먹을 것을 보내더라’라는 내용이 이어진다. 여기서도 ‘그 각시’는 초

점으로 해석할 수 없다. 남편의 행동에 대한 아내의 반응을 기술하는 문장이므로,

‘손 브즈러니 싀어미 이바며  남지늬거긔 머 것 보내더라’는 독자에게 제

공하고자 하는 신정보이다. 여기서 ‘각시’는 지시관형사 ‘그’의 꾸밈을 받아 구정보임

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선행절 주어 ‘樂羊子’도 화제로, 후행절 주어 ‘그

각시’도 화제로 해석해야 한다. 그리고 선행절 화제와 후행절 화제가 모두 주격 조

사 ‘-이’로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 설명법에 속해 ‘설명, 이유, 원인’을 뜻하는 ‘-ㄴ대’의 경우를 보자. 리의

도(1990)에 따르면 ‘-ㄴ대’는 어떤 사실에 대한 ‘반응’을 다음에 오게 하며, 선행절의

주어와 후행절의 주어가 달라야 하는 제약이 있다. 그리고 대부분 ‘말다’류의 동사
와 결합한다.

(23) 가. 즉자히 쉰 아 몯거늘 羅睺羅 조차 부텨 가아 禮數대 부톄 阿難일

시기샤 羅睺羅 머리 갓기시니 녀느 쉰 아도 다 出家니라 (卽時合集有五

十人 隨從羅睺 往到佛所 頭面作禮 佛使阿難 剃羅睺頭 及其五十諸公王子 悉令

出家 <釋迦:62a26-28>) <釋詳6:9b-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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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目連이 種種 方便으로 다시곰 도 耶輸ㅣ 잠도 듣디 아니실 
目連이 淨飯王 도라가 이 辭緣을 대 王이 大愛道 블러 니샤 耶輸
는 겨지비라 法을 모 즐급 드리워 온 들 몯 러 리니 그듸 가아

아라듣게 니르라 (時大目連 更以方便 種種諫喻曉耶輸陀羅 而耶輸陀羅 絕無聽

意 辭退還到淨飯王所 具宣上事 王聞是已 卽告夫人波闍波提 我子悉達 遣目連來

迎取羅云 欲令入道 修學聖法 耶輸陀羅 女人愚癡 未解法要 心堅意固 纏著恩愛

情無縱捨 卿可往彼 重陳諫之 令其心悟 <釋迦:61c23-28>) <釋詳6:6a-6b>

우선 (23가)를 살펴보도록 하자. (23가)의 선행절에서는 ‘(정반왕이) 라후라와 50명의

아이를 출가시키려고 모았는데, 그 50명의 아이는 라후라를 좇아 부처님께 예수를

올렸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23가)의 후행절에서는 ‘부처님은 아난이를 시키셔서 라

후라의 머리를 깎이시니, 다른 쉰 아이도 다 출가를 하니라’라는 내용이 이어진다.

문장의 화제라는 것이 선행 문장과의 연결고리임을 전제하면, 직전 발화의 초점이

다음 발화의 화제가 되는 경우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쉰

아’는 선행절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화제이다. 후행절의 ‘부톄’는 <라후라
출가 이야기>의 시작 부분53)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화제가 된다. 후행절은

‘부톄’에 대해 언급한 문장이므로, ‘-ㄴ대’로 연결되는 절 안에서 각각 ‘X-이’-화제를

확인할 수 있다.

(23나)의 선행 문맥에는 ‘부처님이 목련이를 시키셔서 아버님(정반왕)에게 안부를

묻고 라후라를 보내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그 후 (23나)의 선행절에서 ‘목련이

는 야수를 설득시키려고 갖가지 방편으로 하였지만 실패하여 다시 정반왕에게 돌아

가 이 사연을 말했다’라는 내용이 이어진다. (23나)의 후행절은 ‘정반왕은 대애도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야수는 계집이라, 법을 모르므로 마음이 세속에 집착하고 얽히

어 애정의 욕망을 못 쓸어버리니 그대가 가서 알아듣게 이르라”고 하였다’라는 내용

인대, 여기서 ‘王(정반왕)’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화제인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선행절의 ‘目連이’도 선행 문맥과의 연결고리인 화제이다. 따

라서 (23나)의 선행절과 후행절에서 모두 ‘X-이’-화제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인, 이유, 조건, 설명 계속’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니’의 경

53) <라후라 출가 이야기>의 시작 부분은 다음과 같다. ‘부톄 目連이려 니샤 네 迦毗羅國
에 가아 아바긔와 아마긔와 아자바님내 다 安否고  耶輸陁羅 달애야 恩愛 
그쳐 羅睺羅 노하 보내야 재 외에 라 (爾時世尊告目犍連 汝今往彼迦毘羅城 問訊我父
閱頭檀王 并我姨母波闍波提 及三叔父斛飯王等 因復慰喻羅睺羅母 耶輸陀羅令割恩愛 放羅睺羅

令作沙彌 修習聖道 <釋迦:61b15-18>) <釋詳6:1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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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24) 가. 目連이 그 말 듣고 즉자히 入定야 펴엣던  구필 예 迦毗羅國에

가아 淨飯王 安否 더니 耶輸ㅣ 부텻 使者 왯다 드르시고 靑衣 브려 긔

별 아라 오라 시니 羅睺羅 려다가 沙彌 사모려 다  (目連受命 屈

伸臂頃 到迦毘羅淨飯王所 而白王言 世尊慇懃致問無量 起居輕利氣力安不 及太

夫人波闍波提 并三叔父斛飯王等 問訊起居 亦復如是 時耶輸陀羅 聞佛遣使 來至

王所 未知意趣 卽遣靑衣 令參消息 靑衣還白 世尊遣使 取羅睺羅 度爲沙彌 <釋

迦:61b23-28>) <釋詳6:1b-2a>

나. 淨飯王이 耶輸의 들 누규리라 샤 즉자히 나랏 어비내 모도아 니샤
 金輪王 아리 出家라 가니 그듸내 各各  아옴 내야 내 孫子 조차

가게 라 시니 즉자히 쉰 아 몯거늘 羅睺羅 조차 부텨 가아 禮數
대 (時淨飯王 爲欲安慰耶輸陀羅 令其喜故 卽集國中豪族 而告之言 金輪王子

今當往彼舍婆提國 從佛出家學道 願卿人人 各遣一子 隨從我孫 咸皆奉命 卽時合

集有五十人 隨從羅睺 往到佛所 頭面作禮 <釋迦:62a23-27>) <釋詳6:9b>

(24가)의 선행 문맥에서는 ‘부처님이 목련이를 시켜 정반왕에게 안부를 묻고 야수를

설득시켜 라후라를 출가시키’도록 하는 상황이 나온다. 이어서 (24가)의 선행절 ‘목

련이는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선정에 들어 피었던 팔을 구필 사이에 가바라국에

가 정반왕께 안부를 사뢰었더니’가 주어진다. 여기서 ‘목련이’는 선행 담화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화제이다. 그 후 (24가)의 후행절 ‘야수가 부처의 사자가 왔다는

말을 들으시고 청의를 시켜 기별을 알아오라 하시니, 라후라를 데려다가 사미를 삼

으려고 한다고 하므로’가 이어진다. 이 후행절의 내용은 선행절의 화제인 ‘목련’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오히려 목련의 행동에 대해 야수의 반응을 묘사하는 문장에 해

당된다. 그런데 ‘耶輸’는 (24가)의 선행 문맥인 ‘……耶輸陁羅 달애야 恩愛 그쳐
羅睺羅 노하 보내야 재 외에 라’와의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
다. 즉 후행절 주어인 ‘耶輸ㅣ’도 화제라고 볼 수 있다.

(24나)도 마찬가지로 선행절 주어인 ‘정반왕’은 앞의 문맥54)과의 연결고리이다. 동

시에 술부 부분인 ‘耶輸의 들 누규리라 샤 즉자히 나랏 어비내 모도아 니
54) (24나)의 선행 문맥은 다음과 같다. ‘王이 大愛道 블러 니샤 耶輸는 겨지비라 法을 모

 즐급 드리워 온 들 몯 러 리니 그듸 가아 아라듣게 니르라 (耶輸陀羅女人愚
癡 未解法要心堅意固 纏著恩愛情無縱捨 卿可往彼重陳諫之令其心悟 <釋迦:61c27-28>) <釋

詳6:6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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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金輪王 아리 出家라 가니 그듸내 各各  아옴 내야 내 孫子 조차가

게 라’는 이야기 속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신정보이므로 전체 문장의 서술 대상이

‘淨飯王’인 것으로 이해된다. (24나)의 후행절 주어인 ‘쉰 아’는 선행절의 ‘그듸내

各各  아옴 내야’와의 연결고리로서 화제이다. 따라서 (24나)의 선행절과 후행절
에서 모두 ‘X-이’-화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본고에서는 ‘-거늘’, ‘-ㄴ대’, ‘-으니’로 연결되는 문장에 나타난 ‘X-

이’-화제를 확인하였다. 이들 어미로 연결되는 이야기는 해석에 따라 선행절과 후행

절이 서로 다른 화제를 가지기도 하고 전체 문장이 하나의 화제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X-이’-화제를 확인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이들 연

결어미로 연결된 이야기의 후행절에서는 항상 화제 명사구 뒤에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3.3. ‘X-이’-초점

본고에서는 앞서 일반적인 현대 한국어의 경우와는 달리, 중세 한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 화제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중세 한국어에서 ‘-이’

의 기능은 화제를 나타내는 데에만 국한될까? 그렇지 않다. 중세 한국어에서도 현대

한국어와 같이 주격 조사 ‘-이’로 초점을 나타내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중세 한국어

에서 실현되는 ‘X-이’-초점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것이 ‘X-이’-화제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3.1. ‘X-이’-초점의 확인

현대 한국어에는 초점을 확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고안되고 적용되어왔다. 여기

서는 초점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소개한 다음, 중세 한국어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기로 한다.

Halliday(1967)에서는 초점이 ‘운율적 강세’, 즉 운율적 돋들림에 의해 표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박철우(2003)에 따르면 한국어에서도 확연히 어떤 요소를

돋들리게 발음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초점을 표시해 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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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가. 철수가55) 어제 친구 집에서 수박을 먹었다.

나. 철수가 어제 친구 집에서 수박을 먹었다.

다. 철수가 어제 친구 집에서 수박을 먹었다.

라. 철수가 어제 친구 집에서 수박을 먹었다.

(25)에서 돋들림이 수반되는 성분은 신정보인 초점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중세 한국

어의 문헌 자료에는 운율적인 표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는 초점을 확인할

수가 없다.

(25)의 문장들은 각각 다음 (26)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다.

(26) 가. 누가 어제 친구 집에서 수박을 먹었어?

나. 철수가 언제 친구 집에서 수박을 먹었어?

다. 철수가 어제 어디서 수박을 먹었어?

라. 철수가 어제 친구 집에서 무엇을 먹었어?

의문사는 신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질문-대답 검증법은 초점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다. 예컨대 (26가)가 주어진 문맥에서 (25가)가 발화된다면 ‘철수가’는 초

점이 된다. 이런 방법은 중세 한국어에도 적용할 수 있다. 질문-대답의 쌍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예들을 통해 ‘X-이’-초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月印釋譜>에서 가져온 (27)과 같은 경우이다.

(27) 가. 獄主ㅣ 무로 스 어마니미 이 잇다 야 뉘 니르더니고 (獄主問師 誰道
師孃在此)

나. 對答호 釋迦牟尼佛이 니르시더라 (目連答言 釋迦牟尼佛 道孃在此 <目連: 93>)

<月釋23:82a>

여기서는 獄主가 “스승님의 어머님이 여기에 있다고 누가 말했습니까?”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目連이 “석가모니불이 말씀하시더라”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의

문사 ‘뉘’는 신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대답에 나오는 ‘석가모니불이’는 초점이 된다.

다음으로 초점을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인 분열문 검증법을 살펴보기로 한

다.

55) 운율적으로 돋들리는 부분을 진하게 표시하였다.



- 76 -

(28) 가. 어제 친구 집에서 수박을 먹은 사람은 철수이다.

나. 철수가 친구 집에서 수박을 먹은 것은 어제이다.

다. 철수가 어제 수박을 먹은 것은 친구 집에서이다.

라. 철수가 어제 친구 집에서 먹은 것은 수박이다.

초점 분열문인 ‘S 것은 A이다’에서 분열된 성분은 언제나 초점으로 해석된다. 중

세 한국어에서도 초점 분열문이 많이 쓰이므로, 이 방법 역시 초점을 확인하는 데에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어떤 성분이 초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확인할 때 같은 의미인 분열문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가 여부를 살피는 방법도 사용

가능하다. 즉, 초점 분열문의 분열된 성분으로 변형시킬 수 있으면 초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에 대한 정확한 직관이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X-이’-초점을 확인할 때 분열문 검증법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상의 방법 외에 생략 가능성으로 초점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화제의 생략은

한국어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이다. 반면 초점은 생략할 수 없다. 예컨대 (26)에

대한 대답으로 다음과 같이 초점만을 표시하고 화제 부분은 생략할 수 있다.

(29) 가. 철수가요.

나. 어제요.

다. 친구 집에서요.

라. 수박요.

그러나 생략 가능성으로는 중세 한국어 문장의 초점을 확인할 수 없다. 분열문 검

증법과 마찬가지로, 직관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해당 문맥에서 생략이 일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부정과 관련된 확인법이 있다.

(30) 가. 철수가 어제 친구 집에서 수박을 먹지 않았다.

나. 철수가 어제 친구 집에서 수박을 먹지 않았다.

다. 철수가 어제 친구 집에서 수박을 먹지 않았다.

라. 철수가 어제 친구 집에서 수박을 먹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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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가)는 초점 성분인 ‘철수가’만 부정하는 것이다. 즉 ‘어제 친구 집에서 수박을 먹

은 것은 철수가 아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부정되지 않은 부분은 전제된 화

제 부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부정문으로 바꿀 때 부정된 성분은 초점이고 부정의 영

향권 밖에 있는 것은 화제라 볼 수 있다. (30나˞라)도 같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러나 이 역시 직관이 없이는 함부로 단언할 수 없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

될 수 없다.

전체 문장이 모두 초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보통 사건 제시문이라 한다. 이

는 뉴스나 글의 첫 시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31) 가. Q: 무슨 일이야?

A: 철수가 어제 친구 집에서 수박을 먹었어.

나. 옛날 옛날에 까마귀 한 마리가 하늘을 훨훨 날고 있었습니다.

(32) 녜 雲居山  이 菴子 짓고 살어늘 <南明上31b>

(31)은 현대 한국어이다. (31가A)와 같이 화청자 사이에 아무런 배경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한 발화는 전체 문장이 모두 초점이다. (31나)는 글의 첫 시작에 나타나는

문장이므로, 전체 문장이 모두 초점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X-이’ 성분도 당연히 초

점이라 볼 수 있다. (32)는 <南明集諺解>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의 첫 문장이다. 전체 문장이 초점인데, 그 중 ‘ 이’는 초점의 일

부이다. 초점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앞의 문맥이나 화-청자의 공유

된 지식에서 없는 정보는 모두 초점일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헌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의 거의 대부분을 신정보로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 검증법으로 어순을 들 수 있다. 화제는 문두성을 지닌 반면 초점은 그렇지

않다. VSO 언어에서는 초점이 동사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동사 앞 초점(pre

verbal focus)이라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SOV 어순을 가진 한국어에는 동사가

마지막으로 오기 때문에 초점은 모두 동사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김현

옥(1988), 이정민(1992), 박철우(2003), 전영철(2013b) 등에서는 초점은 동사의 보어들

가운데 가장 오른쪽, 즉 동사의 바로 앞에 놓이는 것이 무표적이라고 주장하였다.

(33) 가. 철수는 작은 마을에서 [F도회지로] 이사했다.

나. 철수는 도회지로 [F작은 마을에서] 이사했다.

다. 철수는 작은 마을에서 [F도회지로] 이사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조용한 시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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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내 살았다.

라. #철수는 도회지로 [F작은 마을에서] 이사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조용한 시골에

서 내내 살았다.

마. 철수는 작은 마을에서 [F도회지로] 이사하지 않았다. 그는 (거기로부터) 시골로

이사했다.

바. 철수는 도회지로 [F작은 마을에서] 이사하지 않았다. 그는 (거기로) 시골에서

이사했다.

(33)은 박철우(2003: 100)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들 문장을 부정할 때, 부정의 영향권

은 문장 전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동사 왼쪽 성분들 가운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

소, 즉 동사 바로 앞의 요소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

정된 요소는 흔히 초점이 된다.

한편 전영철(2013b)에서 언급된 것처럼 어순으로 표시된 초점은 운율적 돋들림에

의해 취소될 수도 있다. 즉, 동사 바로 앞의 위치는 무표적인 초점 위치이긴 하지만

반드시 초점만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앞 뒤 문맥을 통해 새

로운 정보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점을 확인하는 여러 방법 중에서 중세 한

국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이다. 첫 번째는 사건보고문에서 전체 문

장이 초점인 경우이고, 두 번째 방법은 질문-대답의 검증법이다. 마지막 세 번째 방

법은 어순이다.

3.3.2. ‘X-이’-초점과 정보구조 유형

Lambrecht(1994: 221-226)는 문장의 초점을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 문장의 정

보구조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었다. 첫 번째는 서술어가 초점이고 주어가 전제가 되

는 화제-평언 구조를 갖는 ‘서술어-초점’ 구조이다. 두 번째는 열린 명제가 전제되어

있는 ‘논항-초점’ 구조이다. 즉 ‘초점-전제’ 구조에 해당되는 구조이다. 세 번째는 전

체 문장이 초점으로 이루어진 ‘전체 문장 초점’ 구조이다. 유유현(2010)56)에서는

Lambrecht(1994)의 주장에 따라 한국어 문장의 정보구조를 유형화한 바 있다.

56) 유유현(2010)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화제가 자주 생략되는 특성 때문에 ‘전체 문장 초점’인 유

형과 ‘서술어-초점’인 유형을 묶어 하나의 유형으로 다루었다. 서술어가 초점인 경우 화제 부

분이 생략되면 전체 문장을 초점으로 삼는 유형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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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X-이’-초점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문장이 초점이 되는 경우와 논항-

초점인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나머지 유형인 ‘서술어-초점’의 경우에는 ‘X-이’ 성분

이 화제이기 때문이다.

3.3.2.1. 전체 문장 초점

자연언어의 문장은 정언문(categorical sentences)과 제언문(thetic sentences)으로

나눌 수 있다(Kuroda 1972, Sasse 1987). 정언문은 먼저 서술 바탕(predication base)

이 주어지고, 그 후에 이 서술 바탕에 대한 서술이 행해지는 문장을 가리킨다. 이

서술 바탕은 대체로 화제에 해당되고 바탕에 대해 행해진 서술은 대체로 초점에 해

당된다. 제언문은 정언문과 구별되는 것으로 서술 바탕과 이에 대한 서술이 구분되

는 서술 관계가 행해지지 않고, 문장 전체가 하나의 정보 덩어리로 인식되어 전체

문장이 초점의 기능을 한다. 후자가 바로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전체 문장 초점’ 구

조를 가진 문장이다. 담화의 첫머리 등과 같이 특별한 맥락이 없는 상황에서 발화

되는 사건 제시문 또는 어떤 새로운 개체를 담화의 범위 내로 도입하는 존재문 등

이 전형적인 제언문이다. 한편 제언문은 현장지시성이 강하게 부각되는 문장이기 때

문에 발화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직접 표현하는 현장 발화문도 여기에 포함된다.

(34) 가. 옛날 옛날에 한 마을에 한 나무꾼이 살았습니다.

나. 책상 위에 책이 있다.

다. 저기 철수가 달려가고 있네.

(34가)는 특별한 맥락 없이 담화의 첫머리에 쓰이는 사건 제시문이고 (34나)는 새로

운 개체인 ‘책’을 담화의 범위 내로 도입하는 존재문이다. 담화의 첫머리에는 존재문

도 많이 쓰인다. 예컨대 ‘옛날 옛날에 한 마을에 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처럼 존재

문의 구성인 ‘[처소구 [명사구-‘가’] 존재동사]’57)로 담화를 시작하는 경우이다. 실제

로 중세 한국어에서는 존재문으로 새로운 담화가 시작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발견

된다. (34다)는 화자가 보고 있는 상황을 현장에서 바로 표현하는 현장 발화문이다.

이 문장들은 모두 서술 바탕과 서술이 구분되는 서술 관계가 행해지지 않고 문장

전체가 하나의 정보 덩어리로 인식되는 전체 문장 초점 구문에 해당된다. 이 경우,

57) 이에 대해서는 전영철(2000, 2013)에서 자세히 다룬 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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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전체가 관계적 신정보이므로 주격 조사 ‘-가’를 초점 표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

이제부터는 중세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전체 문장 초점 구조를 가진 제언문에 대

해 살펴보고 이를 통해 ‘X-이’-초점을 확인하기로 한다. 우선 제언문의 한 유형인

존재문의 경우를 보자.

(35) 가.  녜 波羅奈國에  長者ㅣ 이쇼 지비  가며러 쳔이 그지 업수 
오직  아리러니 나히 열다새 忽然 病을 어더 온 가짓 藥으로 고툐 됴
티 몯야 목수미 아니 한 더데 이셔 두리여 더니 (又昔波羅奈國中 有一長

者 家中大富 財帛無量 唯只有一男 壽年十五 忽爾得病 百藥求醫不差 命在須臾

悽惶不已) <佛頂9a>

나. 그  菩薩 比丘ㅣ 이쇼 일후미 常不輕이러니 (爾時有一菩薩比丘호 名이

常不輕이러니) <法華6:77a>

다. 나라히어나 올히어나 해 큰 長者ㅣ 이쇼 그 나히 衰邁코 쳔 가며
로미 그지업스며 田宅과   해 뒷더니 (若國邑聚落애 有大長者호 其

年이 衰邁고 財富ㅣ 無量며 多有田宅과 及諸僮僕더니) <法華2:54a>
라. 그제 巴連弗邑에 上座ㅣ 이쇼 일후미 耶舍ㅣ러니 …… 그 後에 소로  

려늘 閻浮提 內예 一時예 八萬四千 塔 셰니 世間ㅅ 사미 몯내 慶賀야
號 法阿育王이라 더라 (時巴連弗邑 有上座名曰耶舍 …… 令此閻浮提起諸佛
塔 如是乃至 一日之中立八萬四千塔 世間民人 興慶無量 共號曰法阿育王 <釋

迦:78c03-07>) <月釋25:90b>

마.  導師ㅣ 이쇼 聰慧明達야 險 길 며 마 相 이대 아더니

(有一導師 聰慧明達 善知險道通塞之相 <法華:25c29>58)) <月釋14:75b>

바. 녜 雲居山  이 菴子 짓고 살어늘 <南明上31b>
사. 後에 巴連弗邑에 王이 이쇼 일후미 日月護ㅣ러니 아 나니 일후미 頻

頭婆羅ㅣ러니  아 나니 일후미 修師摩ㅣ러니 (於巴連弗邑 有王名日月

護 彼王當生子 名曰頻頭婆羅 當治彼國 彼復有子 名曰脩師摩 <釋迦:76c05-07>)

<月釋25:66b>

(35)는 새로운 지시체를 소개하는 문장들로 (35가)에서는 ‘ 長者’를, (35나)에서는

‘ 菩薩 比丘’를, (35다)에서는 ‘큰 長者’를, (35라)에서는 ‘上座’를, (35마)에서는 ‘

58) 이 문장은 <法華經諺解>의 구결문 ‘有一導師ㅣ 聰慧明達야 善知險道의 通塞之相야 <法
華3:172b>’와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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導師’를, (35바)에서는 ‘ ’을, (35사)에서는 ‘王’을 소개하고 있다. 새롭게 소개된

지시체 앞에는 대부분 비한정성을 나타내는 관형사 ‘’이 수반된다. 이들 지시체는

청자나 독자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개체이므로 신정보에 해당된다. 이때 주격 조사

‘-이’가 초점을 나타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학자에 따라 이런 존재문은 시공간

적인 화제를 가진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에 따르면 이들의 정보구조는 다음과

같다.

(36) 가. [T녜 波羅奈國에][F 長者ㅣ 이쇼 ……] <佛頂9a>
나. [T그][F 菩薩 比丘ㅣ 이쇼 일후미 常不輕이러니] <法華6:77a>
다. [T나라히어나 올히어나 해] [F큰 長者ㅣ 이쇼 ……] <法華2:54a>
라. [T그제 巴連弗邑에] [F上座ㅣ 이쇼 일후미 耶舍ㅣ러니 ……] <月釋25:90b>
마. [T∅] [F 導師ㅣ 이쇼 聰慧明達야 險 길 며 마 相 이대 아
더니] <月釋14:75b>

바. [T녜 雲居山] [F 이 菴子 짓고 살어늘] <南明上31b>
사. [T後에 巴連弗邑에] [F王이 이쇼 일후미 日月護ㅣ러니 ……] <月釋25:66b>

(36)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뜻하는 성분인 ‘녜 波羅奈國에’, ‘그’, ‘나라히어나 올히
어나 해’, ‘그제 巴連弗邑에’, ‘녜 雲居山’, ‘後에 巴連弗邑에’가 화제로 해석되고
나머지 성분은 초점으로 해석된다. 이런 분석을 따르더라도 주격 조사 ‘-이’ 성분이

초점 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한편, 다음의 예들에서는 먼저 어떤 새로운 지시체가 소개되고, 이어서 이 지시체

에 대해 새로운 정보가 덧붙여지고 있다. 이 경우를 본고에서 사건 제시문이라 부르

기로 한다.

(37) 가. 舍衛國 大臣 須達이 가며러 쳔랴 그지업고 布施기 즐겨, 艱難며 어

엿븐 사 쥐주어 거리칠 號 給孤獨이라 더라 給孤獨 長者ᅵ 닐굽 아

리러니 여슷 아란 마 갓 얼이고 아기 아리  곱거늘 各別히 
야 아례나  며느리 어두리라 야 婆羅門 려 닐오 어듸 
됴 리  니 잇거뇨 내 아기 위야 어더 보고려 (舍衛國王波斯匿

有一大臣 名曰須達 居家巨富 財寶無限 好喜布施 賑濟貧乏及諸孤老 時人因行

爲其立號 名給孤獨 爾時長者 生七男兒 年各長大 爲其納娶 次第至六 其第七兒

端正殊異 偏心愛念 當爲娶妻 欲得極妙容恣端正有相之女 爲兒求之 卽語諸婆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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門言 誰有好女相貌備足 當爲我兒 往求索之 <釋迦:63b13-21>) <釋詳

6:13a-13b>

나. 녯 阿僧祇劫 時節에  菩薩이 王 외야 겨샤 …… 나라해 빌머그라 오시니

다 몰라보더니 小瞿曇이라 더라 菩薩이 城밧 甘蔗園에 精舍 오 오
 안자 잇더시니 (昔阿僧祇劫時 有菩薩爲國王 ……菩薩乞食 還其國界 舉國吏

民 無能識者 謂爲小瞿曇 菩薩於城外甘蔗園中 以爲精舍 <釋迦:03a17-23>) <月

釋1:5a-6a>

(37)은 선행 문장에서는 도입으로 새로운 지시체를 소개하고 그 다음 문장에서는 동

일한 지시체에 대해 다시 다른 새로운 정보를 덧붙이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즉, 앞

문장의 초점이 뒤 문장의 화제가 되는 경우이다. (37가)의 ‘須達이’와 (37나)의 ‘

菩薩이’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 새롭게 소개된 개체 뒤에 결합되어 초점을 나타내

는 반면, (37가)의 ‘給孤獨 長者ᅵ’와 (37나)의 ‘菩薩이’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 앞에

서 소개된 지시체 뒤에 나타나 화제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현장 발화문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38) 가. 脩羅ㅣ 싸호려 다 <月釋11:30a>
나. 그 大衆이 如來 울워 누늘 다  아니 가져갯더니 …… 大衆 中에

七寶塔이 해셔 소사나 空中에 머므러 이시니 無數 幢幡이 그 우희 이고
百千 寶鈴이 절로 울어늘  미 부니 微妙 소리 나더라 (爾時大衆

瞻仰如來 目不暫捨 …… 於大衆中 有七寶塔 從地踊出 住在空中 無數幢幡 而懸

其上 百千寶鈴 不鼓自鳴 微風吹動 出微妙音 <報恩:137b27-137c02>) <月釋

21:208b-209a>

다. 그 妙莊嚴王이 부텻 이러틋 無量 百千萬億 功德을 讚歎고 如來ㅅ 알

 一心 合掌야 (爾時妙莊嚴王이 讚歎佛如是等無量百千萬億功德已고 於

如來前에 一心合掌야) <法華7:148b- 149a>

(38가)는 직접 인용 구문으로 “(아)수라가 싸우려 한다”로 해석할 수 있다. 주어 명

사구는 주격 조사 ‘-이’를 취하여 나타났다. 전체 문장이 하나의 정보덩어리로 인식

되므로 문장 전체가 초점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38나)도 발화 현장에 일어나

는 일들을 묘사하는 문장이므로 정언문과 구별된다. 밑줄 그은 명사구들이 모두 주

격 조사 ‘-이’를 취하고 있는데, 이 때의 ‘-이’는 초점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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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다)도 문두의 ‘그’라는 시간부사어가 ‘그 때 당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묘사’라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문장을 해석하면 ‘그 때에 묘장엄왕이 부처의 이러한 무량 백

천만억 공덕을 찬탄하옵고 여래의 앞에서 한 마음으로 합장하여……’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전체 문장이 모두 초점이기 때문에, 이 경우 주격 조사가 ‘초점’을 나타내

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상으로 전체가 모두 초점인 정보구조를 가진 문장을 살펴보았다. 전체 문장이

모두 초점인 경우 초점 안에 포함된 주격 조사 ‘-이’는 당연히 초점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37)에서와 같이 주격 조사 ‘-이’가 화제와 초점을 동

시에 나타낸다고 한다면 화제를 나타낼 때와 초점을 나타낼 때의 차이점은 무엇일

까? 이에 대해서는 3.3.3에서 다룰 것이다. 이에 대해 논하기 전에 먼저 주격 조사

‘-이’로 초점을 나타내는 또 다른 정보구조의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3.3.2.2. 논항-초점

앞에서 살펴본 전체 문장 초점 구조와는 달리, 술어의 논항 중의 어느 하나가 초

점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논항-초점 구조라고 하는데, 유유현(2010)에서는 이런

정보구조를 가진 문장을 확인문이라고 하였다. 아래의 (40나A)가 이에 해당된다.

(39) 철수가 노래해.

(40) 가. Q: 무슨 소리야?

A: [TS] [F철수가 노래해.]

나. Q: 누가 노래 불러?

A: [F철수가] [T노래해.]

다. Q: 철수 뭐해?

A:
#
철수가 노래해.

다'. Q:  됴신 원판님하 어듸 가시고 (好院判哥 到那裏)

A: 쇼이 례부에 가노이다 (小人到禮部裏) <飜朴7b>

(39)와 같은 문장은 상황에 따라 (40가A, 나A)처럼 분석될 수 있다. (40가A)는 전체

문장 초점 구조에 해당된다. (40나A)는 ‘X가 노래해’라는 열린 명제를 전제로 하며,

이 열린 명제와 연결되는 지시체인 ‘철수가’는 초점에 해당된다. 논항-초점 구조는

열린 명제가 담화 맥락에서 환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만 쓰인다. 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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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2010: 60)에서는 이러한 문장이 열린 명제와 관계 맺는 지시체를 확인하는 기능

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확인문’이라 불렀다. 한편 유유현(2010)에서 (40다A)는 자

연스럽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현대 한국어의 경우에는 (40다A)에서 나타난 바

와 같이 화제 명사구 뒤에 주격 조사 ‘-이’가 오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의 ‘X-가’ 성분이 포함된 문장은 (40가A)나 (40나A)의 구조만을 가진다. 이는

중세 한국어의 경우와는 완전히 반대된다. (40다')은 앞에서 다룬 바 있는 중세 한국

어의 예인데, 질문과 대답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며 대하여성을 지닌 화제 성분 ‘쇼

’ 뒤에 격조사 ‘-이’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40나A)의 경우에 해당되는 중세 한국어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41) 가. Q: 王이 무로  처믜 뉘 몬져 이 門 안해 드뇨 (王曰 誰先入此中 <釋

迦:78b09>)

A: 對答호 내 몬져 드도소다 (答曰我是 <釋迦:78b09>) <釋詳24:18a-18b>
나. Q: 蒙古 兵이 大昌原에 들어늘 平章 合達이 무루 뉘 前鋒 외리오 야 

(蒙古兵入大昌原 平章合達問 誰可爲前鋒者)

A: 忠孝軍提控 完顔陳 和尙이 내 외요리다 고 (忠孝軍提控 完顔陳和尙

出應命) <三綱忠26>

다. Q: 그저긔 아바니미 아 神力이 이런 주를 보고 매  歡喜야 녜

업던 이 得야 合掌야 아 向야 닐오 너희 스스 뉘시뇨 (時

父見子神力如是 心大歡喜 得未曾有 合掌向子言 汝等 師爲是誰 誰之弟子

<法華:60a11-12>)

A: 두 아리  大王하 뎌 雲雷音宿王華智佛이 이제 七寶菩提樹 아래 겨

샤 法座 우희 안샤 一切世間 千人 모 中에 法華經을 니시니 이 우

리 스스니다 (二子白言 大王 彼雲雷音宿王華智佛 今在七寶菩提樹下法座
上坐 於一切世間天人衆中廣說法華經 是我等師 我是弟子 <法華:60a13-15

>59)) <釋詳21:37b-38a>

라. Q: 獄主ㅣ 무로 스 어마니미 이 잇다 야 뉘 니르더니고 (獄主問師
誰道師孃在此 <目連: 93>)

A: 對答호 釋迦牟尼佛이 니르시더라 (目連答言 釋迦牟尼佛 道孃在此 <目連:

59) 이 문장은 <法華經諺解>의 구결문 ‘時父ㅣ 見子의 神力이 如是고 心大歡喜야 得未曾有

야 合掌向子言호 汝等師ㅣ 爲是誰ㅣ며 誰之弟子다 二子ㅣ 白言호 大王하 彼雲雷音宿
王華智佛이 今在七寶菩提樹下法座上애 坐샤 於一切世間天人衆中에 廣說法華經시니 是

我等師ㅣ며 我是弟子ㅣ로다 <法華7:134b>’와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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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月釋23:82a>

(41가Q)에서는 왕이 먼저 “맨 처음에 누가 먼저 이 문 안에 들어갔는가?”라고 묻는

데 이에 대해 ‘그 모진 놈’이 “내가 먼저 들어갔습니다”라 대답하였다. 의문사 ‘뉘’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이 ‘내’이다. 따라서 주격 조사를 취한 ‘내’는

초점이다.

(41나Q)에서는 몽고 군사가 대창원에 들어왔을 때, 평장 합달이 “누가 선봉이 되

겠는가?”라고 물어보았는데, 이에 대해 충효군제공 완안진 화상이 (41나A)에서 “제

가 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41나)에서는 ‘X가 선봉이 된다’라는 열린 명제

가 전제가 되고, ‘내(제가)’는 열린 명제와 관계 맺는 지시체가 된다. 여기서는 완안

진 화상을 가리키는 ‘내’가 초점이다.

(41다Q)는 아비가 아들의 신력을 보고 매우 기뻐하며 아들에게 “너희 스승이 누

구이며 (너희는) 누구의 제자이냐?”라고 질문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41다A)에서

는 두 아들이 “저 운뢰음수왕화지불이 지금 칠보 보리수 아래에 계시어 법좌 위에

앉으시어 일체 세간 하늘과 인간 무리 중에서 법화경을 널리 설하시나니, 이 분이

우리 스승이시며 저희는 이분의 제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X가 너희 스승이다’

라는 열린 명제에 ‘저 운뢰음수왕화지불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덧붙였다. 따라서 (41

다A)에서 ‘뎌 雲雷音宿王 華智佛’이 초점으로 해석된다.

(41라)에서는 옥주가 “누가 이르되 어머님이 여기에 있다고 하였습니까?”라고 질

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목련이는 “석가모니불이 말씀하셨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마

찬가지로 ‘스승님의 어머님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X가 말했다’라는 열린 명제가 화

제로 전제되어 있으며 거기에 ‘석가모니불이’라는 새로운 정보를 덧붙이고 있다. (41

라A)에서 생략된 논항들을 모두 복원하면 ‘내 어머님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석가모

니불이 알려주셨다’가 될 것이다.

(41)의 정보구조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42) 가. [F내] [T몬져 드도소다]
나. [F내] [T외요리다]
다. [F뎌 雲雷音宿王 華智佛이] [T……우리 스스시며……]
라. [F釋迦牟尼佛이] [T니르시더라]

(42)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문중에 온 [T……]는 열린 명제이고 문두에 온 [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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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명제에 덧붙인 신정보인 초점이다.

다음으로, 여러 인물이 주고받은 이야기 속에서 논항-초점 구조를 가진 문장을 통

해 ‘X-이’-초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로 한다.

(43) 가. Q: 吏: 슬프다 이 法을 犯니 無可奈何ㅣ로소니 뉘 반기 니브료 (吏曰호 
嘻라 此ㅣ 值法니 無可柰何ㅣ로소니 誰當坐오)

A1: 初: (겨틔 잇다가 어미 닛고 거우룻 지븨 녀흔가 야 두리여) 내 반기
니부리다 (女初ㅣ 在左右얫다가 顧心恐母ㅣ 去置鏡奩中이라야 乃曰

호 初ㅣ 當坐之이다……)
A2: 繼母: (吏려) 願 …… 내 반기 니부리다 (繼母ㅣ 聞之고 ……

乃因謂吏曰호 願且待야 …… 妾當坐之니이다)
A3: 初: (구틔여) 實로 내 녀호다 (初ㅣ 固曰호 實初ㅣ 取之호이다)
A4: 繼母: () 리 오직 辭讓 니언 實로 내 녀호다 고 ( …… 繼母

ㅣ 又曰호 兒ㅣ 但讓耳언뎡 實妾이 取之호이다고 ……) <內訓

3:37a-39a>

나. Q1: 王: 내 아 보라 나 업슨 後에 뉘 王 외료 (觀我諸子 於我滅後誰當

作王 <釋迦:76c21>)

A1: 相師: 이 中에 好乘 니 王 외리로소다 (此中若有好乘者 是人當作王
<釋迦:77a02>)

A2: 阿育: 내 老宿象 토니 내 王 외리로다 (我乘老宿象 我得作王 <釋

迦:77a04>)

Q2: 王: 다시 보고라 (願更爲觀之 <釋迦:77a05>)

A3: 相師: 이 中에 第一座애 안니 王 외리로소다 (此中有第一坐者 彼當
作王 <釋迦:77a05-06>)

A4: 阿育: 내 해 안조니 이 굳고 爲頭 座ㅣ니 내 王 외리로다 (我今坐地

是堅勝坐 我當作王 <釋迦:77a07>)

Q3: 王: 다시 보고라 (更爲重觀 <釋迦:77a08>)

A5: 相師: 이 中에 爲頭 그르세 爲頭 밥 먹니 王 외리로소다 (此

中上器上食此當得王 <釋迦:77a08>)

A6: 阿育: 내 爲頭 바 뒷노니 내 王 외리로다 (我有勝食 我必作王 <釋

迦:77a09>) <月釋25:67b-71a>

(43가)는 주애(珠崖)라는 곳의 현령의 후처와, 전처의 딸인 初의 이야기이다.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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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르면 구슬을 가지고 관(關)에 들어가는 사람은 사형에 처해지는데, 현령이

죽은 후 장사를 받들고 돌아가는 길에 해관(海關)에서 계모의 거울상자 안에 구슬

열 개가 발견되었다. 이때 관리가 “안됐구나! 이는 법을 어긴 것이니 할 수가 없구

나. 누가 죗값을 받겠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初와 계모가 서로 “제가 죗값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때 (43가A1˞A4)의 ‘내’는 ‘X가 죗값을 받는다’라는 열
린 명제에 덧붙은 신정보이다. 따라서 여기서 주격 조사 ‘-이’는 초점을 나타낸다.

(43나)는 王, 相師 그리고 왕의 아들인 阿育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이다. 왕이 상사

에게 “내가 죽은 뒤에 누가 왕이 되냐”고 물어보았는데, 상사는 왕이 아육을 싫어하

는 것을 알고 있기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는 못하고 간접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그

러자 아육이 상사의 말을 풀어서 다시 대답하고 있다. (43나A1)에서는 상사가 “이

中에 好乘을 타는 이야말로 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43나A2)에서는 아

육이 “내가 老宿象을 타고 있으니 내가 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43나A2)의 ‘이 中에 第一座애 안니’와 (43나A2)의 ‘내’가 모두 초점으로 해석된

다. 열린 명제에 덧붙이는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를 전자에서는 보조사 ‘-’
로 나타냈고 후자에서는 격조사 ‘-이’로 나타냈다. 다시 보라는 왕의 명령에 상사는

(43나A3)에서 “이 중에 第一座에 앉은 이야말로 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

며 이에 아육이 (43나A4)에서 “내가 땅에 앉는데, 이것은 굳고 위두한 좌이니 내가

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43나A3)의 “이 中에 第一座애

안니”와 (43나A4)의 ‘내’가 모두 초점이다. 다시 한 번 더 보라는 왕의 명령에

상사는 (43나A5)에서 “이 중에 위두한 그릇에 위두한 밥을 먹는 이야말로 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아육은 (43나A6)에서 “내가 위두한 밥을 두었노니 내

가 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43나A5)의 ‘이 中에 爲頭 그르세 爲頭 밥

먹니’와 (43나A6)의 ‘내’가 모두 초점이다. (43)의 정보구조를 보이면 다음과 같

다.

(44) 가. [F내] [T반기 부리다]
나. [F내] [T녀호다]
다. [T이 中에] [F好乘 니] [T王 외리로소다]
라. 내 老宿象 토니 [F내] [T王 외리로다]
마. [T이 中에] [F第一座애 안니] [T王 외리로소다]
바. 내 해 안조니 이 굳고 爲頭 座ㅣ니 [F내] [T王 외리로다]
사. [T이 中에] [F爲頭 그르세 爲頭 밥 먹니] [T王 외리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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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내 爲頭 바 뒷노니 [F내] [T王 외리로다]

(44가, 나)에서 문두에 온 ‘X-이’ 성분은 초점이고 나머지는 열린 명제이다. (44다,

마, 사)는 초점 성분 뒤에 ‘-’를 취하였는데, 이에 대해 자세한 논의는 5장으로 미

루어두기로 한다. (44라, 바, 아)는 초점이 되는 ‘X-이’ 성분이 문중에 위치하고 있는

데, 나머지 부분은 열린 명제에 해당된다.

이상에서는 ‘논항-초점’ 유형의 정보구조를 가진 문장을 살펴보면서 특히 주격 조

사 ‘-이’를 취한 논항이 초점이 되는 경우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주격

조사 ‘-이’가 화제뿐만 아니라 초점도 나타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주격

조사 ‘-이’가 화제와 초점을 동시에 나타낸다고 할 때 양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파악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이에 대해서는 3.3.3에서 다루기로 한다.

3.3.3. ‘X-이’-초점과 어순

현대 한국어에서 화제가 문두성을 지닌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왜

냐하면 화자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자 할 때 제일 먼저 그것을 앞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초점의 경우,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김현옥(1988), 이정민

(1992), 박철우(2003) 등의 논의에서 ‘한국어와 같은 SOV 어순의 언어에서는 무표적

인 자리는 동사 바로 앞’이라 논의된 바 있다. 물론 초점이 언제나 동사 바로 앞자

리에 오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문두에 오는 성분이 운율적 돋들림에 의해 표시된다

면 그 성분이 초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45) 가. 영희는 철수를 때렸어요.

나. 철수를 영희는 때렸어요.

다. 영희가 철수를 때렸어요.

라. 누가 철수를 때렸어?

(45가)에서는 ‘철수를’은 초점으로, 문두의 ‘-는’ 성분은 화제로 해석할 가능성이 가

장 큰 반면, 문중에 온 (45나)의 ‘-는’ 성분은 대조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동사 바로 앞자리에 초점이 올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45다)처럼 문두의 ‘-가’ 성분

이 운율적 돋들림에 의해 표시되면 ‘영희가’가 초점으로 해석된다. (45다)는 (45라)에

대한 대답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화제는 문두에만 올 수 있는 데 비해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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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은 문두, 문중에 모두 올 수 있다.

현대 한국어에 대한 논의가 중세 한국어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화제에는 문두에

와야하는 제약이 있을 것이고 초점에는 그러한 제약이 없을 것이다. 즉, ‘X-이’가 화

제와 초점으로 모두 사용된다면, 문두에서는 화제 및 초점으로 문중에서는 초점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문두의 ‘X-이’ 성분과 문중의 ‘X-

이’ 성분을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3.3.3.1. 문두의 ‘X-이’ 성분

문두의 ‘-이’ 화제에 대해서는 앞서 3.2에서 자세히 다룬 바가 있지만, 여기서 간

단하게 정리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46) 가. 녜 王舍城의  長者ㅣ 이쇼 일후미 傅相이러니 그 지비 하 가며러 약대

와 라귀와 象과 왜 뫼히며 드르헤 차 고 錦과 비단과 노와 깁과 眞

珠ㅣ 庫애 고 長利 노호미 數 모리러라 長者ㅣ 말 호 녜 우

 야  들 거스디 아니고 六波羅蜜 녜 더라 (昔 王舍城中 有

一長者 名曰傅相 其家大富 駝驢象馬 遍山盖野 錦綺羅紈 眞珠滿藏 諸頭放債 莫

知其數 長者 語常含笑 不逆人情 六度之中 常行六波羅蜜) <月釋23:72a-72b>

나. 그듸 이 굼긧 개야미 보라 (汝今見此地中蟻子不耶) <釋詳6:36b>
다. Q:  됴신 원판님하 어듸 가시고 (好院判哥 到那裏)

A: 쇼이 례부에 가노이다 (小人到禮部裏) <飜朴7b>
라. 수리 셔욼 술집해 비록 하나 져젯 수를 야 온  엇디 머글고 (酒 京城槽

房 虽然多 街市酒來打将 怎麽喫) <飜朴2a-2b>

마. 善男子 善女人이 이 地藏菩薩摩訶薩ㅅ 일훔 드르니와 시혹 合掌니와 讚歎
니와 절니와 그려리왜 이 사미 三十劫 罪 걷내리라 (未來世中 若有

善男子 善女人 聞是地藏菩薩摩訶薩名者 或合掌者 讚歎者 作禮者 戀慕者 是人

超越三十劫罪 <地藏:782c08-10>) <月釋21:84b-85a>

바. 樂羊子ᅵ  붓그려 金을 뫼해다가 더디고 머리 가아 스 어더 글 븨호노
라 야 닐굽  도라 아니 왯거늘 그 각시 손 브즈러니 싀어미 이바
며  남지늬거긔 머 것 보내더라 (羊子大慙 乃捐金於野 而遠尋師學 七年不

返 妻常躬勤養姑 又遠饋羊子) <三綱烈8>

(46가)는 글의 첫 시작에서 어떤 지시체를 소개한 다음, 같은 지시체에 대해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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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의 화제에 대한 예이고 (46나)는 발화 현장에 있는 지시체가 화제 역할을 담

당하는 경우이다. (46다)는 질문-대답의 쌍을 통해 ‘X-이’-화제를 보이는 경우이고

(46라)는 화제화 구문을 통해 ‘X-이’-화제를 보이는 경우이다. (46마)는 주격 중출

구문이며 (46바)는 중세 한국어 특유의 긴 문장인 이야기의 예이다. (46바)에서는 연

결어미의 종결성에 근거하여 후행절 주어도 화제가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 때 후

행절 주어도 문두에 온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X-이’-화제는 문두에 온다고

할 수 있다.

(46다)의 질문-대답의 쌍에 해당되는 예들을 앞서 다루었는데, 이들의 정보구조를

나타내는 (8)번 예를 다시 가져오면 다음 (47)과 같다.

(47) 가. [T부톄][F大王 니샤 나 滅度 百年 後에 巴蓮弗邑에 나아 閻浮提 가
져 正法으로 다리며 ……]

나. [T上座ㅣ][F잇니]
다. [T두 사 福德 어두미] [F가지니]
라. [T管氏ㅣ] [F三歸를 두며 官事를 攝디 아니니 엇디 시러곰 儉리오]
마. [T외요미] [F도원슈 인니이다]
바. [T우리 스이][F이 온화야  즐겨 치다]
사. [T禮ㅣ] [F그 奢홈으로 더브러론 하리 儉홀띠오]
아. [T君子ㅣ] [F義로  上을 삼니……]
자. [T君子ㅣ] [F진실로 窮니……]

화제 명사구 ‘부톄’, ‘上座ㅣ’, ‘두 사 福德 어두미’, ‘管氏ㅣ’, ‘외요미’, ‘우리 스

이’, ‘禮ㅣ’, ‘君子ㅣ’, ‘君子ㅣ’는 모두 문두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데 문두에 오는 것은 화제만의 특징은 아니다. 초점 역시 문두에 올 수 있다.

(48) 가.  導師ㅣ 이쇼 聰慧明達야 險 길 며 마 相 이대 아더니

(有一導師 聰慧明達 善知險道通塞之相 將導衆人欲過此難) <月釋14:75b>

나. Q: 王이 무로  처믜 뉘 몬져 이 門 안해 드뇨 (王曰 誰先入此中 <釋

迦:78b09>)

A: 對答호 내 몬져 드도소다 (答曰我是 <釋迦:78b09>) <釋詳24:18a-18b>

(48가)는 전체 문장이 초점인 경우이고 (48나)는 논항-초점 구조를 가진 문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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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초점이 되는 성분은 문두에 위치해 있다.

앞서 논의한 (48나)에 해당되는 논항-초점 구조를 가진 문장들의 정보구조의 예인

(42)를 다시 보이면 다음과 같다.

(49) 가. [F내] [T몬져 드도소다]
나. [F내] [T외요리다]
다. [F뎌 雲雷音宿王 華智佛이] [T……우리 스스시며……]
라. [F釋迦牟尼佛이] [T니르시더라]

여기서 초점에 해당되는 성분인 ‘내’, ‘내’, ‘뎌 雲雷音宿王 華智佛이’, ‘釋迦牟尼佛이’

는 모두 문두에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문두에 화제뿐만 아니라 초점도 온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더 있다.

(50) 가. Q: 獄主ㅣ 무로 스 어마니미 이 잇다 야 뉘 니르더니고(獄主問師
誰道師孃在此)

A: 對答호 釋迦牟尼佛이 니르시더라 (目連答言 釋迦牟尼佛 道孃在此 <目連:

93>)

나. Q: 무로 釋迦牟尼佛이 스님 엇더시니고 (問師 釋迦牟尼佛 是師何眷屬)
A: 對答호 ∅ 本師 和尙이시니라 (目連答言 便是本師和尚 <目連: 93>) <月

釋23:84b>

(50가)에서는 “누가 스승님의 어머님이 여기에 있다 이르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석

가모니불이 이르셨다”라는 대답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50가)의 ‘釋迦牟尼佛이’는

의문사 ‘뉘’가 요구하는 신정보이며 초점이다. 이어서 (50나)에서는 같은 인물인 ‘석

가모니불’에 대해 ‘석가모니불이 스승님께 어떤 분이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50나A)에서는 “(석가모니불은) 本師 和尙이시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대답에

서는 화제 명사구가 생략되었는데 (50나Q)에서는 이것이 문두에 위치하고 있다.

(50)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문두에 오는 ‘X-이’ 성분은 화제뿐만 아니라 초

점도 나타낸다.

이상을 통해 문두에 온 ‘X-이’ 성분이 화제와 초점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와 달리 중세 한국어에서는 문두에 오는 ‘X-이’ 성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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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뿐만 아니라 화제로도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문중의 ‘X-이’ 성분

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3.3.3.2. 문중의 ‘X-이’ 성분

주격 조사 ‘-이’를 취한 성분은 대부분의 경우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한다. 한국어에

서는 주어가 문두에 오는 것이 무표적인 어순이다. 그러나 문두에 와야 할 주어가

목적어나 다른 부사어 성분 뒤, 즉 동사 바로 앞에 오면 초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사 바로 앞자리가 무표적인 초점의 자리이

기 때문이다. 우선 현대 한국어의 경우를 살펴보자.

(51) 가. 어제 내가 가지고 온 떡은 철수가 먹었어.

나. 어제 내가 가지고 온 떡을 철수가 먹었어.

(51)은 ‘어제 네가 가지고 온 떡을 누가 먹었어?’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사용할 수 있

다. 또는 ‘어제 내가 가지고 온 떡은 (영희가 먹은 것이 아니라) 철수가 먹었어’의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다. 즉 ‘어제 내가 가지고 온 떡을 먹은 사람은 철수이다’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동사 바로 앞자리에 온 ‘-이’ 성분은 명백한 초

점이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이’가 초점뿐만 아니라 화제도 나타

내기 때문에 문중에 오는 모든 ‘-이’ 성분이 초점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52) 가. 이 말 니 제 會中에  鬼王 일후미 主命이러니 부텨  世尊하
내 本來ㅅ 業緣으로 閻浮提ㅅ 사 목수믈 알며 生時 死時 내 다 
아랫노니 (說是語時 會中有一鬼王 名曰主命 白佛言 世尊 我本業緣 主閻浮人

命 生時死時 我皆主之 <地藏:785b11-13>) <月釋21:123a-123b>

나. 繼母ㅣ 듣고 리 가 初려 무른대 初ㅣ 닐오 夫人이 리샨 구스를 내 도

로 아 夫人ㅅ 거우룻 지븨 녀호니 내 반기 니부리다 (繼母ㅣ 聞之고
遽疾行問初대 初ㅣ 曰호 夫人所棄珠 初ㅣ 復取之야 置夫人奩中호니

初當坐之니이다) <內訓3:37b>

(52)는 모두 어중에 ‘-이’ 성분이 나타난 것이다. 우선 (52가)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부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한 鬼王이 와서 “내 本來ㅅ 業緣으로 閻浮提ㅅ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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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수믈 알며 生時 死時 내 다 아랫노니”라고 말하였다. 이를 번역하
면 ‘閻浮提 사람들의 목숨과 生時 死時를 모두 내가 주관하니’로 나타낼 수 있다. 즉

‘閻浮提 사람들의 목숨과 生時 死時를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나이다’로 이해되어, 여

기서의 ‘내’가 초점임을 알 수 있다. 문두에 와야 할 주어가 대격 뒤 동사 바로 앞자

리에 나타남으로써 초점의 의미가 한결 선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52나)는 앞서 (43

가)에서도 언급했던, 누가 죗값을 받겠는가를 판단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화이다. 계

모는 딸이 죗값을 받겠다고 한 말을 듣고 부리나케 딸에게 달려들어 어찌된 일이냐

고 물었는데, 이에 初가 “어머님께서 구슬을 버리시는 것을 보고 아까운 생각이 들

어서 제가 주워다가 어머님의 거울상자 속에 감췄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즉, “누가 한 일이냐”하는 질문에 대해 ‘내’를 쓴

것이다. 이때의 ‘내’는 명백한 초점이므로 어중에 온 ‘-이’ 성분이 초점 역할을 담당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어중의 ‘-이’ 성분이 초점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대답에서 더 명확해진다.

(53) 가. 齊ㅅ 義繼毋 齊國ㅅ 二子의 어미러니 宣王 시졀을 當야 사미 길헤 사화

주그니 잇거 二子ㅣ  솃다가 吏 무러 兄이 닐오 내 주교라 이 닐

오 兄이 아니라 내 주교라 (齊義繼母者 齊二子之母也ㅣ러니 當宣王時예

有人이 闘死於道者ㅣ어늘 二子ㅣ 立其傍얫다가 吏問之커늘 兄曰호 我ㅣ
殺之호라 弟曰호 非兄也ㅣ라 乃我ㅣ 殺之호라) <內訓3:20a>

나. 제나라의 의로운 계모는 제나라 두 아들의 어머니였다. 선왕(宣王)의 시절에

사람이 길에서 싸우다가 죽은 이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길가에 서 있다가 관

리가 묻거늘 형이 말하되 ‘내가 죽였다’하고, 아우가 말하되 ‘형이 아니라 내가

죽였다’하였다. (이선영·이승희(2011), ⟪내훈⟫, 국립국어원 국어문헌자료총서

3, 채륜.)

(53나)는 (53가)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이다. “兄이 아니라 내 주교라”에서의 ‘내’

는 초점에 해당된다.

이상과 같이 중세 한국어 문장에서도 현대 한국어와 같이 어중에 오는 ‘-이’ 성분

중에 화제인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고 모두가 초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3.2

에서 살펴본 ‘X-이’-화제의 예는 모두 문두에 나타나는 것들이었다. 요컨대 어두에

오는 ‘X-이’ 성분은 화제일 수도 있고 초점일 수도 있지만 어중에 나타난 ‘X-이’ 성

분은 반드시 초점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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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이상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X-이’의 정보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후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로 한다.

3.2에서는 ‘X-이’로 실현되는 화제에 대해 다루었다. ‘X-이’-화제를 가진 문장에는

장면층위 술어와 개체층위 술어가 모두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술어의

영향에 의해 문장의 정보구조 특징이 달라지므로, 술어에 따라 문장의 부류를 둘로

나누어서 주격 조사 ‘-이’의 화제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장면층위 술어가 비총칭문에

서 사용될 때 보조사 ‘-는’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만이 나타남을 보았다. 이는

‘X-이’가 화제로도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개체층위 술어가 사용

되는 총칭문에서 ‘X-이’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서 화제로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관찰들을 통해 ‘X-이’-화제가 견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3

에서는 특수 구문을 통해 ‘X-이’가 화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 구문이란 화제화 구문, 주격 중출 구문과 중세 한국어에 특유한 긴 복

문인 이야기 등을 일컫는다.

3.3에서는 ‘X-이’로 나타낸 초점에 대해 다루었다. 현대 한국어 자료에서 초점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 중세 한국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3.3.1에서 소개하였다. 3.3.2에서는 Lambrecht(1994)의 견해에 따라 문장의 정

보구조를 전체문장-초점, 논항-초점, 서술어-초점의 세 가지 구조로 나누었다. 그리

고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세 한국어에서도 전체문장-초점과 논항-초점 구조

에서 ‘X-이’가 초점으로 실현됨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3.2와 3.3의 논의를 통해, 중세 한국어에서 주격 조사 ‘-이’는 화제뿐만

아니라 초점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X-이’-화제와 ‘X-이’-

초점은 실현되는 위치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전자는 문두에서만 실현되는 반면에

후자는 문두 및 문중에서도 실현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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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X-는’의 정보구조

4.1. 도입

현대 한국어에서 보조사 ‘-는’이 대표적인 화제 표지라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

들여져 왔다. 선행 연구들 중 많은 경우가 이를 바탕으로 중세 한국어의 보조사 ‘-

는’의 의미 기능이 ‘현대 한국어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 대표적인 화제의 표지’인 것

으로 파악해왔다(허웅 1975, 1989, 박준혁 1983, 하귀녀 2005 등). 그러나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중세 한국어에서는 보조사 ‘-는’뿐만 아니라 주격 조사 ‘-이’도 화제를 나

타냈다. 편의를 위해 앞서 제시했던 예를 다시 가져오기로 한다.

(1) Q: 子貢이 묻와 오 賜 엇더잇고 (子貢이 問曰 賜也 何如니잇고)
A: 子ㅣ 샤 너 器ㅣ니라 (子ㅣ 曰 女 器也ㅣ니라) <論語1:40a>

A': 너는 그릇이다.

(2) Q:  됴신 원판님하 어듸 가시고 (好院判哥 到那裏)
A: 쇼이 례부에 가노이다 (小人到禮部裏) <飜朴7b>
A': 소인은(저는) 예부에 갑니다.

(1)에서는 “저는 어떻습니까?”라는 子貢의 질문에 공자가 “너는 그릇이다”라고 대답

하고 있다. (1Q)의 대답이 되는 (1A)는 ‘너에 대해 말하자면 (너는) 그릇이다’라고

풀어서 이해할 수 있다. 즉 (1A)에서 ‘너’는 관계적 구정보인 화제이며 ‘器ㅣ니라’는

의문사 ‘엇더잇고’가 요구하는 대답이자 관계적 신정보인 초점이다. 현대 한국어
를 가정해보면 (1Q)의 질문에 대해 (1A')과 같이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중세

한국어도 현대 한국어의 경우와 같이 화제 명사구인 ‘너’ 뒤에 보조사 ‘-는’이 결합

된다. 그러나 (2)를 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2)에서는 “마음 좋으신 원판형님, 어디

가십니까”라는 질문에 “소인이(내가) 예부에 갑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2Q)의 대

답이 되는 문장인 (2A)는 ‘소인에 대해 말하자면 예부에 갑니다’로 풀어 이해할 수

있다. 즉 (2A)에서 ‘쇼’은 관계적 구정보인 화제이며 ‘례부에 가노이다’는 의문사

‘어듸’가 요구하는 대답이자 관계적 신정보인 초점이다. (2Q)의 질문에 대해서는

(2A')처럼 대답하는 것이 현대 한국어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이때 중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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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의 경우에는 현대 한국어와는 달리 화제 명사구 뒤에 ‘-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A)와 (2A)를 비교해보면 중세 한국어에서 화제가 되는 명사구 뒤에, 경우에 따

라 보조사 ‘-는’을 취하기도 하고 주격 조사 ‘-이’를 취하기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

다. (1˞2A)와 (1˞2A')을 비교해보면 현대 한국어의 ‘-는’의 기능을 중세 한국어에서

는 조사 ‘-이’와 ‘-는’이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중세 한국어

에서 ‘화제’라는 하나의 기능에 어떤 경우에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나고 어떤 경우

에는 보조사 ‘-는’이 나타나는지 밝히는 것이 다음 과제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3장에

서 ‘X-이’-화제에 대해 이미 확인하였으므로, 여기서 ‘X-는’-화제에 대해 살펴보고

자 한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선행 연구를 조금 더 정밀하게 관찰하고자 한다.

‘-는’의 기능에 관한 단서가 있을 것이라 기대되기 때문이다. 우선 박준혁(1983)에서

는 ‘主題-解析’과 ‘主題-對照’ 라는 제목 아래에서 보조사 ‘-는’을 다루었다. 즉, 보조

사 ‘-는’을 현대 한국어와 별다른 차이 없이 ‘화제’ 및 ‘대조’의 두 기능을 가진 것으

로 보았다.

(3) 가. 民 百姓이오 <訓諺1a>

나. 耶輸는 겨지비라 法을 모 (耶輸陀羅女人愚癡 <釋迦:61c27>) <釋詳6:6b>
다. 出家 사 쇼히 디 아니니 (出家之法與俗有別 <釋迦:64b18>) <釋詳

6:22a>

라. 젼혀 이 東山 남기 됴 노니논 히라 (此園茂盛 當用遊戲逍遙散志 <釋

迦:64c09>) <釋詳6:23b>

마. 이런 增上慢 사 믈러가도 됴니라 (如是增上慢人 退亦佳矣) <釋詳

13:47a>

(4) 가. 왼녁 피 男子ㅣ 외오 올 녁 피 女子ㅣ 외어늘 (左卽成男 右卽成女

<釋迦:03b10-11>) <月釋1:8a>

나. 그 뫼해  仙人 南녁 堀애 잇고  仙人 北녁 堀애 잇거든 (其山有一仙人

住在南窟 復有一仙住在北窟 <報恩:138c29>) <釋詳11:25a>

다. 녀느 하랫 지븐 업고 네찻 하랫 지비 잇더라 (唯第四天宮殿湛然 <釋

迦:66a04>) <釋詳6:36b>

박준혁(1983)에서는 (3)의 ‘X-는’ 성분을 ‘화제’로, (4)의 ‘X-는’ 성분을 ‘대조’로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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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3가)는 협주문에서 어떤 개념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내용으로 ‘X는 a이다’의

구조를 가진다. (3나)는 ‘야수는 여자라 법을 모르므로’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문장의

술어는 개체층위 술어이므로 ‘야수’의 지속적 속성을 기술하는 문장이라 이해할 수

있다. (3다)는 ‘출가한 사람은 세속과 같지 않다’로 번역할 수 있는데, 어느 특정한

출가한 사람에 대해 서술하는 문장이라기보다는 관심 대상 안에 있는 ‘모든 출가한

사람’에 대해 일반적 속성을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출가한 사람’이라는 전

체 집단에 대한 일반적 서술로 볼 수 있다. (3라)는 현대 한국어로 ‘이 동산은 나무

가 좋아서 노니는 땅이다’라 해석된다. 술어는 계사이므로 ‘이 동산’의 본질적 속성

에 대한 서술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3마)의 경우에는 제대로 이해하

기 위해 그 선후 문맥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가. 그  부톄 舍利弗려 니샤 이제 이 모 사미 외야 가지와 닙괘

업고다 正 여르미 잇니 舍利弗아 이런 增上慢 사 믈러가도 됴니
라 네 이대 드르라 너 위야 닐오리라 (爾時佛告舍利弗 我今此衆 無復枝葉 純

有貞實 舍利弗 如是增上慢人 退亦佳矣 汝今善聽 當爲汝說 <法華:07a12-14>60))

<釋詳13:46b-47a>

나. 그때에 부처님이 <또> 사리불에게 말씀하시되, 이제서야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시는 나무가지나 잎이 없고, 다 바른 열매<만이> 있나니, 사리불아, 이런 증

상만한<교만한> 사람들은 물러가도 좋으니라. 너는 잘 들어라. 너를 위해 이르

리라. (김영배(1991), ⟪역주 석보상절 제13·19⟫, 세종대왕기념사업화)

(5가)를 통해 (3마)의 문맥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데, (5나)는 (5가)에 대한 현대

한국어 해석이다. 다시 말해 (5가)는 ‘이런 增上慢 사’과 ‘네’가 대조되는 구조

를 가진 문장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박준혁(1983)에서 화제로 파악했던 (3마)의 경우

는 대조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이제 (4)를 살펴보자. (4가˞나)는 서로 대조되는 두 항목이 모두 ‘-는’을 취하고 있
으므로 명백한 대조이다. 그러나 (4다)는 조금 특이하다. 대조의 관계가 있으나 ‘-는’

을 한 번만 사용한 예이기 때문이다. 박준혁(1983: 37)에서는 의미상 대조적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후행절의

60) 이 문장은 <法華經諺解>의 구결문 ‘爾時佛告舍利弗샤 我今此衆이 無復枝葉고 純有貞

實다 舍利弗아 如是增上慢人이 退亦佳矣라 汝今善聽라 當爲汝說호리라 <法華1:172b>’와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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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어 ‘잇다’의 존재·단정(存在·斷定)의 의미적 원인에 기인한 현상인 것으로 추측

하였다.

이상을 통해 ‘X-는’ 성분이 화제로 사용된 (3가˞라)의 공통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장은 보통 어떤 실체(entity)에 대해 어떤 상태나 행위가 실현되는

상황임을 기술한다. 이는 어떤 특정한 시공간에서 일어난 특정한 사건에 대한 기술

과, 특정한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일반적 속성을 기술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전자는 개별적 문장이며 후자는 총칭적 문장이다. (3가˞라)는 모두 후

자에 해당된다. 즉 이들은 모두 총칭문에 속한다.

다음으로 하귀녀(2005)를 살펴보자. 하귀녀(2005)에서는 ‘-는’의 분포 양상을 다루

면서 보조사 ‘-는’이 현대 한국어와 별다른 차이 없이 ‘주제’와 ‘대조’의 두 가지 의

미 기능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X-는’ 성분이 두 번 이상 나타난 예들은 대조로

해석하였고 나머지 경우는 주제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주제로 해석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구정보’라는 주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구문인 협주문에서 보조사 ‘-는’의 사용 빈도가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

이다. 둘째, 보조사 ‘-는’이 나타나는 문장은 조건문과 대응되는 등 조건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주제’를 나타내는 ‘-는’이 통합되어 ‘조건’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가. 鳥 새오 獸 네 발  이라 <三綱孝18>
나. 守墓 墓 디킐 씨라 <三綱孝18>
다. 希 드믈 씨오 有는 이실 씨니 希有는 드므리 잇다 혼 디라 <釋詳13:15a>
라. 摩訶波闍波提 大愛道ᅵ라 논 마리라 <釋詳13:3b>

(7) 가.   벼츨 어 피 내야 이베 처디면 즉자히 사니 남지 암로 코 겨

지븐 수로 라 (又簱刺雞冠 血出滴口中 即活男雌女雄) <急救 상 75a>
가'. 의 머리 벼셋 피 이베 처디요 남지니어든 암 겨지비어든 수으로 

라 (刺雞冠血 滴入口中 男䧳女雄) <救簡 1:59b-60a>
나. 녀르멘 더운  귀 잇고 겨렌 누니 잇니라 (夏有炎暉冬有雪 <南明:447a22>)

<南明下57a>

나'. 三時 爲니 겨리어든 므거닐 닙고 녀르미어든 가야닐 닙고 보미어

든 中間니 니브라 <月釋25:15a>

(6)은 협주문에서 사용된 예이고 (7)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표현을 다르게 언해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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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6)의 협주문은 정의를 내리는 문장이기에 일종의 일반적 서술로 볼 수 있다.

(7가, 나)는 보조사 ‘-는’을 취하였지만 (7가', 나')의 경우에는 이를 조건 어미로 표

현하였다. (7가, 나)의 ‘-는’은 (7가', 나')과 같은 조건 어미에 대응되어 조건적 해석

이 가능하지만, 화제의 표지라기보다는 대조의 표지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즉 ‘남진’과 ‘겨집’, ‘녀르메’와 ‘겨레’의 대조가 이루어진다.
이상의 논의로 보아 보조사 ‘-는’의 기능은 ‘화제’ 및 ‘대조’로 양분하여 보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도 4.2에서 ‘X-는’-화제, 4.3에서

‘X-는’-대조를 각각 나누어 다룰 것이다. 다만 화제 표지 ‘-는’이 총칭문에서 집중적

으로 실현됨을 살필 것이라는 점에서, 본고의 관찰은 기존 논의들의 그것과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이 외에 초점 분열문을 비롯한 몇몇 특수 구문에서의 화제 표지

‘-는’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4.3에서는 대조 화제 및 대조 초점으로 나누어서

‘X-는’-대조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4.2. ‘X-는’-화제

3장에서는 중세 한국어에서 ‘X-이’가 화제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다룬 바와 같이 ‘X-는’도 화제를 나타내기에 ‘X-이’-화제와 어떤 차

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절에서는 총칭문, 초점 분열문과 기타 특수

구문으로 나누어서 ‘X-는’-화제에 대해 살펴보고 ‘X-이’-화제와의 차이점을 밝히고

자 한다.

4.2.1. 총칭문에서의 화제 표지 ‘-는’

4.2.1.1. 총칭문의 개념

총칭성(genericity)은 일종의 일반성(generality)으로 파악할 수 있다. 채완(1984),

전영철(1997, 2003, 2010, 2013)에 따르면 자연 언어에 있어서 총칭성은 명사구와 문

장의 두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총칭명사구(generic NPs)61)는 종류(kind)를 지시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총칭문(generic sentences)62)은 문장 차원에서 실현되는 일반

61) 총칭명사구와 상대되는 개념은 낱개체-지시 명사구(object-referring NP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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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속성을 표상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총칭문을 어떤 총칭 명사구에 대해 어떤

일반적인 속성을 기술하는 문장이라고 정의하여 문장 차원의 총칭성과 명사구 차원

의 총칭성을 구별하지 않고 함께 논의하곤 했다. 이에 대해 전영철(2010, 2013)에서

는 특히 총칭명사구가 나타나지 않아도 총칭문이 표현될 수 있으며 총칭명사구가

쓰인다고 해서 반드시 총칭문이 표현되는 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총칭명사구의 총칭

성과 총칭문의 총칭성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함을 강조하였다.63) 또한 채완(1984:

747)에서도 이와 비슷한 견해가 나타나는데, 한국어의 총칭문은 서술어에 의해 결정

된다고 주장하였다. 총칭문의 총칭성은 총칭적 서술어와 총칭명사구로서 표현되는

데, 총칭문의 서술어는 언제나 총칭적이지만 총칭문의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구는

총칭적이어야 한다는 필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총칭문의 주어자리에는

총칭명사구뿐만 아니라 낱개체-지시 명사구도 쓰일 수 있다.

다음의 예들은 명사구와 문장의 총칭성이 다양하게 실현됨을 보여준다.

(8) 가.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가'. 君子 言에 訥고 行애 敏코져 니라 (君子 欲訥於言而敏於行이니라)
<論語1:38a>

나. 철수는 아침마다 운동을 한다.

나'. 나 난 後로 거즛말  적 업다 (我從生來 未曾妄語 <報恩:146a21>) <月釋

62) 총칭문과 상대되는 개념은 개별문(particular sentences)이다.

‘는’의 기능

서술어의 종류
화제 화제대조 초점대조

개체층위 술어 총칭문 총칭문 총칭문

장면층위 술어 총칭문, 개별문 총칭문, 개별문 총칭문, 개별문

‘가’의 기능

서술어의 종류
확인초점 정보초점

개체층위 술어 총칭문 문장 성립 불가

장면층위 술어 총칭문, 개별문 개별문

63) 전영철(2010: 1017-1020)에서는 총칭문과 정보구조의 관계를 논의하면서 개체층위 술어를 가

진 문장은 내재적 총칭성을 가지므로 언제나 총칭적으로 해석되지만 장면층위 술어를 가진

문장은 총칭문으로도 개별문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아래의 표를 제시하였다.

표(1)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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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b>

다. 철수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다'. 나 唐ᄉ 忠臣이라 (興唐之忠臣) <三綱忠15>
라. 한국인은 밤에 늦게 잔다.

라'. 君子 紺과 緅로  飾디 아니 시며 紅과 紫로  褻服도 디 아니 더시
다 (君子 不以紺緅로 飾시며 紅紫로 不以爲褻服이러시다) <論語2:54a>

마. 한국인은 2002 월드컵에 열광했다.

바. 철수는 2002 월드컵에 열광했다.

(8가, 가')은 총칭적 서술어인 개체층위 술어로 표현된 총칭문이다. 이런 총칭문을

어휘특성문(lexical characterizing sentences)이라고 하는데, 특정 속성에 대한 일반

화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에 대응하는 개별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개체층위

술어가 사용되어 개체의 본질적인 속성으로부터 일반화가 유래된다고 볼 수 있다

(전영철 2013: 121). (8가)는 현대 한국어의 문장으로 ‘사람’의 일반적 속성을 표현하

고 있으며 (8가')은 중세 한국어 문장인데 ‘君子’의 일반적 속성에 대해 표현하고 있

다. ‘동물이다, 스승이다’와 같은 ‘명사+계사’로 이루어진 술어나 ‘어눌하다, 민첩하다’

와 같은 형용사는 보통 개체층위 술어에 속한다. 그리고 개체층위 술어는 항구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내재적 총칭성(inherent genericity)을 가진다고 볼 수 있

다(Chierchia 1995).

(8나, 나')은 장면층위 술어가 사용되며 개별적인 사건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일

반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총칭문을 습관문(habitual sentences)이

라고 하는데 사건에 대한 일반화를 표현하는 것으로 대응되는 개별문이 존재한다

(전영철 2013: 121). ‘철수는 운동하고 있다’와 같은 문장이 이에 해당된다. (8나')도

마찬가지로 ‘나 거즛말 아니다’라는 사건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일반성을 획득

한다고 볼 수 있다. ‘태어난 후로(난 後로)’라는 부사어 성분은 장면층위 술어가 일

반성을 획득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운동하다, 거짓말하다’와 같은 시공간의 제

약을 받는 동작 동사들은 보통 장면층위 술어에 속한다. 장면층위 술어는 상황에 따

라 총칭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8다)는 개체층위 술어인 ‘이성적인 사람이다’가 사용되므로 (8가)와 같은 어휘특

성문이라 할 수 있다. (8가)와의 차이점은, 종류를 나타내는 총칭명사구 대신 낱개체

-지시 명사구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문장의 총칭성은 술어에 의해 결정되므로 낱개

체-지시 명사구가 사용되더라도 문장의 총칭성 실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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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세 한국어 예인데, 현대 한국어로 해석하면 ‘나는 당나라의 충신이다’로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역시 어휘특성문이다.

(8라)는 장면층위 술어가 사용되었는데, 개별적인 사건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습

관문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8나)와의 차이점은 종류를 나타내는 총칭명사구가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총칭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장면층위 술어가 사용되면 주어

명사구가 낱개체-지시 명사구든 총칭명사구든 상관없이 전체 문장이 총칭적으로 해

석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8라')은 중세 한국어의 예이다. 이를 현대 한국어로 해

석하면 ‘군자는 보라색과 붉은색으로써 꾸미지 않으셨으며, 분홍과 자주색으로 속옷

을 만들지 않으셨다’에 해당되는데, (8라)와 같은 습관문이다.

(8마)는 전영철(2013: 105)에서 가지고 온 예인데, 주어는 종류를 나타내는 총칭명

사구이지만 전체 문장이 총칭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문장의 총칭성은 술어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장면층위 술어인 ‘열광하다’의 과거시제형이 사용되어 과거의 한

상황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8마)는 개별문이다.64) 따라서 명사구의 총칭성을 문장의

총칭성에까지 확장시킬 수 없으므로 양자는 독립적이다. (8바)의 경우는 낱개체-지

시 명사구와 일시적 속성을 지닌 장면층위 술어를 사용한 개별문이다.

(8가, 가', 라, 라')의 주어명사구는 종류를 나타내는 총칭명사구이지만 (8나, 나',

다, 다')은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는 낱개체-지시 명사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

가, 가', 나, 나', 다, 다', 라, 라')은 모두 총칭문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8마, 바)는

총칭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장면층위 술어가 사용되는 개별문들인데, (8마)에서는

총칭적 주어가 실현되는 반면에 (8바)에서는 낱개체-지시 주어가 나타난다. 명사구

의 총칭성과 문장의 총칭성의 실현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가.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총칭명사구, 총칭문)

나. 철수는 아침마다 운동을 한다. (낱개체-지시 명사구, 총칭문)

다. 철수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낱개체-지시 명사구, 총칭문)

라. 한국인은 밤에 늦게 잔다. (총칭명사구, 총칭문)

마. 한국인은 2002 월드컵에 열광했다. (총칭명사구, 개별문)

바. 철수는 2002 월드컵에 열광했다. (낱개체-지시 명사구, 개별문)

따라서 본고에서도 명사구와 문장의 총칭성이 서로 독립적으로 실현된다고 보고

64) 총칭문과 시제의 관계에 대해 전영철(2013: 152-1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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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총칭문의 개념을 이와 같이 파악하면 중세 한국어의 ‘X-는’-화제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그 이유는, (8가, 나, 다, 라)의 총칭문에 대당되는 (8가

', 나', 다', 라')과 같은 중세 한국어 문장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반면, (8마, 바)의 개

별문에 해당되는 중세 한국어 문장은 드물기 때문이다. 즉, 중세 한국어의 ‘X-는’ 성

분은 총칭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만 총칭명사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찾아보

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이러한 총칭문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서 ‘X-는’-화제를 살

펴볼 것이다.

앞서 술어의 종류에 따라 총칭문을 어휘특성문과 습관문으로 나누었는데, (9가˞라)
의 총칭문을 술어 종류에 따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9') 가. 사람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총칭명사구, 개체층위 술어, 어휘특성문)

나. 철수는 아침마다 운동을 한다. (낱개체-지시 명사구, 장면층위 술어, 습관문)

다. 철수는 이성적인 사람이다. (낱개체-지시 명사구, 개체층위 술어 어휘특성문)

라. 한국인은 밤에 늦게 잔다. (총칭명사구, 장면층위 술어, 습관문)

이하에서는 어휘특성문과 습관문을 나누어 ‘X-는’-화제를 관찰해 나갈 것이다.

4.2.1.2. 어휘특성문

앞서 본고에서는 총칭문을 개체층위 술어로 나타난 어휘특성문과 장면층위 술어

로 나타난 습관문으로 나누었다. 습관문과 어휘특성문의 총칭성 사이에 나타나는 차

이는 장면층위 술어와 개체층위 술어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장면층위 술어는 일시적

인 속성을 나타내므로 일시적인 사건의 반복에 의한 습관에서 총칭성이 유래하는

반면, 개체층위 술어는 지속적인 속성을 나타내므로 일시적인 사건과는 무관하게 총

칭성이 실현된다고 볼 수 있다(전영철 2013: 121). 어휘특성문은 개체층위 술어가 사

용되어 개체의 본질적인 속성으로부터 일반화가 유래된다. 여기에는 협주문, 법칙-

교훈 구문, 속성적 계사구문과 형용사 구문이 포함된다.

4.2.1.2.1. 협주문

먼저 중세 한국어 ‘-는’이 나타난 문장을 분석하면 그 술어가 대부분 개체층위 술

어에 속하는 ‘명사+계사’로 이루어진 계사 술어 문장이다.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구



- 104 -

문은 중세 한국어 ‘-는’이 쓰인 문장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X=a’의 등가 표현에

해당하는 협주문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이숭녕

1966).

(10) 가. A형: [……는 ……이라]

나. B형: [……는 ……씨라]
다. C형: [……는 ……라 논 디라]
라. D형: [……는 ……라 논 마리라]
마. E형: [……는 ……거시라]

(10가)는 서술어가 ‘명사+이다’로 구성되어 계사문이며 (10나)의 ‘-씨라’는 주지의 사

실과 같이 ‘것이다’에 해당되는 말이다. (10다)의 ‘-디라’는 ‘-뜻이다’에 해당되며

(10라)의 ‘-마리라’는 ‘-말이다’에 해당된다. (10마)는 ‘-거시라’계인데 현대 한국어에

서도 가장 흔한 유형이다.

(10)에 해당하는 예는 각각 다음과 같다.

(11) 가. 鳥 새오 獸 네 발  이라 <三綱孝18>
나. 守墓 墓 디킐 씨라 <三綱孝18>
다. 希 드믈 씨오 有는 이실 씨니 希有는 드므리 잇다 혼 디라 <釋詳13:15a>
라. 摩訶波闍波提 大愛道ᅵ라 논 마리라 <釋詳13:3b>
마. 尼師檀  거시라 <釋詳6:30a>

(11)은 모두 정의를 내리는 데에 사용된 문장으로 등가표현인 X=a의 공식으로 나타

낼 수 있다. 이런 유형의 문장들에서 ‘-는’ 앞에 오는 명사는 메타언어적 성격을 띠

고 있다. 협주문은 기본적으로 ‘구정보’라는 화제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구문인데 이

런 협주문에서 보조사 ‘-는’의 사용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하귀녀 2005: 179). (11

가)는 ‘鳥는 새이고 獸는 네 발 타고난 짐승이다’ 정도의 의미에 해당하는데 ‘鳥’와

‘새’ 그리고 ‘獸’와 ‘네 발  ’이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이다. (11나)에서

‘守墓’와 ‘墓 디킈다’는 품사의 차이로 인해 (11가)처럼 표현될 수 없다. 그렇기에

‘디킈다’를 ‘디킐 씨라’로 바꾸어 X=a의 등가 관계로 표현한 것이다. (11다), (11라)와
(11마)는 각각 ‘希는 드문 것이고, 有는 있는 것이니, 希有는 드물게 있다는 뜻이다’,

‘摩訶波闍波提는 大愛道라고 하는 말이다’, ‘尼師檀은 앉는 것이다’ 정도의 의미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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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는’ 앞의 명사가 메타언어적 성격을 띠고 있어 X=a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

다. 이는 전형적인 화제 구문이다.

다음은 메타언어적 성격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는 예이다. <南明集諺解>에서는 설

명이나 해석의 메타언어적 성격을 띤 ‘X-는’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12) 가. 曹溪ㅅ 길 아로 브터 바릿 주머니와 바 筒 날마다 펴노라 다가 그  
던 사 보아 爲야 傳호 盧老ㅣ 그딋 오 기드리더라 라 (自從認
得曹溪路야 缽袋針筒 日日開노라 若見當年ㅅ 奔逐者ㅣ어든 爲傳盧老ㅣ

待君來라 라) <南明上50b>
나. 바릿 주머니와 바 筒과  지븻 그르시라 날마다 펴 달호 다가 내

게 와 傳리 이시면 곧 傳야 주려  디라  사 道明 치
니 夢山道明禪師ㅣ 盧行者 차 大庾嶺에 니르니 行者ㅣ 곧 道明의 오  
보시고 衣鉢을 돌 우희 더디고 니샤 이 오 信 表니 어루 힘로 
토려 그듸 가져 가 므던히 너기노라 道明이 곧 드니 뫼 야 뮈우디 몯
니라 <南明上50b>

(12가)는 한문 원문을 언해한 문장인데 해석하면 ‘조계의 길 앎으로부터 바리의 주

머니와 바늘 통을 날마다 펴노라. 만약 그 해의 쫓던 사람을 보거든 위하여 전하되

“노로께서 그대의 옴을 기다리더라” 하라’ 정도로 옮길 수 있다. (12가) 뒤에는 주석

에 해당되는 (12나)가 이어진다. 각각 ‘바리의 주머니와 바늘 통’, ‘날마다 펴 다림’과

‘쫓는 사람’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바릿 주머니와 바 筒과’, ‘날마다 펴 달호’
과 ‘ 사’은 화제이다.
하귀녀(2005)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정의 내리기의 성격을 띤 협주문은 중세 한국

어의 ‘-는’의 쓰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세 한국어에서부터 현대 한

국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범언어적으로 정의 내리는 문장은 전형적인 화제-초점

구조를 가진다.

4.2.1.2.2. 법칙-교훈 구문

총칭문은 특정한 일회적인 사건의 묘사가 아니라 일반적 속성, 규범, 원칙 따위를

표현하는 문장이다. 따라서 전형적인 총칭문으로서 법칙, 법규, 격언, 교훈 등을 표

현하는 문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본고에서는 이런 총칭문을 법칙-교훈 구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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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명하기로 한다.

(13) 가. 高行이 닐오 겨지븨 法  번 가면 가디 아니야 貞信 節个ᅵ 오
오니 주그닐 닛고 산  가면 信이 아니오 貴닐 보아 賤닐 니면 貞
이 아니오 義 리고 利 從면 사미 아니다 (高行曰 妾聞婦人之義

一往而不改 以全貞信之節 忘死而趨生 是不信也 貴而忘賤 是不貞也 棄義而從利

無以爲人) <三綱烈6>

나. 닐오 人生 픐니펫 듣글 니 엇뎨 이리록 受苦다 (人生世間 如輕

塵棲弱草耳) <三綱烈11>

다. 죽사릿 法은 모댓다가 모 여희니다 (生死之法會必有離 <釋迦:55a03>)

<月釋21:202a>

라. 太子ᄉ 法은 거즛마 아니시 거시니 구쳐 시리다 (爲太子法不應妄

語 妄語欺詐 云何紹繼撫恤人民 <釋迦:64c14>) <釋詳6:24b>

마. 舊例예 살 님재 글월 벗긼 갑슬 말오  님재 즈갑슬 마니 (舊

例買主管稅 賣主管牙錢) <飜老下17b-18a>

바. 出家 사 쇼히 디 아니니 (出家之法與俗有別 <釋迦:64b18>) <釋詳

6:22a>

(13)의 예들은 규범이나 원칙, 격언, 교훈 등을 표현하는 문장인데 주어 명사구 뒤에

‘-는’을 취하였다. ‘X=a’의 등가 표현이 아니면서도 ‘-는’이 나타난 문장 중에 이러한

법칙-교훈 구문은 적지 않다. (13가)는 <삼강행실도>의 ‘열녀도’에서 가지고 온 것

인데 ‘여자의 법도’에 대한 일반적 서술이자 규범이다. (13가)는 ‘여자의 법도는 한

번 시집가면 변하지 않아 올곧고 믿음직스러운 절개를 온전하게 하는 법이니’ 정도

의 의미이다. (13나)도 ‘人生’에 대한 일반적 속성을 나타낸다. ‘인생은 풀잎에 있는

티끌과 같은데’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총칭적 서술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주어

명사구 뒤에 ‘-는’이 선택되었다. (13다)와 (13라)는 <月印釋譜>와 <釋譜詳節>에서

가지고 온 예인데 하나는 불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죽사릿 法’에 대한 일반적 서술

이고 다른 하나는 ‘太子ᄉ 法’에 대한 일반적 서술이다. (13마)는 <飜譯老乞大>에서

가지고 온 예인데 ‘옛날 예에는 사는 사람이 세금을 담당하고 파는 사람이 중개료를

부담하는 것이니’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舊例’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일종의 법

규, 법칙에 속한다. 마지막 (13바)는 ‘출가하는 사람은 세속과 같지 아니하니’로 이해

할 수 있는데 ‘모든 출가하는 사람’에 대한 일반적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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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은 일종의 법칙, 교훈을 나타내는 구문이므로 보통 총칭명사구에 대한 일반적

인 속성을 기술하는 전형적인 총칭문이다. 가령 (13가, 라, 바)는 특정한 어떤 ‘여자’,

어떤 ‘太子’, 어떤 ‘출가하는 사람’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여자’, 모든

‘太子’, 모든 ‘출가하는 사람’에 대한 일반적 서술을 한 것이다.

법칙, 교훈을 나타내는 문장은 <飜譯小學>이나 <小學諺解>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이 문헌들은 사람들에게 도리, 규범을 가르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 예를 몇 개 더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4) 가. 諸葛武侯ㅣ 아 계욘 그레 로 君子 뎍 안호로 모 닷고
검박호로 德을 길올디니 고 조티 아니면 들 굘 주리 업고 안티 아

니면 먼  닐위욜 주리 업니라 (諸葛武侯ㅣ 戒子書 曰 君子之行은 靜以脩

身이오 儉以養德이니 非澹泊이면 無以明志오 非寧靜이면 無以致遠이니라) <飜

小6:16a>

나. 司馬溫公이 니샤 믈읫 집얼우 반시 례법을 삼가 가져셔 모 뎨며
집사 졔어홀디니 소을 호며 이 맛뎌 을 일우게 며 쳔  
이 존졀야 드 거 혜아려 내여 며 지븨 이신 것 업슨 거세 맛게 
야 우와 아랫 사 옷과 밥과 길와 애  거 죡게 호 다 전즈려

고게 고 쇽졀업슨 허비 이 짐쟉야 덜며 샤치고 빈난 이 금지
야 모로매 져기 나 거슬 두어 너기디 아니턴 일 나거든  예비홀디니라
(司馬溫公이 曰 凡爲家長 必謹守禮法야 以御羣子弟及家衆이니 分之以職
며 授之事而責其成功며 制財用之節야 量入以爲出며 稱家之有無야 以

給上下之衣食과 及吉凶之費호 皆有品節而莫不均一며 裁省冗費며 禁止奢

華야 常須稍存贏餘야 以備不虞ㅣ니라) <飜小7:50a-50b>
다. 曲禮예 오 믈읫 사 식 되연 禮 겨을히어든 시게 고 녀름

이어든 서늘시게 며 어을미어든 定고 새박이어든 피며 나갈 제 반
시 엳오며 도라옴애 반시 뵈오며 니 바 반시 덛덛  두며
니기 바 반시 소업을 두며 롓 말애 늘고라 일디 아니홀디니라 (曲禮
예 曰凡爲人子之禮 冬溫而夏淸며 昏定而晨省며 出必告며 反必面며
所游 必又常며 所習을 必有業며 恒言에 不稱老ㅣ니라) <小學2:8b>

라. 孔子ㅣ 샤 婦人은 사게 굴복 거시라 이런 故로 오로 졔단 義
업고 세 가짓 존 道ㅣ 인니 집의 이셔 아비 좃고 사게 가 남진
 좃고 남진이 죽어 아 조차 敢히 스스로 일울 배 업서 긔걸이  門
에 나디 아니며 일이 음식 이받 이예 이실 이니라 (孔子ㅣ 曰 婦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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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伏於人也ㅣ라 是故로 無專制之義고 有三從之道니 在家從父고 適人從

夫고 夫死從子야 無所敢自遂也야 敎令이 不出閨門며 事在饋食之間而

已矣니라) <小學2:53a-53b>

(14가)는 諸葛武侯가 아들에게 경계하는 글에 나온 말인데 ‘군자의 행적은 안정된

가운데 인격을 닦고 검소함으로써 덕을 길러야 한다고 하였으니……’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군자의 행동에 대한 규범을 표현하는 총칭문이다. (14나)는 어른의 규범

에 대한 司馬溫公의 가르침이다.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무릇 집어른은 반드시 예법

을 삼가 갖추어 모든 아들이며 집안 사람들을 다스려야 한다. 책임을 나누어 맡겨

공을 이루게 하며 재물을 쓸 일을 절약하여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내어 쓰며 집에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맞추어 위아래 사람의 옷과 밥과 길흉사에 쓸 것을 족하게 하

되 다 절제하여 고르게 하고 까닭 없이 낭비함을 줄이며 사치하는 일을 금지한다.

반드시 조금이라도 남은 것을 두어 생각지 않던 일이 생길 때를 미리 준비할 것이

다’ 전체 문장을 총칭문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화제 명사구 뒤에 ‘-는’을 취하고 있

다. 마찬가지로 (14다)는 ‘曲禮’에서 나온 ‘믈읫 사 식 되연 禮’에 관한 규범

을 표현하는 문장이며 (14라)는 ‘婦人’에 관한 공자의 교훈을 표현하는 문장이다.65)

이상의 논의에서와 같이 법칙, 규범, 격언, 교훈을 표현하는 구문은 총칭명사구에

대한 일반적인 속성을 기술하는 전형적인 총칭문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이런 종류의

구문은 총칭명사구 뒤에 보통 보조사 ‘-는’을 취한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에서는 보

조사 ‘-는’뿐만 아니라 앞서 3장에서 논의된 것과 같이 주격 조사 ‘-이’를 취하기도

한다. 편의를 위해 앞서 제시했던 예를 다시 가져오기로 한다.

65) 규범, 법칙과 관련된 총칭문에는 중세 한국어 특유의 ‘-는’의 쓰임을 발견할 수 있다. 예는 다

음과 같다.

ㄱ). 나 드로니 仁 사 盛며 衰호로 節个ㅣ 고티디 아니며 義 사 이시
며 업소로  고티디 아니니 (聞仁者不以盛衰改節 義者不以存亡易心) <三綱烈

11>

ㄴ). 나 드로니 君子ㅣ 굼그로 아니다 호라 (吾 聞之호니 君子ㅣ 不竇호라) <小學

4:42b>

ㄱ)과 ㄴ)는 규범, 교훈 등을 인용한 문장들이다.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면 ‘내가 듣기로는’이

더 자연스러운데, 중세 한국어에서는 ‘나 드로니’로 나타나 있다. 여기서 ‘-는’은 ‘나’를 화제
로 앞세우기 위해 쓰이기보다 ‘내가 들은 규범, 교훈’이 무엇인지 표현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보인다. 즉 뒤에 인용된 문장들을 총칭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는’을 취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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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가. 子ㅣ 샤 人이 遠廬ㅣ 업면 반시 近憂ㅣ 인니라 (子ㅣ 曰 人無遠慮
ㅣ면 必有近憂ㅣ니라) <論語4:6b>

나. 士ㅣ 모 닷며 뎌글 조히 야 苟且히 어두 아니며 情을 다며 實

을 다 야 거즛 일 아니야 義 아닌 이 매 혜디 아니며 理 아닌 利

 지븨 드리디 아니홀디니 (士 ㅣ 脩身潔行야 不爲苟得며 竭情盡實야
不爲詐偽야 非議之事 不記於心며 非理之利 不入於家ㅣ니) <內訓
3:27a>

다시 말하면 현대 한국어와는 달리 중세 한국어에서는 총칭문의 주어 명사구가 화

제일 경우 보조사 ‘-는’과 격조사 ‘-이’가 그 기능을 공동으로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4.2.1.2.3. 속성적 계사구문

‘NP1-는 NP2이다’ 구성의 계사 구문은 의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하나는 동일지시적(identificational) 계사 구문이고, 다른 하나는 속성적

(attributive) 계사 구문(Declerck 1988, 전영철 2013: 43)이다. 여기서는 NP1의 지시

물이 NP2에 의해 표상되는 속성을 나타내는 속성적 계사구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다.

(16) 가. 이 東山 남기 됴 노니논 히라 (此園茂盛 當用遊戲逍遙散志 <釋

迦:64c09>) <釋詳6:24a>

나. 마 榮華와 辱괏 지두릿 조가기며 親과 疎왓 큰 니 (言語者 榮辱之樞

機며 親踈之大節也ㅣ니) <內訓1:1b>

다. 將軍은 眞實ᄉ 將士니 날와 야 가지로 富貴호 엇더뇨 張興이 닐오 
나 唐ᄉ 忠臣이라 降홀 理 업스니라 (將軍眞壯士 能與我共富貴乎 興曰 興

唐之忠臣 固無降理) <三綱忠15>

라. 나 어리고 미혹 사미라 뎌긧 법을 아디 몯노니 네 네 나라 니거든
 나 보피쇼셔 (我是愚魯之人不理會那裏的法度 你到本國 好生照覷我)

<飜朴上9a>

마. 뎌 노믄 블 거시라 앏픠 보와든 아론  고 뒤 도라 니거든 리
니간 듸마다  헐리고 제 몸 쟈며 말논 이비 아도의고 말 잘고
仁義 업슨 사미니 뎨 사모매 맛티 아니다 (那廝不成 面前背後 到處

裏破別人誇自己 說口諂佞 不得仁義的人 結做弟兄時不中) <飜朴上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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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叔孫武叔이 仲尼를 毁야 子貢이 오  디 말라 仲尼는 可히 毁티

몯 꺼시니 他人의 賢 者 丘와 陵이라 오히려 可히 踰려니와 仲尼
日과 月이라 시러곰 踰티 몯이니 사이 비록 스스로 絕코쟈 나 그 엇디

日과 月에 傷리오 마 그 量을 아디 몯홈을 보리로다 (叔孫武叔이 毀仲尼

어 子貢이 曰無以爲也라 仲尼 不可毀也ㅣ니 他人之賢者 丘陵也ㅣ라

猶可踰也ㅣ니 仲尼 日月也ㅣ라 無得而踰焉이니 人雖欲自絕이나 其何傷於日

月乎ㅣ리오 多見其不知量也ㅣ로다) <論語4:65a-65b>

(16)의 경우, 계사술어가 주어 명사구의 속성을 나타내어 전체 문장을 총칭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총칭문의 화제 명사구는 보조사 ‘-는’과 통합한다.

(16가)의 ‘東山’은 지시관형사 ‘이’의 수식을 받고 있는데, 이로 보아 앞에서 언급

된 적 있는 ‘동산’임을 알 수 있다. 이 ‘東山’은 여기에서 화제로 쓰인다. 그리고 술

어 부분인 ‘……노니는 땅이다’는 주어 명사구의 속성을 나타내므로, 전체 문장이 총

칭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16나)는 ‘말은 榮華와 辱 사이를 좌우하는 문의 지도리

조각 같은 것이며 親과 踈의 관계를 좌우하는 큰 마디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문장의 선행 문맥에는 ‘마음에 간직한 것이 情이며 입에 낸 것이 말이니’66)라는 문

장이 있다. 즉 (16나)의 ‘말’은 선행 문맥에서 주어진 구정보로 여기서는 화제로 쓰

인다. (16가)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술어가 주어 명사구의 속성을 나타내는 계사구문

이므로 총칭문으로 해석된다.

(16다˞마)도 마찬가지로 술어가 계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들을 살펴보면 계
사는 하위절의 술어일 뿐, 전체 문장의 술어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화제 명사구 뒤에 보조사 ‘-는’을 취하고 있다. (16다)는 ‘장군은 참된

군인이니…… 나는 당나라의 충신이라(서)……’, (16라)는 ‘나는 어리고 미욱한 사람

이라(서)……’ (16마)는 ‘저 놈은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라(서)……’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해당 절의 술어만이 계사이지만 ‘-는’을 취한 명사구는 전체 문장의 화제로 이

해할 수 있다. 후행절에서도 계속 같은 지시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16바)를 해석하면 ‘숙손무숙이 공자를 비방하였으므로, 자공이 말하기를, 그러지

말라, 선생님은 비방하면 안 되는 사람이니 타인의 현명하다는 사람은 언덕과 같아

넘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공자는 해나 달 같아서 능히 넘지 못할 분이니 사람이 비록

스스로 (공자의 가르침을) 거절한다 해도 어찌 해나 달과 같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66) 매 초아슈미 情이오 이베 내요미 마리니 (藏心이 爲情이오 出口ㅣ 爲語ㅣ니) <內訓

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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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이 있겠는가? 마침내 (그 비방한 사람이) 도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중세 한국어에서는 ‘仲尼는 可히 毁티 몯 꺼시니’
뿐만 아니라 비유표현인 ‘˞와 같아서’에 해당되는 부분도 ‘他人의 賢 者 丘와 陵
이라’, ‘仲尼 日과 月이라’처럼 계사구문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보조사 ‘-는’과
계사 ‘-이다’의 결합이 한문의 ‘……者, ……也’ 구조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

문의 ‘……者, ……也’구조는 계사구문과 대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X-는’을 포함한

문장도 계사구문으로 언해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는’의 사용 빈도를 살펴

보면 (16)과 같이 협주문이 아닌 속성적 계사문에서 사용되는 빈도도 상당히 높다.

한편 (16가, 다, 라, 마, 바)에서 화제 성분인 ‘이 東山’, ‘將軍’, ‘나’, ‘뎌 놈’, ‘仲尼’

는 총칭명사구가 아닌 낱개체-지시 명사구이다. 그러나 이들 문장은 총칭적 술어가

사용됨으로써 총칭성을 나타낸다. 따라서 중세 한국어에서 보조사 ‘-는’은 총칭명사

구보다는 총칭문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속성적 계사 구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런 계사구문에서도 화제 명사구

뒤에는 ‘-는’이 결합된다. 이러한 구문은 중세 한국어의 총칭적 ‘X-는’-화제문의 일

종이다.

4.2.1.2.4. 형용사 구문

지금까지 주로 ‘명사+계사’가 술어 역할을 담당하여 총칭적으로 해석되는 구문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계사 ‘-이다’뿐 아니라 ‘예쁘다, 온화하다’와 같은 형용사들도 지

시체의 항구적인 속성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형용사 술어를 가진 문장도 쉽게

총칭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17) 가. 子ㅣ 샤 君子 言에 訥고 行애 敏코져 니라 (子ㅣ 曰 君子 欲

訥於言而敏於行이니라) <論語1:38a>

가'.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말에 어눌하고 행동에 민첩하다.

나. 子ㅣ 샤 내 剛 者를 보디 몯게라 或이 對야 오 申棖이이다
子ㅣ 샤 棖은 慾거니 엇디 시러곰 剛리오 (子ㅣ 曰吾未見剛者케라

或이 對曰申棖이이다 子ㅣ 曰 棖也 慾이어니 焉得剛이리오) <論語1:44b>

나'.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강한 사람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답

해 말하기를, 신정이 있습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정은 욕심이 많은데 어

찌 능히 강직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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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子ㅣ 샤 關雎 樂호 淫티 아니고 哀호 傷티 아니니라 (子ㅣ 曰
關雎 樂而不淫고 哀而不傷이니라) <論語1:26a-26b>

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關雎는 즐거워도 넘치지 않으며 슬퍼도 상하지 않는다.

라. 우리 고렷 사 즌 국슈 머기 닉디 몯얘라 (我高麗人不慣喫濕面) <飜老上

60b>

라'. 우리 고려 사람은 물 국수 먹기에 익숙하지 않다.

(17가˞다)는 <論語諺解>에서 가지고 온 예이고 (17가'˞다')은 각각에 대한 현대 한

국어 해석이다. (17라)는 <飜譯老乞大>의 예이고 (17라')은 이에 대한 현대 한국어

해석이다. 중세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에서는 공통적으로, 총칭적인 해석이 가능한

형용사 술어 문장에서 화제 명사구 뒤에 보조사 ‘-는’을 취한다.

(17가)의 ‘訥-’와 ‘敏-’는 각각 ‘어눌하다’와 ‘민첩하다’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이
며 모두 주어 ‘君子’의 고유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문장을 총칭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주어 명사구 ‘君子’가 보조사 ‘-는’을 취하여 나타났다. (17나)의 ‘慾-(욕
심이 많다)’도 지시체의 항구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즉, (17나)는 주어인

‘棖’의 속성을 묘사하는 문장이므로 총칭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말에 어눌하고 행

동에 민첩한’ 것과 ‘욕심 많은’ 것은 모두 쉽게 변하지 않는 속성을 표현한 것이다.

예컨대 말에 어눌하고 행동에 민첩한 사람은 갑자기 말이 민첩해지거나 행동이 어

눌해질 수 없으며, 욕심 많은 사람이 갑자기 무욕(無慾)의 성향으로 변하는 것은 쉽

지 않은 일이다. 이와 같이 변하기 어려운 속성을 표현하는 술어를 개체층위 술어라

고 하는데, 위의 술어들은 모두 이에 속한 경우들이다. 마찬가지로 (17다)의 술어인

‘樂호 淫티 아니고 哀호 傷티 아니니라’ 부분도 ‘關雎’의 속성을 나타내주는

개체층위 술어이다. 현대 한국어와 중세 한국어의 경우가 모두 지시체의 고유 속성

을 나타내주는 형용사 구문으로 표현되었기에 총칭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문장의

화제 명사구 뒤에 보조사 ‘-는’을 취하고 있다. (17라)의 술어 ‘……에 익숙하지 않

다’는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로, ‘우리 고려 사람’의 음식 속성을 나타내준다. 따라

서 (17라)도 ‘-는’으로 화제를 나타내는 총칭문으로 해석된다.

이상으로 지시체의 항구적인 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형용사가 술어로 사용될 때

전체 문장을 총칭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중세 한국어는 개체층

위 술어에 속한 형용사를 가진 문장에서는 화제 명사구가 보조사 ‘-는’을 취하여 나

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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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3. 습관문

이상에서 개체층위 술어가 실현되는 어휘특성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여기에는

보조사 ‘-는’이 주어에 부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개별문에서 주로 사

용되는 장면층위 술어도 문맥에 따라 총칭적으로 해석되어 총칭문에 사용되기도 한

다. 장면층위 술어를 총칭적으로 해석할 경우, 습관문이 이루어진다. 습관문은 장면

층위 술어가 사용되어 개별적인 사건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일반성을 획득함을 나

타낸다. 이하에서는 장면층위 술어로 나타난 습관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8) 가. 나 布施 즐겨 사 들 거스디 아니노니 (我好布施 不逆人意 <大

一:445a18>) <月釋1:12b-13a>

나. 夫人이 니샤 나 난 後로  더브러 토 아니노다 (夫人言 貪恚所
生 皆由嫉妒 諫惡以忍 諫怒以順 我從生已來未曾與物共諍 <報恩:140a22>) <釋

詳11:34b>

다. 善友ㅣ 닐오 나 난 後로 거즛말  적 업다 (善友言 我從生來 未曾妄語

<報恩:146a21>) <月釋22:58b>

라. 孔子ㅣ 샤 求아 君子 欲노라 닐으디 아니코 반시 辭욤을 疾
니라 (孔子ㅣ 曰求아 君子 疾夫舍曰欲之오 而必爲之辭ㅣ니라) <論語

4:18b>

(18가)는 ‘나는 보시를 즐겨 사람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하노니’로 해석할 수 있다.

(18나)는 ‘녹모부인’이 ‘대왕’에게 한 말인데 ‘나는 태어난 뒤로 남과 더불어 다투지

를 아니하였습니다’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18다)는 ‘나는 태어난 뒤로 거짓말

한 적 없다’ 정도의 의미이다. (18가˞다)에서 나온 동사 ‘거스-, 토-, 거즛말 -’는
모두 일회적 사건을 나타내는 장면층위 술어들이다. 그러나 본문에서 부정형 ‘거스

디 아니-, 토 아니-, 거즛말  적 업-’과 같이 부정형으로 나타나 일시적

사건이 아닌, 주어 명사구의 속성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18가˞다)에서 ‘布
施 즐겨, 난 後로, 난 後로’라는 성분이 동사 앞에 나타나 전체 문장이 일회적 사

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들의 반복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18가˞다)는 장면층위 술어가
사용된 습관문이다. 각 화제 명사구 뒤에 ‘-는’을 취한 모습을 (18가˞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18라)를 살펴보자. 이 문장은 공자가 구에게 한 말씀인데 ‘군자는 안 그런 척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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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욕심을 내고, 또 반드시 하려고 하면서 말을 꾸미는 것을 미워한다’ 정도로 옮길

수 있다. 여기서 ‘미워하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 ‘疾-’는 장면층위 술어이다. 그러

나 (18라)는 ‘군자는 안 그런 척하면서 욕심을 내고 또 반드시 하려고 하면서 말을

꾸미는 것을 ‘언제나 항상’ 미워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습관문이다. 이

에 따라 화제 명사구 뒤에 보조사 ‘-는’을 취하고 있다.

한편 (18가, 나, 다)에서는 화자를 지시하는 ‘나’가, (18라)에서는 ‘君子’가 총칭문의

주어에 나타났다. 전자는 낱개체-지시 명사구인 반면 후자는 총칭명사구이다. 그러

므로 중세 한국어의 ‘-는’은 총칭명사구인가의 여부와 상관없이 총칭문에서 실현된

다고 할 수 있다.

이숭녕(1966)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는’을 등가 표현 화제와 대조 두 가지로 나누

고, 등가 표현 화제가 아닌 경우를 모두 대조로 분류하였다. 예컨대 이숭녕(1966)에

서는 위의 예 (18가)의 ‘-는’을 대조로 해석하였는데, 본고의 견해에 따른다면 (18가)

가 총칭문으로 해석되므로 ‘-는’은 화제를 나타내는 표지로 보아야 한다. (18가)는

善慧와 俱夷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인데 俱夷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꽃

을 줄 수 없다고 하자 善慧는 자신이 ‘남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보시를 즐기는 사

람’인데 이 점을 받아들이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였다. 따라서 (18가)는 화자인 ‘나’

의 속성에 대해 묘사하는 부분이기에 총칭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숭녕(1966)에

서는 ‘나’이 대립적인 환경에서 주격 구실을 한다고 하면서 [나 布施를 즐겨]는

[너는 求戀을 하지만]·[너는 ……을 나]·[사람들은 놀기를 좋아하지만]과 같은 [나

對 너] 등의 대립 조건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문맥에서 전

혀 찾을 수 없는 ‘대조항과의 대조’라는 설명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 본고의 입

장과 같이 ‘X-는’이 총칭적인 문장의 화제를 나타낸 것이라고 본다면 (18가)와 같은

예를 한층 더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이상으로 장면층위 술어가 사용된 개별적인 사건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일반성

을 획득하는 총칭문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런 유형의 총칭문에서도 화제가 되는

주어 명사구가 보조사 ‘-는’과 결합함을 확인하였다.

4.2.1.4. 총칭문의 화제 표지 ‘-는’에 대한 재확인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문장의 술어가 개체층위에 속하여 총칭적으로 해석될 수 있

는 어휘특성문과 문장의 술어가 장면층위에 속하지만 개별적인 사건이 습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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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어 일반성을 획득함으로써 총칭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습관문에 대해 살펴보

았다. 이들 문장의 화제 명사구 뒤에는 모두 보조사 ‘-는’이 나타났다. 그러나 단순

히 주어진 구정보이기 때문에 ‘-는’을 취한 것인지, 아니면 총칭적으로 해석할 수 있

는 문장의 화제이기 때문에 ‘-는’을 취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19) 가. Q: 子貢이 묻와 오 賜 엇더잇고 (子貢이 問曰 賜也 何如니잇
고)

A: 子ㅣ 샤 너 器ㅣ니라 (子ㅣ 曰 女 器也ㅣ니라) <論語1:40a>

나. Q: 子ㅣ 샤 參아 吾 道 一이  貫얀니라 …… 子ㅣ 出커시 門
人이 묻와 오 엇디 니심이잇고 (子ㅣ 曰 參乎아 吾道  一以貫
之니라 …… 子ㅣ 出커시 門人이 問曰 何謂也ㅣ잇고)

A: 曾子ㅣ 샤 夫子의 道 忠과 恕 이니라 (曾子ㅣ 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니라) <論語1:36a>

(19가)에서 “저는 어떻습니까?”라는 자공의 질문에 공자는 “너는 그릇이다”라고 대

답하고 있다. 비록 ‘너 器ㅣ니라’를 총칭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계사 구문이기는

하지만, 앞의 질문의 화제에 이어 계속해서 ‘자공’에 대해 언급하는 문장이어서 ‘-는’

을 취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19나)도 마찬가지로 공자가 ‘吾道’에 대해 언급하였

기 때문에 뒤 문맥에서 “선생님의 도는 충(忠)과 서(恕)일 따름이다”라고 대답한 것

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 (20)을 보면 단순히 구정보이기 때문에 ‘-는’을 취한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20) 가. Q: 或이 오 管仲은 儉잇가 (或이 曰管仲은 儉乎ㅣ잇가)
A: 샤 管氏ㅣ 三歸를 두며 官事를 攝디 아니니 엇디 시러곰 儉리오
(曰 管氏ㅣ 有三歸며 官事를 不攝니 焉得儉이리오) <論語1:27b>

나. Q:  됴신 원판님하 어듸 가시고 (好院判哥 到那裏)
A: 쇼이 례부에 가노이다 (小人到禮部裏) <飜朴7b>

(20가)를 해석하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관중은 검소하였습니까?”라고 하자 공자

가 말씀하시기를, “관씨는 삼귀대를 세웠으며 가신에게 겸직을 안 시켰으니 어찌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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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했겠느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관중’은 이미 주어진 정보이기에 (19)

와 비교할 때 공자의 대답에서 ‘管氏는’이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로 사용된 것은 ‘管

氏ㅣ’, 즉 주격 조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20나Q)에서는 “마음 좋으신 원판형

님, 어디 가십니까?”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소인이 예부에 갑니다”라고 대답

하였다. 현대 한국어를 상정해보면 (20나Q)의 질문에 대한 답에는 ‘저는(소인은)’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에서는 화제 명사구인 ‘쇼’ 뒤에 주격 조사 ‘-

이’를 취하고 있다.

(19)와 (20)을 비교하면, 전자는 개체층위 술어를 가진 문장이지만 후자는 장면층

위 술어를 갖는 문장이다. 그리고 (20)은 서술어가 단 한 번의 사건을 묘사하기 때

문에 총칭문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장들이다. 따라서 중세 한국어에서는 단순히 화

제라는 이유만으로 ‘-는’을 취하지 않고, 총칭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의 화제이

어야 ‘-는’을 취한다고 할 수 있다. 박철우(2003: 144)에서는 현대 한국어에서의 ‘-는’

은 개체층위 술어를 가진 문장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이’는 장면층위 술

어를 가진 문장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다른 결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

라고 언급한 바가 있다. 이상에서 이야기한 본고의 주장에 입각해보면, 중세 한국어

의 경우 ‘-는’이 개체층위 술어를 가진 총칭문, 즉 어휘특성문에 나타나는 것이 보편

적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장면층위 술어를 쓰인 문장이지만 총칭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 즉 습관문에서도 ‘-는’의 실현이 보편적임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중세 한국어에서 보조사 ‘-는’이 전형적인 화제의 표지가

아니라 대부분이 총칭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의 화제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아래 예에서는 비총칭적으로 쓰인 문장, 즉 개별문에서 화제가 ‘-는’

과 함께 실현되는 듯하다.

(21) 가. Q: 일즉 아니 뵛 갑슨 던가 디던가 (曾知得布價高低麽)
A: 뵛 갑슨 니건  갑과 가지라 더라 (布價如往年的價錢一般) <飜老上

9a>

나. Q: 님 일즉 아니 셔울  갑시 엇더고 (哥哥 曾知得京裏馬價如何)
A: 요예 사괴 사미 와 닐오  갑시 요 됴호모로 이  엣 

 열닷  우후로 오 이  엣  열  우후로 리라 더라 (近

有相識人來說 馬的價錢這幾日好 似這一等的馬 賣十五兩以上 這一等的馬賣十

兩以上) <飜老上8b-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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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가Q)에서는 ‘뵛 값’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21가A)에서 ‘뵛 값은 작년과 같다’고

대답하고 있다. 화제 ‘뵛 값’ 뒤에 ‘-는’을 취하고 있지만, 겉으로 볼 때 이 문장은

총칭적이지 않은 문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시할 수 없는 것은 (21가)의 직전에 (21

나)가 있다는 사실이다. 즉 ‘ 값’에 대해 물어본 후, 그 다음에 ‘뵛 값’에 대해 물은
문맥인 것이다. 그러므로 뒤 문맥의 ‘뵛 값’은 앞의 문맥의 ‘ 값’과 서로 대조된다.

다시 말해 (21가)에서의 ‘뵛 갑슨’은 단순한 화제가 아니라 대조가 동반되는 화제,

즉 대조 화제에 해당한다.67) 따라서 여기서 ‘-는’은 대조의 표지로 보아야 할 것이

다.

<飜譯老乞大>에서는 질문-대답의 쌍 중에서 질문과 대답에 모두 보조사 ‘-는’을

사용한 경우가 (21가)밖에 없다. 다른 질문-대답의 쌍들은 모두 (21나)처럼 화제 명

사구 뒤에 주격 조사 ‘-이’를 취한다. 다음의 경우도 그러하다.

(22) 가. Q: 네 이 심이 몃 근 므긔오 (你這參多少斤重)

A: 내 이 심이 일열 근이라 네 저우리 엇더뇨 (我這參一百一十斤 你稱如

何) <飜老下57a>

나. Q: 네 이 여러 쇼히 밤마다 먹는 딥과 이 대되 언머만 쳔이 드고 (你

這幾箇口頭 每夜喫的草料 通該多少錢)

A: 이 여슷 리 밤마다 먹논 딥과 이   아니니  딥 논  서너 돈 은
을 고  딥 흔  두 돈 은을 니라 (這六箇馬每夜喫的草料不等 草
料貴處 盤纏三四錢銀子 草料賤處 盤纏二錢銀子) <飜老上11b-12a>

(22가)는 “당신의 이 인삼은 몇 근이오? 내 이 인삼은 백열 근입니다” 정도의 내용

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대답 부분에서 화제 명사구 뒤에 ‘-이’를 취하고 있다. (22

나)의 경우, “자네들, 이 몇 마리 말들이 밤마다 먹는 짚과 콩이 모두 얼마만큼의 돈

이 드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22나A)에서 “이 여섯 마리가 밥마다 먹는 짚과 콩

이 한가지가 아니니 콩과 짚이 귀한 곳에서는 3˞4돈 은을 쓰고 콩과 짚이 흔한 곳은
두 돈 은을 쓰느니라”라고 대답하고 있다. (22가)와 마찬가지로 화제 명사구 뒤에 ‘-

이’를 취하고 있다. 심지어 질문에서는 ‘-는’을 사용하지만 이에 대해 ‘-이’를 취하여

대답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23) Q1:  婆羅門이 하 고 잡고 오거늘 마조 보아 무로 그듸 어드러셔 오시

67) 대조 화제에 대해서는 4.3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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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迦葉遇見一婆羅門執一天花 隨路而來 迦葉問言 仁者何來 <涅

後:908b20-21>)

A1: 對答호 부톄 涅槃야시 내  로셔 오노라 (答曰 佛般涅槃 我於

茶毘所來 <涅後:908b21-22>)

Q2:  무로 이 고 므슴 곳고 (復問 此是何花 <涅後:908b22>)

A2: 對答호 ∅ 부텨  해 가 어둔 하 고지라 (答言 於茶毘所得此天花

<涅後:908b23>) <釋詳23:40b>

(23Q1)에서 하늘 꽃을 잡고 오는 바라문에게 “그대는 어디서 오시는가?”라고 질문하

였는데 이에 대해 (23A1)에서 “부처님이 열반하셨거늘 내가 사르는 곳에서 왔다”라

고 대답하였다. 질문에서는 ‘-는’을 통합시켰지만, 이에 대한 대답에서는 ‘내가’가 나

타난다. 현대 한국어라면 ‘나는’이 기대되는 자리이다. (23Q2)에서는 다시 “이 꽃은

무슨 꽃인가?”라고 질문하였는데 (23A2)에서는 “부처님 사는 곳에 가서 얻은 하늘의

꽃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대답에서는 화제가 생략되었다.

다음은 <月印釋譜>에서 가지고 온 예인데, 역시 ‘-는’이 개별문의 화제를 나타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총칭문에 쓰인 경우이다,

(24) 가. Q: 羅漢이 光目이려 무로 네 어미 사라 제 엇던 行業을 더뇨 이제 惡

趣예 이셔 至極 受苦다 (羅漢問光目言 汝母在生 作何行業 今在惡趣 受

極大苦 <地藏:780c21-22>)

A: 光目이 對答호 내 어미 던 이 오직 고기와 쟈래 즐겨 머그며 삿기
 만히 머구 봇그며 구  먹더니 數를 혜면 千萬이 고니다
尊者ㅣ 어엿비 너기샤 엇뎨 救시리고 (光目答言 我母所習 唯好食噉魚

鱉之屬 所食魚鱉多食其子 或炒或煮 恣情食噉 計其命數 千萬復倍 尊者慈愍

如何哀救 <地藏:780c22-23>) <月釋21:53b-54a>

나. Q1: 太子ㅣ 닐오 受苦쎠 고  가다가 뵈 노라 가 거늘 보고 太
子ㅣ 무로 이 므스거슬 짓뇨 (太子念言 苦哉 苦哉 小復前行 見諸男

女自共織作 來往顧動 疲勞辛苦 太子問曰 此作何物 <報恩:143a16-18>)

A1: 對答호 이 사 질쌈야 뵈  옷 라 붓그러  리오
니다 (左右答言 太子 此諸人等紡織 作諸衣服 以遮慚愧 蔭覆五形 太子言
此亦勞苦 非一也 <報恩:143a18-19>) <月釋22:25b-26a>

Q2:  가다가 사히 며 약대며 리며 도티며 羊이며 주기거늘 보고 무
로 이 엇던 사고 (轉復前行 見諸人民屠牛駝馬 㓟剝豬羊 太子問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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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是何人 <報恩:143a20-21>)

A2: 對答호 이 사  주겨 고기 라 옷 밥 어더 사니다. 太子
ㅣ 즈리 텨 닐오 荒唐쎠 受苦쎠 수믈 주겨 수믈 쳐 여러 劫앳

殃 놋다 고 (左右答言 此諸人等 屠殺賣肉 以自存活 以供衣食 太子

皮毛矚動 而作是言 怪哉 苦哉 殺者心不忍 強弱相害傷 殺生以養生 積結累

劫殃 <報恩:143a22-23>) <月釋22:26a-26b>

(24가A)의 대답에서 화제 명사구 뒤에 ‘-는’이 나타나 있다. 이는 ‘-는’으로 나타낸

개별문의 화제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문장이 총칭문으로 해석된다는 점이 주목된

다. 해석하면 ‘내 어미 하던 일은 ……이다’이므로 계사구문으로 이루어진 총칭문이

라 이해할 수 있다. (24나)도 마찬가지이다. (24나Q1)에서 베를 짜는 사람들을 보고

태자가 “무엇을 짓느냐?”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24나A1)에서는 ‘이 사람들은

길쌈하여 베를 짜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운 데를 가리느니라’라고 대답하고 있다. (24

나A1)의 술어 ‘질쌈야 뵈  옷 라 붓그러  리오니다’는 장면층

위 술어이다. 그러나 ‘길쌈하여 베를 짜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운 데를 가리’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계속 반복하는 동작이므로, 직업에 대한 설명의 일종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24나A1)는 습관문으로 이해된다. (24나A2)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X-는’-화제를 가진 문장의 거의 대부분이 총칭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문장인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총칭적 화제문은 협주문, 법칙-교훈 구

문, 속성적 계사구문, 형용사 구문이 포함된 어휘특성문과 습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세 한국어에서 보조사 ‘-는’의 화제성은 현대 한국어에 비해 상당히 약

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飜譯老乞大>의 ‘네 異姓 四寸兄弟어시니 누

구 어믜오라븨게 난 식 누구 아븨누의게 난 식고(你是姑舅弟兄 誰是舅舅上

孩兒 誰是姑姑上孩兒)’와 같은 문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문장에서 보조사 ‘-

는’은 다음 4.3에서 다룰 ‘대조’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의문사 ‘누구’ 뒤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현대 한국어의 경우와는 다르다. ‘누구’는 기본적으로 신정보를

요구하는 의문사이기 때문에 구정보를 나타내는 ‘-는’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으로 쓰인다는 것은 그만큼 중세 한국어에서 ‘-는’의 화제성이 약

하다는 뜻이다.68)69)

68) <老乞大諺解>(1670년)에서 의문사 뒤에 ‘-는’이 나타나는 예를 하나 더 볼 수 있다. 아래의

ㄱ)이 이에 해당된다.

ㄱ). Q: 뎌 모든 션븨 듕에 언머 漢ㅅ 사이며 언머 高麗ㅅ 사고 (你那衆學生內中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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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관찰한 바와 같이 중세 한국어에서의 ‘-는’은 전형적인 화제의 표지가

아니라 총칭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에 한해서만 화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총칭문의 화제 표지로는 ‘-는’이 아니라 ‘-이’가 사용된다. 한편 비총칭

문에서도 ‘X-는’-화제가 나타나곤 하지만 이는 초점 분열문을 비롯한 몇몇 특수 구

문에 한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이를 다루기로 한다.

4.2.2. 초점 분열문에서의 화제 표지‘-는’  

앞서 우리는 중세 한국어의 보조사 ‘-는’이 주로 총칭문에서의 화제 표지로 쓰였

음을 보았다. 한편 개별문에서도 명사형 전성어미 ‘-옴/움’에 의해 만들어진 동명사

구성 뒤에 ‘-는’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25) 가. 죽디 아니호 져믄 子息 몯 마 노다 王이 날 求샤 樣子ㅣ니 이제

刑罰 사미어니 노쇼셔 (所以不死者 不忍幼弱之重孤也 王之求妾者 以其色

也 今刑餘之人 殆可釋矣) <三綱烈6>

나. 나 어루려 샤 죽록 이대 셤기과뎌 시논 디니 (以吾爲妻妾者 欲令終
身善事也) <三綱烈21>

다. 子ㅣ 샤 古者애 말을 내디 아니홈은 몸의 밋디 몯홈을 붓그림이니라

(子ㅣ 曰 古者에 言之不出은 恥躬之不逮也ㅣ니라) <論語1:37b>

라. 이 句 블러 내샤 사미 알에 코졔시니 <南明上2b>
마. 술 호 晉ㅅ 山簡이오 詩 잘 호 何水曹ㅣ로라 (愛酒晉山簡 能詩何水曹)

<杜詩7:21b>

(25)의 주어들은 모두 ‘-옴/움’에 의해 만들어진 동명사 구성이고, 술어는 용언의 활

多少中國人 多少朝鮮人)

A: 漢과 高麗ㅣ 바로 반이라 (大槩一半是中國人 一半是朝鮮人) <老乞上6a-6b>

ㄴ). Q: 네 모든 션 에 언메나 漢兒人이며 언메나 高麗ᄉ 사고 (你那衆學生內中 多少漢兒人
多少高麗人)

A: 漢兒와 高麗 반이라 (漢兒 高麗中半) <飜老上7a>

같은 내용에 대해 <飜譯老乞大>(1517년)에서는 ㄴ)과 같이 ‘-는’을 취하지 않았다.

69) 직관에 따라 현대 한국어에서도 ‘누구는 가고 누구는 남았니’와 같은 문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도 있다(이은섭 2003: 67). 또는 ‘선생님께서 누구는 오고 누구는 안 오냐고 물어보신다’

와 같이 직접 질문하는 문장이 아니지만 ‘-는’이 의문사 ‘누구’ 뒤에 올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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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형이나 명사구가 다시 계사 ‘-이다’와 통합된 계사구이다. 이현희(1994: 80)에서는

위와 같은 예들을 모두 분열문이라고 하였다. 현대 한국어의 경우 분열문(cleft

sentences)70)의 주어 자리에 주로 ‘것’ 구성이 나타나는데, 이 점에서 중세 한국어의

분열문과 차이를 보인다.

(25가)를 현대 한국어로 해석하면 ‘죽지 않은 것은, 어린 자식을 차마 내버려 두지

못해서입니다. 왕이 나를 구하시는 것은 자태인데……’ 정도에 해당된다. 분열된 성

분은 각각 용언활용형과 명사구이다. 이 분열된 성분은 초점 해석을 받는 것으로 보

인다. 즉 ‘죽지 않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어린 자식을 차마 내버려 두지

못해서이다’, ‘왕이 나를 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태이다’로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초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동명사형 구성은 대하여성을 지닌

화제로 해석된다. (25가)의 경우는 동명사 구성이 두 번 나타나기 때문에 대조로 해

석할 여지가 있으나 (25나˞바)는 그렇지 않다. (25나)과 (25다)는 각각 ‘나를 아내 삼
으려 하시는 것은 죽도록 잘 섬기기를 바라시는 뜻이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옛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실천이 미치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 하

기 (때문)이다’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나 어루려 샤’과 ‘古者애 말

을 내디 아니홈은’은 대하여성을 지녀 화제로 해석되고 분열된 성분 ‘죽록 이대

셤기과뎌 시논 디니’와 ‘몸의 밋디 몯홈을 붓그림이니라’는 초점에 해당된다. (25
라)도 마찬가지로 동명사 구성인 ‘이 句 블러 내샤’이 화제이며 분열된 성분 ‘사
미 알에 코졔시니’는 초점이다. (25라)의 ‘고져’는 의도·목적의 연결어미가 계사 ‘-이

다’ 앞에 통합되어 ‘알게 하고자 하시기 때문이니’ 정도의 의미를 나타낸다. (25마)에

서 분열된 성분은 명사구가 계사와 통합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술 호’과 ‘詩

잘 호’은 화제이고 ‘晉ㅅ 山簡이오’와 ‘何水曹ㅣ로라’가 초점이다.
한편 최윤지(2008)에서는 정보구조에 따라 분열문을 초점 분열문과 화제 분열문으

로 나누었다. 초점 분열문은 분열된 성분이 초점일 경우이고, 화제 분열문은 분열된

성분이 화제인 경우이다. 즉, ‘것’ 구성 뒤에 ‘-는’이 통합된 분열문은 초점 분열문에

해당되고 ‘것’ 구성 뒤에 ‘-이’가 통합된 분열문은 화제 분열문에 해당된다.

(26) 가. 철수가 아침에 먹은 것은 사과이다.

나. 아침 일찍 학교에 온 것은 빨리 논문을 쓰기 위해서이다.

70) 연구자에 따라 의사분열문(pseudo-cleft)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Jhang S. E. 1994, 김종복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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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수가 먹은 것이 바나나이다.

(26가, 나)는 초점 분열문이고 (26다)는 화제 분열문이다. (26가)에서는 ‘것’ 구성이

주어 자리에 위치해 있으며, 분열된 성분은 명사이다. 여기서 분열된 성분은 초점

해석을 받고 나머지 ‘것’ 구성은 화제 해석을 받게 된다. (26나)는 주어 자리에 ‘것’

구성이 나타난 점은 (26가)와 같지만, 분열된 성분이 용언의 활용형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26가)와 마찬가지로 ‘것’ 구성이 화제 해석을 받고 분열된

성분은 초점 해석을 받는다. (26다)에서는 ‘것’ 구성이 주격 조사 ‘-이’를 취하고 있

는데, 대체로 초점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분열된 성분은 화제로 해석된다.71)

위에서 살펴본 (25)도 (26가, 나)와 같이 보조사 ‘-는’을 취한 동명사 구성이 화제

로 해석되며, 분열된 성분은 초점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는 초점 분열문에 해당된

다. 이처럼 중세 한국어에서는 총칭문 외에 초점 분열문에서도 화제 명사구 뒤에 ‘-

는’을 취하는 양상을 보인다.

4.2.3. 기타 구문에서의 화제 표지 ‘-는’

중세 한국어의 ‘-는’은 대부분이 총칭문에서 나타나며 초점 분열문에도 비교적 많

이 나타나는 편이다. 그리고 그 수가 많지는 않지만 다른 몇몇 특수 구문에서도 ‘X-

는’-화제를 찾아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목적어 화제, 부사어 화제와 틀 설정 화제

로 나누어서 기타 특수 구문에서의 ‘X-는’-화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4.2.3.1. 목적어 화제

고창수(1992ㄱ)에 따르면 고대 한국어 자료에서는 목적어의 ‘-는’ 주제화가 보이지

않는데, 이는 중세 한국어에서도 비슷하여서 목적어의 ‘-는’ 주제화가 활발하지 않았

던 것으로 보았다. 이는 다르게 해석하면, 화제가 될 성분이 목적어인 경우에 그것

71) 중세 한국어의 분열문과 현대 한국어의 분열문은 유사한 점이 많지만 차이점도 있다. 가령

이현희(1994: 8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세 한국어에서 분열된 성분이 명사구일 경우 그 분

열된 명사구에는 조사가 통합된 예가 하나도 없다. 예를 들어 현대 한국어에서는 ‘우리가 어

제 논 것은 이 운동장에서이다’ 등이 가능하지만, 중세 한국어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사들이

계사 앞에 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은 양자를 정보구조적 측면에서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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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문두로 옮긴 구문이 중세 한국어에서 ‘활발하지는 않지만 존재했다’는 말로 이해

할 수 있다. 본고에서도 고창수(1992ㄱ)의 관찰에 동의한다. 아래는 목적어가 화제가

되어 문두로 이동한 구문에 해당된다.72)

(27) 가. 은은 너 됴니 주마 커니와 호 살 사미 어듸 가 앏픠셔 즉재 은을 다

주리오 모로매 여러 날 그져 (銀子與你好的 買貨物的 那裏便與見銀 須要

限幾日) <飜老下58a>

가'. 이러면 너 이 됴 은을 주고 사려니와 (這們時 與你這好銀子買) <飜老下
61b>

나. Q: 네 이 지븨 우리를 브리우거니와 차바 엇디려뇨 (這房兒也下的我 茶飯
如何)

A: 음식은 우리 뎜에 집사미 요제 나가니 진실로 사미 달호리 업세라 너

희 나그내네 손조 밥 지 머그라 (茶飯時 我店裏家小新近出去了 委實沒人
整治 你客人們自做飯喫) <飜老上67b-68a>

(27가)를 해석하면 ‘은자는 당신에게 좋은 은자를 주겠지만 상품을 사는 사람이 어

디 가 앞에서 즉시 은자를 모두 주나요? 반드시 며칠을 기한합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문두의 ‘은은’은 동사 ‘주-’의 목적어인데 여격어 ‘너’보다 더 앞의 위치인
문두로 이동되어 있다. (27가')은 (27가)와 대조된다. (27가')에서는 동사 ‘주-’의 목

적어인 ‘이 됴 은을’이 여격어 ‘너’ 뒤, 즉 동사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27가')

와 비교해 보면 (27가)의 경우, 목적어가 문두로 이동하면서 대격 조사 ‘-를’ 대신에

보조사 ‘-는’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즉 화제가 되면서 보조사 ‘-는’과 통합한 경우이

다.73)

(27나Q)에서는 “당신이 이 집에 우리를 숙박시키게 하거니와 식사는 어찌 하겠는

가?”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27나A)에서 “음식은 우리 여관에 집 사람이 요

새 나가서 정말로 사람이 (음식을) 해줄 수 없다. 손님네들끼리 직접 밥을 지어 먹

72) (27가)에서는 목적어 전체가 이동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가 본래 위치에 남아 있다. 즉 ‘됴
니’가 그것이다.

73) <순천김씨언간>에서도 비슷한 예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예 인  모 줄 거시니 모 가라  <順天1>
동사 ‘주다’의 목적어인 ‘’을 문두로 이동시키면서도, 원래 자리에 대격을 취한 목적어인 ‘

’을 다시 한 번 표현했다. 이 점은 명사구가 문장의 원래 위치에서 문두로 이동하고 난 후,
그 자리에 대명사가 대치되는 좌분리 구문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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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라고 대답하고 있다. 동사 ‘달호-(治)’의 목적어인 ‘음식’을 문두로 옮기면서 보

조사 ‘-는’을 취하였다. 문답 관계를 통해 ‘음식은’이 화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세 한국어에는 ‘대격 위치의 주제격’으로 다루어왔던 보조사 ‘-으란’이 있

다. 그러나 한재영(2001)에서는 문장의 목적어라 할지라도 화제가 되어 문장의 앞으

로 나올 때에는 ‘-으란’이 아닌 ‘-는’을 취한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다. 다음 (28)은

한재영(2001: 318)에서 제시된 예이다.

(28) 가. 克과 伐과 怨과 欲을 行티 몯게 면 可히  仁이라 리잇가 子ㅣ 샤 
可히  어렵다 려니와 仁 내 아디 몯게라 (克伐怨欲을 不行焉이면 可以爲
仁矣잇가 子ㅣ 曰可以爲難矣어니와 仁則吾不知也케라) <論語3:51a>

나. 旻天과 父母 號야 泣심은 내 아디 몯노이다 (號泣于旻天과 于父母則吾
不知也ㅣ로이다) <孟子9:2ab>

한재영(2001)에 따르면 (28)의 경우, ‘X-는’ 성분은 문장의 목적어인 동시에 문두로

자리를 옮긴 화제에 해당된다. (28가)는 憲問의 두 번째 대목으로, 仁에 대한 憲의

질문에 대해 공자가 대답하는 내용이다. 앞선 질문에서 ‘仁’이 이미 거론되었으므로

동사 ‘알다’의 목적어 ‘仁’은 화제로 파악된다. (28나)에서 ‘舜임금이 하늘과 부모에
대하여 소리쳐 부르며 운 것’은 선행 문맥에서 주어진 구정보이다. 따라서 ‘알다’의

목적어 성분인 ‘旻天과 父母 號야 泣심은’은 화제이다.
그런데 한재영(2001)에서 제시한 ‘X-는’ 성분의 예 중에서는 ‘대조적 의미’로 쓰이

는 경우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28나)가 그러한 경우이다. (28나)의 바로 앞에는 ‘長

息이 公明高의게 무러 오 舜이 田往심은 내 이의 시러곰 命을 듣왓거니와’
라는 내용이 나온다. 즉 ‘舜이 田往심’과 ‘旻天과 父母 號야 泣심’이 서로 대
조되고 있다. 다만 수가 많지는 않지만, 중세 한국어에서 문두로 옮긴 목적어 화제

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목적어 화제와 관련된 내용은 후술할 ‘-으란’과 함께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기존

논의에서는 ‘-으란’을 ‘목적어 위치의 주제’를 나타낸 조사로 다루어왔다. 그러나 목

적어가 문두로 이동하여 ‘-으란’을 취하더라도 ‘화제’보다는 ‘대조’로 사용되는 양상

을 보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5장에서 할 것이다.

4.2.3.2. 부사어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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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한국어에서 시간이나 장소를 나타내는 요소 뒤에 ‘-는’이 통합된 경우가 있

다.

(29) 가.  조심 아니샤 브를 긔 야시 (忽於一日 心不謹愼 便使火滅 <報

恩:139a15-16>) <釋詳11:26a>

나.  아미 서늘고 하 光明이 믄득 번거늘 (一日晨涼 天光忽開 <釋

通:15c06-06>) <月釋2:51a>

다.  이우짓 기 東山애 드러오나 싀어미 자바 먹더니 그 각시 먹디 아니

고 울어 무른대 닐오 艱難야 바배  고기 잇논 주 셜 노
다 야 리니라 (嘗有他舍鷄 謬入園中 姑盜殺而食之 妻對鷄不餐而泣 姑怪

問其故 妻曰 自傷居貧 使食有他肉 姑竟棄之) <三綱烈8>

라.  天宮엔 五百 天女ㅣ 이쇼 天子ㅣ 업더니 (見一宮中有五百天女 無有天子

<釋迦:60c01-02>) <月釋7:11a-11b>

마. 이제 此道앤 그 사 어두미 어려우니 千萬 알포로 向라 (而今此太道앤 難得
其人이니 千萬向前라) <蒙山16a>

중세 한국어에서 ‘’이라는 표현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시간을 뜻하는 부사어

화제로 이해된다. (29)는 언급 중이었던 선행 화제를 남겨 두고, 새로운 상황을 전개

할 때에 쓰인 문장들이다. (29가˞다)는 현대 한국어의 ‘하루는’에 해당된다. (29라˞마)
는 공간을 뜻하는 표현 뒤에 격조사 ‘-에/애’가 결합하고, 다시 그 뒤에 보조사 ‘-는’

을 취하고 있다. 이는 공간을 뜻하는 부사어 화제로 이해된다.

학자에 따라 전체 문장이 다 새로운 정보를 나타낼 경우, 외현되지 않은 ‘시공간

적인 장면 화제’를 설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사어 화제’는 시공간

적인 표현 뒤에 ‘-는’을 취하여 화제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시공간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부사어 화제는 중세 시기부터 보조사 ‘-는’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4.2.3.3. 틀 설정 화제

중세 한국어에서는 상위문의 주어 뒤에 ‘-는’을 취하여 담화 영역을 한정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30) 가. 宋恭公 夫人 伯姬 바 블 븓거늘 左右ᅵ  블 避쇼셔 야 伯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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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오 겨지븨 法은 保傅ᅵ 디 몯면 바 堂애 리디 아니니 保傅

 기드리라 (伯姬 魯宣公之女 嫁於宋恭公 公卒 嘗遇夜失火 左右曰夫人少避火

伯姬曰 婦人之義 保傅不俱 夜不下堂 待保傅來也) <三綱烈1>

가'. 宋恭公 夫人 伯姬 [[바 블 븓거늘 左右ᅵ  블 避쇼셔 야 伯
姬 닐오 겨지븨 法은 保傅ᅵ 디 몯면 바 堂애 리디 아니니]
保傅 기드리라 ]

나. 兪士淵의 겨집 童氏 싀어미 性이 모디러 야히 對接거든 童氏 柔順히 셤

겨 간도 데 거슬 일 업더니 兵馬ㅣ 虜掠야 지븨 다거늘 童氏 몸
로 싀어미 리오더니 한 사미 어루려 커늘 童氏  구짓고 屈티 아니

커늘   베티니 더욱 屈티 아니커늘    베튜 구지조 그치디
아니커늘 가 밧겨 리고 가니 이틄나래 주그니라 (士淵妻童氏 嚴州人 姑

性嚴 待之寡恩 童柔順以事之 無少拂其意者 至正十三年 賊陷威平 官軍復之 已

乃縱兵剽掠 至士淵家 童以身蔽姑 衆欲汚之 童大罵不屈 一卒以刀擊其左臂 愈不

屈 又一卒斷其右臂 罵猶不絕 衆乃皮其面而去 明日乃死) <三綱烈25>

나'. [兪士淵의 겨집 童氏 [[싀어미 性이 모디러 야히 對接거든] 童氏 柔順히
셤겨 간도 데 거슬 일 업더니]……]

(30가)는 ‘송공공의 부인 백희는, 밤에 불이 붙었을 때 모시는 사람들이 말씀드리기

를 “불을 피하십시오” 하니 말하기를 “여자의 법도는 옆에서 시중드는 保母와 傅母

가 갖추어지지 못하면 밤에 마루에서 내려서지 않는 법이니 보모와 부모를 기다려

라” 하였다’로 해석할 수 있다. ‘-는’을 취한 ‘宋恭公 夫人 伯姬’는 문장의 나머지 부

분으로 표현된 명제의 적용을 특정한 영역으로 한정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

다. (30가)의 구조는 (30가')과 같다.

(30나)는 ‘유사연의 아내 동씨는, 시어머니의 성품이 모질어서 야박하게 대하였는

데도, 동씨가 유순히 섬겨 조금도 뜻에 거슬리는 일이 없었다. 적군이 노략질하여

집에 다다랐을 때 동씨가 몸으로 시어머니를 가렸다. 많은 사람들이 범하려 하였는

데, 동씨는 몹시 꾸짖고 굴복하지 않았다. 한 팔을 베니 더욱 굴복하지 않으므로 또

한 팔을 베었으나 꾸짖기를 그치지 않으므로 얼굴 가죽을 벗겨 버리고 가니 이튿날

에 죽었다’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위문에서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

‘병마가 쳐들어오는 이야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위문 주어인 ‘兪士淵의 겨집

童氏’은 나머지 하위문의 담화 적용 영역을 한정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즉, 전체 문장을 모두 ‘兪士淵의 겨집 童氏’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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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문
총칭문

습관문 어휘특성문

장면층위 술어 개체층위 술어

는 없다. 그 역할은 담화 영역을 한정시키는 것이다. (30나)의 구조는 (30나')과 같

다.

한편 Jacobs(2001: 656)에서는 화제를 여러 종류로 나누면서 틀 설정

(frame-setting) 화제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틀 설정 화제에 대해 ‘(X Y)에

서, 만일 X가 Y로 표현되는 명제가 한정되는 (가능한) 현실 영역을 명세한다면 X는

Y에 대하여 틀이다’라고 정의하였다. 가령 ‘육체적으로는 피트가 건강해’라는 문장에

서 ‘육체적으로는’은 문장의 나머지 부분으로 표현된 명제의 적용을 특정한 영역으

로 한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육체적으로는’은 ‘피트가 건강해’에 대하여 틀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30)은 이러한 틀 설정 화제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30)은 중세 한국어의 특유한 긴 문장인 이야기이다. 이런 경우 상위문 주어 뒤에

‘-는’이 통합되는 예는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복문에서 상위문의 주어와

하위문의 주어 모두가 ‘-이’를 취하는 양상이 지배적이다. 전술하였지만, 중세 한국

어의 이야기에서는 ‘X-이’-화제가 많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후행 담화의 영

역을 한정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틀 설정 화제의 경우에는 ‘-는’을 취한 것으로 보

인다.

4.2.4. 화제 표지 ‘-이’와 ‘-는’의 비교

앞서 본고에서는 중세 한국어에서 주격 조사 ‘-이’와 보조사 ‘-는’이 모두 화제 표

지로 쓰였음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화제 표지로 쓰일 경우 양자의 차이가 무엇

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앞에서 ‘X-이’-화제는 술어의 종류를 기준으로, ‘X-는’-화제는 문장의 종류를 기

준으로 그 실현 양상을 각각 살펴보았다. 각각 다른 기준으로 ‘-이’와 ‘-는’을 관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술어의 종류와 문장의 종류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측면에서 관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서술어의 종류 및 문장의 종류의

관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31)



- 128 -

(31)은 문장의 종류와 술어의 종류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장면층위 술어가 사용되

는 문장은 개별적인 사건을 나타내는 비총칭적 문장, 즉 개별문뿐만 아니라 일반적

속성을 표현하는 총칭적 문장으로도 실현된다. 이 경우의 총칭문은 개별적인 사건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일반성을 획득하는 습관문이다. 개체층위 술어가 사용되는 문

장은 모두 총칭적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의 총칭문은 특정 속성에 대한 일반화를

표현하는 어휘특성문이다.

3장에서는 장면층위 술어가 쓰인 문장과 개체층위 술어가 쓰인 문장 모두에서

‘X-이’-화제가 나타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X-이’-화제는 개별문 및 총칭문 모두

에서 실현된다. 이에 비해 ‘X-는’-화제는 주로 총칭문에서 나타나고, 몇몇 특수 구문

을 제외하면 개별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음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예들을 다시

보이면 다음과 같다.

(32) 가. Q:  됴신 원판님하 어듸 가시고 (好院判哥 到那裏)

A1: 쇼이 례부에 가노이다 (小人到禮部裏) <飜朴7b>
A2:

*
쇼은 례부에 가노이다

나. 도 五百이 그윗 거슬 일버 精舍ㅅ 겨로 디나가니 그 도기 菩薩ㅅ 前

世生ㅅ 怨讐ㅣ러라 (五百大賊 劫取官物 路由菩薩廬邊 <釋迦:03b01-04>) <月釋

1: 6a-6b>

다. Q: 네 스이 …… 즐겨 녀 즐겨 치디 아닛녀 (你的師傅 …… 耐繁

教那不耐繁教)

A: 우리 스이 이 온화야  즐겨 치다 (師傅性兒溫克 好生耐繁

教) <飜老上6b>

라. Q: 子貢이 묻와 오 賜 엇더잇고 (子貢이 問曰 賜也 何如니잇
고)

A: 子ㅣ 샤 너 器ㅣ니라 (子ㅣ 曰 女 器也ㅣ니라) <論語1:40a>

마. 善友ㅣ 닐오 나 난 後로 거즛말  적 업다 (善友言 我從生來 未曾妄語

<報恩:146a21>) <月釋22:58b>

앞서 살펴보았듯이 (32)의 밑줄 그은 부분은 모두 화제이다. (32가)는 개별문이고

(32나˞마)는 모두 총칭문이다. (32가A1)의 술어인 ‘례부에 가노이다’는 장면층위 술어
에 속한다. 그리고 같은 사건의 반복보다는 일회적 사건을 묘사하는 문장이므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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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문이라 볼 수 있다. 중세 한국어에서는 개별문에서의 화제는 ‘-는’과 함께 실현되

지 않으므로 (32가A2)와 같은 문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현대 한국어와 차이를

보인다. 즉, 이는 중세 한국어 정보구조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문

에서의 화제는 주격 조사 ‘-이’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2나, 다)는 총칭문에서 주격 조사 ‘-이’와 함께 실현된 화제의 예이다. (32나)는

개체층위 술어가 사용된 어휘특성문이고 (32다)는 장면층위 술어가 나타났지만, 동

일한 사건의 반복으로 해석되므로 습관문에 속한다. (32라, 마)는 총칭문에서 보조사

‘-는’과 함께 실현된 화제의 경우이다. (32라)는 개체층위 술어가 사용된 어휘특성문

이고 (32마)는 장면층위 술어이지만 같은 사건의 반복으로 해석되므로 습관문에 속

한다.

이상으로 개별문의 화제는 주격 조사 ‘-이’로만 나타낸다는 점과 총칭문의 화제는

주격 조사 ‘-이’와 보조사 ‘-는’으로 모두 나타낸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따라서 중세

한국어에서 주격 조사 ‘-이’가 조금 더 넓은 범위를 가진 화제 표지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총칭문의 화제 표지로서 ‘-이’와 ‘-는’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論語諺解>에 나타난 모든 총칭문을

추출하여 그 차이점이나 각각의 쓰임의 경향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74)

우선 <論語諺解>에서는 ‘X-이’-화제와 ‘X-는’-화제를 모두 발견할 수 있는데, 전

자보다 후자의 경우가 더 많이 보인다. <論語諺解>에서 총칭문은 총 103회 추출되

었는데 그 중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난 것은 33회이며 보조사 ‘-는’이 나타난 경우

는 70회였다.

먼저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난 총칭문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가 출현한

총칭문들을 살펴보면 어휘특성문 12회, 습관문 21회로 어휘특성문보다 장면층위 술

어가 사용된 습관문이 조금 더 많이 발견된다. 몇몇 예를 제시하기로 한다.

(33) 가. 子ㅣ 샤 君子ㅣ 惠호 費티 아니며 勞요 怨티 아니며 欲호 
貪티 아니며 泰호 驕티 아니며 威호 猛티 아니홈이니라 (子ㅣ 曰 君

子ㅣ 惠而不費며 勞而不怨며 欲而不貪며 泰而不驕며 威而不猛이니라)

<論語4:70b>

74) <論語諺解>가 선택된 이유는 공자의 교훈이 많이 담은 문헌이기에 총칭문이 많이 출현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문헌에는 단문이 많이 나타나 문장의 유형을 판단하는 것이 비교적 쉬운

편이다. 많은 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만 본고는 한 예를 보이는

데에 의미를 두기로 하고 자세한 논의는 후고로 미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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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Q: 陳에겨셔 糧이 絕니 從者ㅣ 病야 能이 興티 몯더니 子路ㅣ 慍야
見야 오 君子ㅣ  窮홈이 인니잇가 (在陳絕糧니 從者ㅣ 病
야 莫能興이러니 子路ㅣ 慍見曰 君子ㅣ 亦有窮乎ㅣ잇가)

A: 子ㅣ 샤 君子ㅣ 진실로 窮니 (子ㅣ 曰 君子ㅣ 固窮이니) <論語

4:1b-2a>

다. 子ㅣ 샤 弟子ㅣ 드러 孝고 나 弟며 謹고 信며 너비 衆을

愛호 仁을 親히 홀 띠니 (子ㅣ 曰 弟子ㅣ 入則孝고 出則弟며 謹而信
며 凡愛衆호 而親仁이니) <論語1:3b>

라. 子ㅣ 샤 君子ㅣ 天下애 適홈도 업스며 莫홈도 업서 義로 더브러 比
니라 (子ㅣ 曰 君子之於天下也애 無適也며 無莫也야 義之與比니라) <論語

1:34a>

마. 子ㅣ 喪 인 者의 겨틔셔 食심애 일쯕 飽티 아니터시다 (子食於有喪者之側

未嘗飽也ㅣ러시다75)) <論語2:16b>

(33가)는 ‘군자는 베풀되 낭비하지 않으며, 힘든 일을 하게 하되 원망하지 않으며

<인덕 세우기를>바라되 탐욕스럽지 않으며, <학식을 많이 지니고> 태연하되 교만

하지 않으며, 위엄이 있되 남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는 것이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장에 나타난 술어들은 모두 한자어인데 군자의 본질적

인 속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33가)는 어휘특성문에 속한다. (33나)는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 대화이다. 자로가 공자에게 “군자 또한 궁함이 있습니

까?”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공자께서 “군자는 진실로 궁하니”로 대답하였다.

‘곤궁하다’의 뜻을 가진 ‘窮다’는 형용사로 ‘군자’의 속성을 나타내는 술어이다. 따

라서 (33나)도 어휘특성문에 속한다.

(33다˞마)는 앞의 두 예와 차이를 보인다. (33다)는 공자의 교훈으로 ‘제자는 집에

들어와서는 어버이께 효도하고 나가서는 웃사람을 존경하며 언행을 삼가고 믿음이

있어야 하며, 널리 뭇사람을 사랑하되 인을 친하게 해야 할 것이니’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드러 孝고 나 弟며 謹고 信며 너비 衆을 愛호 仁을 親히

홀 띠니’는 모두 장면층위 술어이지만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서술이 아니라 제자의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건에 대한 서술이기 때문에, 전체 문장을 일반적 속성

을 표현하는 총칭문으로 이해된다. (33라)도 마찬가지로 공자의 교훈을 표현하는 문

장이다. 현대 한국어로 해석하면 ‘군자는 천하에 <어느 한 가지가> 옳다고 고집하

75) ‘子食於有喪者之側’의 구결 부분 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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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안된다고 부정하지도 않아, 오직 의를 따라 바르게 처리한다’ 정도가 될 것

이다. ‘의를 따라 바르게 처리하다’의 의미를 가진 ‘義로 더브러 比니라’는 장면

층위 술어이다. 그런데 (33라)는 개별적인 사건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군자’의 일

반성을 표현하는 문장으로 이해되므로, 이 역시 습관문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33

마)를 살펴보자. ‘공자는 상을 당한 자의 곁에서 배불리 먹지 않으셨다’ 정도의 의미

를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어미 ‘-더-’가 쓰여 과거의 사건을 나타

내는데 총칭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전영철(2013)

에 따르면 문장의 총칭성이란 어떤 특성이 특정한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범시간적

으로 실현됨을 뜻하거나, 어떤 사건이 범시간적으로 일반성을 획득하는 것을 뜻하므

로 현제 시제가 무표적인 총칭 시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어떤 일정한 경계 내에

서의 범시간성도 일종의 범시간성인 것으로 허용한다면 과거 시제가 쓰인 문장도

확대된 의미에서의 범시간성을 확득할 수 있다(전영철 2013: 154-156). 즉, 과거 사

건도 일회성과 지속성을 구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33마)는 과

거의 일정 시간 내에서 지속되었던 ‘공자’의 특성을 기술하는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즉 ‘공자는 상을 당한 자의 곁에서 항상 배불리 먹지 않으신다’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33마)도 총칭적으로 해석되는 습관문이라 볼 수 있다. (33마)가 (33가˞라)와
다른 점은 낱개체-지시 명사구가 총칭문의 주어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중세 한

국어에서 총칭문의 주어 자리에 총칭명사구가 실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낱개체-지시

명사구가 실현되기도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다음으로 보조사 ‘-는’이 나타나는 총칭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는’이 출현한

총칭문들을 살펴보면, ‘-이’의 경우와 반대로 습관문보다 개체층위 술어가 사용된 어

휘특성문이 더 많다. 어휘특성문은 52회이며 습관문은 18회로 나타나는데, 예를 몇

보이면 다음과 같다.

(34) 가. 君子 急이를 周고 富 이 繼티 아니다 (君子 周急이오 不継冨이

라) <論語2:3a>

나. 君子 紺과 緅로  飾디 아니 시며 紅과 紫로  褻服도 디 아니 더
시다 (君子 不以紺緅로 飾시며 紅紫로 不以爲褻服이러시다) <論語2:54a>

다. 子ㅣ 샤 君子 器ㅣ 아니니라 (子ㅣ 曰 君子 不器니라) <論語1:14a>

라. 子ㅣ 샤 回 나를 돕 者ㅣ 아니로다 (子ㅣ 曰 回也 非助我者也ㅣ로

다) <論語3:2a>

마. Q: 季康子ㅣ 묻오 仲由 가히 여곰 政을 從얌즉 잇가 (季康子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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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 仲由 可使從政也與잇가)
A: 子ㅣ 샤 由 果니 政을 從홈애 므스거시 이시리오 (子ㅣ 曰 由也

 果니 於從政乎얘 何有ㅣ리오) <論語2:4b>
바. Q: 司馬牛ㅣ 君子를 묻온대 (司馬牛ㅣ 問君子대)
A: 子ㅣ샤 君子 憂티 아니며 懼티 아니니라 (子ㅣ 曰 君子 不

憂不懼ㅣ니라) <論語3:20a-20b>

사. 或이 오 雍은 仁고 佞티 몯도다 (或이 曰 雍也 仁而不佞이로다)

<論語1:40a>

(34가, 나)는 장면층위 술어가 사용된 습관문이다. (34가)는 ‘군자는 급한 이를 보태

주고, 부유한 이를 보태주지 않는다’ 정도의 의미를 나태낸다. 술어 ‘急이를 周
고 富 이 繼티 아니다’가 사용되며, 개별적인 사건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군
자’의 일반성을 나타낸다. (34나)도 마찬가지이다. ‘군자는 보라색과 붉은색으로써 꾸

미지 않으셨으며, 분홍과 자주색으로 속옷을 만들지 않으셨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군자의 생활 습관’을 나타낸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장면층

위 술어가 사용되었지만 개별적인 사건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일반성을 획득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한편 어미 ‘-더-’가 사용되어 과거의 사건을 나타냈지만, 이 역

시 (33마)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일정 시간 내에서 지속되었던 ‘군자’의 습성을 기술

하는 문장이라 할 수 있다.

(34다˞사)는 개체층위 술어가 사용된 어휘특성문이다. 우선 (34다)를 살펴보자. ‘공

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기물이 아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계사구가 술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군자’의 특정 속성에 대한 일반화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

다. (34라)도 마찬가지로 공자의 말씀인데, ‘안회는 나를 돕는(돕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 계사 술어문이다. (34다)가 ‘군자’란 집단의 일반성을 나

타내는 문장이라면, (34라)는 ‘안회’라는 개체의 일반성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중세

한국어의 보조사 ‘-는’은 이 두 경우의 총칭문에서 모두 실현된다.

(34마, 바)는 질문과 대답의 쌍으로 이루어진 대화이다. 우선 (34마)를 살펴보자.

계강자가 “중유는 가히 하여금 정치에 종사하게 할 만합니까?”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공자는 “중유는 과단성이 있으니 정치에 종사함에 무슨 문제가 있겠느

냐?”라고 대답하였다. 개체층위 술어 ‘果니’는 ‘由’의 본질적 속성을 나타내므로

(34마A)는 어휘특성문으로 이해된다. (34바)의 경우 사마우가 군자에 대하여 물었는

데 공자가 이에 대해 “군자는 근심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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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군자’의 본질적 속성을 나타내므로 (34바A)는 어휘특성문으로 이해된다.

(34마)가 ‘중유’라는 개체의 일반성을 나타내는 문장이라면 (34바)는 ‘군자’라는 집단

의 일반성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세 한국어에서 총칭문의 주어 명

사구가 낱개체-지시 명사구이든 총칭 명사구이든 상관없이 보조사 ‘-는’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4사)는 ‘어떤 사람이 말했다. 옹은 인덕이 있고 말솜씨가 없군요’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술어 ‘仁고 佞티 몯-’는 개체의 일반적 속성을 나타내는 형용사이므로

(34사)는 어휘특성문으로 이해된다.

이상을 통해 개별문의 화제는 주격 조사 ‘-이’로만 나타내는 반면에 총칭문의 화

제는 주격 조사 ‘-이’와 보조사 ‘-는’ 모두로 나타낼 수 있음을 보았다. 이를 통해 중

세 한국어에서 주격 조사 ‘-이’가 조금 더 넓은 범위를 가진 화제 표지로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論語諺解>를 대상으로 하여, 총칭문의 화제 표지로서의 ‘-이’

와 ‘-는’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우선 출현 빈도에 있어서 ‘-이’는 33회, ‘-는’은

70회로 후자가 더 많이 쓰인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실현되는

총칭문 중에서 어휘특성문은 12회, 습관문은 21회로 습관문에서 더 많이 쓰이는 경

향이 있다. 반면에, ‘-는’과 함께 실현되는 총칭문 중에서 어휘특성문은 52회, 습관문

은 18회로 어휘특성문에서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다.

4.3. ‘X-는’-대조

본고의 4.2에서는 정보구조의 입장에서 중세 한국어의 보조사 ‘-는’이 화제를 나타

낼 때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현대 한국어의 경우, 보조사 ‘-는’이 화제

뿐만 아니라 대조의 용법도 가진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고영근·구본관

(2009)에 따르면 현대 한국어에서 보조사 ‘-는’의 대조적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5) 가. 은행나무는 활엽수이고 소나무는 침엽수이다.

나. 철수는 과학은 잘한다.

(35가)는 ‘-는’이 대조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35나)처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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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될 자매 항목이 없을 때에는 ‘대조’의 기능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때 ‘-는’은 소

극적인 배제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즉, (35나)의 의미는 ‘철수는 과학은 잘하는데,

다른 과목은 못한다’라기보다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과학은 잘한다’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중세 한국어에서도 이 두 가지 용법이 모두 나타난다.

4.3.1. 대조의 확인

‘X-는’이 주어지면 X와 비교 가능한 대상의 집합이 상정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집합이 맥락상 제한적일 경우 ‘대조’의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 집합의 구성원

은 (35가)처럼 문면에 나타나기도 하고 (35나)처럼 암시적으로 상정되기도 한다. ‘-

는’은 이러한 집합을 배경으로 할 경우, 대체로 대조되는 대상이 선행어와 다른 가

치를 가진다는 함축 의미를 나타낸다. 즉 대조되는 대상이 선행어와 반대 가치의 의

미를 가지거나 믿을 만한 정보가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 관계는 선행어

외의 집합 구성원과 선행어를 대조하는 것이므로 흔히 ‘대조’의 의미 관계라고 불린

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제한적인 집합을 ‘대조 집합(contrast set/C-set)’이라 한

다. Rochemont(1986), Lambrecht(1994), Molnàr(2001) 등에서도 제한된 숫자의 후보

들을 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대조성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짚고 있다. 대조 집

합은 화자의 마음속에 명시적으로 존재하며 담화 맥락을 통해서 형성된다.

지금부터 (35가)와 같이 대조 항목들이 모두 문장 표면에 나타나는 경우부터 살펴

보도록 하자.

(36) 가. 保母 오고 傅母 아니 왯거늘 (保母至矣 傅母未至也) <三綱烈1>

나. 尊者  端正고 히 보랍거시 나  덧굿고 히 세요다 (尊
者顏貌端正 身體柔軟 而我形體醜陋 <釋迦:79b09>) <釋詳24:34b-35a>

다. 子ㅣ 샤 師 넘고 商 밋디 몯니라 (子ㅣ 曰 師也 過고 商也

 不及이니라) <論語3:7b>

라. 小人은 아븨누의게 나니오 뎌 어믜오라븨게 나니다 (小人是姑姑生的 他是

舅舅生的) <飜老上16a>

대조될 두 자매 항목이 문장 표면에 나타나는 경우는 현대 한국어나 중세 한국어

양쪽 모두에서 발견된다. (36가)의 술어는 모두 장면층위 술어인데 총칭적으로 해석

할 수 없다. 이점에서 앞서 다룬 화제의 ‘-는’과는 다르다. 이를 해석하면 ‘보모는 오



- 135 -

고 부모는 안 왔는데’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36나)에서는 ‘尊者’와 ‘나’가 대조를

이루며 이 두 개체가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를 드러낸다. ‘존자는 모양이

단정하고 살이 부드러우시지만 나는 모습이 몹시 추하고 살이 셉(거칩)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36다)는 ‘師와 다 商이 뉘 賢잇고’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

로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師’와 ‘商’은 서

로 대조되는 자매 항목이다. (36라)는 ‘누구 어믜오라븨게 난 식 누구 아븨누
의게 난 식고’라는 질문에 대해 ‘소인은 고모에게서 난 사람이고, 저쪽은 외숙부에
게서 난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화자를 가리키는 ‘小人’과 대화 현장에 있

는 제삼자를 가리키는 ‘뎌’가 서로 대조된다.

아래의 (37)도 (36)과 비슷한데, ‘나열’의 의미를 잘 보여 준다.

(37) 가. 은 뫼 우희셔 붑 티고 둘잿 은 오락가락 고 세잿 은 헤혀고져 고
넷잿 은   모도고져 니 내 바 닐오마 은 오 둘잿 은
다리우리오 세잿 은 오 네잿 은 바시리로다 (大哥山上擂鼓 二哥來來
去去 三哥待要分開 四哥待要一處 我猜大哥是棒錘 二哥是運鬥 三哥是剪子 四哥

是針線 你再說我猜着) <飜朴上39b>

나. 禮예 天子 열둘히오 諸侯 아호비오 卿大夫는 세히오 士 둘히니 내 남지

니 士ᅵ어니 두 겨집 두미 아니 올니여  겨지 닐굽 가짓 내티요미 잇고

남지 나토 내티요미 업스니 (禮天子十二 諸侯九 鄕大夫三 士二 吾夫士也

有二不亦宜乎 且婦人有七見去 夫無一去義) <三綱烈2>

다. 처 座애 오거늘 한 사미 세 疑心을 니 나 부톄 다시 나신가 고
둘흔 他方佛이 오신가 고 세흔 阿難이 成佛가 더니 (阿難當昇座已 尊諸

相好 現身如佛 衆見此瑞 則生三疑 一謂大師慈悲故 從涅槃起 爲我等輩宣甚深法

二謂他方諸佛如來我釋迦庵化故 而來此中宣揚妙法 三謂阿難轉身成佛爲衆說法耶)

<月釋25:10b>

(37)은 대조되는 자매 항목이 둘 이상인 경우로 ‘나열’의 의미가 드러난다. (37가)에

서는 ‘’, ‘둘잿 ’, ‘세잿 ’과 ‘넷잿 ’이 서로 대조된다. (37나)의 선행절에서는
‘天子’, ‘諸侯’, ‘卿大夫’와 ‘士’가 서로 대조되는 관계가 형성되며, 후행절에서는 ‘겨집’

과 ‘남진’이 또 다른 대조 관계를 형성한다. (37다)는 수사 뒤에 ‘-는’이 온 경우이다.

이숭녕(1966: 15)에서는 중세 한국어에서 수사에는 ‘-는’이 절대적인 빈도로 연결된

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같이 수사에 ‘-는’이 자주 연결되는 이유가 다른 자매항이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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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수사 자체의 의미론적 대립의식76) 때문이라고 설

명하면서, 이때의 ‘-는’은 대조적 의미를 수반한다고 하였다.

한편, 하귀녀(2005)에서는 ‘-는’의 대조적 의미 기능과 관련하여 두 대조 항목이

모두 문장 표면에 드러난 (36)과 (37)에 해당되는 예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문면

에 ‘-는’ 성분이 한 번만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화제로 다룰 수는 없다. 이하에서는

‘X-는’이 한 번만 나타났지만 여전히 대조로 해석하는 예들을 살펴볼 것이다.

‘X-는’의 ‘X’와 대조되는 요소는 문장 표면에서 ‘X-는’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격

조사 등과 같은 다른 형식을 취하거나, 아예 문장 표면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화자가 명시적인 대조 항목들의 집합을 가정하고 있기만 하면 대조 의미가 성립되

는데, 이는 제한된 숫자의 후보들을 가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대조성의 가장 중요

한 요건이기 때문이다. 다음 예는 서로 대조되는 자매 항목 중 하나만이 ‘X-는’ 형

식을 취한 경우들이다.

(38) 가. 冉有ㅣ 오 夫子ㅣ77) 欲건 우리 二臣은 다 欲디 아니노이다 (冉有ㅣ

曰 夫子ㅣ 欲之언뎡 吾二臣者 皆不欲也ㅣ로이다) <論語4:16b-17a>

나. 그리호마 나 믈 기르라 가노라 네  가져오라 (那般着 我打水去 你將馬來)

<飜老上35a>

다. 이  짐 브리우고 오 느추고 마함 벗기고 이 긼 노하 플 먹게 고
나 야 보게 고 다니 다 이 가의 드러가 무르라 가져 (這馬都卸

下行李 松了肚帶 取了嚼子 這路旁邊放了 着喫草着 教一箇看着 別的都投這人家

問去來) <飜老上39b>

라. 오직 魔王이 世尊  瞿曇아 나 一切 衆生이 다 부톄 외야 衆生이

업거 菩提心 發호리라 더라 <釋詳6:46b>
마. 俱夷 …… 니샤 내 이 고 나리니 願 내 生生애 그딧 가시 외아
지라 善慧 對答샤 내 조 뎌글 닷가 일업슨 道理 求노니 죽사릿

因緣은 듣디 몯호려다 (卽語之曰 我今當以此花相與 願我生生常爲君妻 善慧答言
我修梵行 求無爲道 不得相許生死之緣 <大一:445a14>) <月釋1:11a-11b>

(38가, 나)에서는 ‘X-는’과 대조되는 요소는 주격 조사 ‘-이’를 취하였고 (38다)에서

는 대격 조사 ‘-를’과 통합되었으며 (38라, 마)에서는 아예 문장 표면에 나타나지 않

76) 예컨대 ‘낳’은 ‘둟’이나 ‘셓’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77) 여기서 夫子는 계씨(季氏)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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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38가)의 앞 문맥에서는 공자가 제자에게 ‘전유는 옛날 선왕이 동쪽 몽산의 제주

로 삼으셨고, 또 노나라 땅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 사직의 신하를 어찌 정벌하겠느

냐’고 책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 冉有가 (38가)와 같은 문장으로 대답한 것이

다. 즉 ‘계씨가 바라는 것이지, 저희 두 신하는 다 바라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계씨를 가리키는 ‘夫子’와 공자의 제자인 冉有와 季路를 가리킨 ‘우리 二臣’이 서로

대조되는 자매 항목이다. 문맥상 제한된 대조 집합이 형성되기 때문에 ‘-는’을 충분

히 ‘대조 표지’로 해석할 수 있다. (38나)는 ‘나는 물을 길으러 가겠네. 당신들은 말

을 끌고 오게’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나’와 ‘네’가 서로 대조되는 요소임을 쉽게 확

인할 수 있고, 대조로 해석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38다)는 ‘한 사람을(은) (말을) 지키게 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 집에 들어가 물어

라’ 정도로 해석되며, 여기서 ‘낳’과 ‘다니’를 대조항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
니’와 대조되는 요소인 ‘낳’은 대격 조사 ‘-’을 취하고 있다.
(38라)의 경우, ‘나’과 대조되는 요소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부처의 말씀 들은

중생’이라는 집합을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선 문맥에서 魔王과 같이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人間이며 天上이며 一切 모딘 귓것’을 볼 수 있다. 즉 전체 문맥을 ‘모

든 중생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준수하였는데 오직 魔王이 반대된 행동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人間, 天上, 모딘 귓것, 魔王 …… }이라는 대

조 집합이 생기면서 魔王을 지칭하는 ‘나’가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다른 중생’과 대

조된다. (38마)에서는 구이가 선혜에게 꽃을 주는 조건으로 세세생생 선혜의 아내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선혜는 “내가 깨끗한 행실을 닦아 세상 일과 인연을

끓는 도리를 구하니, 죽살이의 인연은 듣지 못하겠도다”라고 답하고 있다. 여기서

‘죽사릿 因緣’에 대하여 ‘부부가 되어 삶은 행실이 깨끗하지 못하여 윤회를 벗지 못

하는 근원이므로 ‘생사의 인연’이라 하는 것이다’라는 주석이 이어진다. 따라서 ‘다른

것은’ 몰라도 ‘죽살이의 인연은’ 듣지 못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즉, ‘죽살이의 인

연’보다 낮은 요구이면 들어줄 수도 있는데 ‘죽살이의 인연은’ 듣지 못하겠다는 의미

로 이해할 수 있다. (38마)의 ‘-는’은 바로 이런 대조의 의미를 드러낸다.

아래의 예에서도 대조되는 요소 중 하나에만 보조사 ‘-는’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

나 (39)는 두 가지 상황이나 사건의 대조라는 점에서 앞의 예와는 차이가 있다.

(39) 가.  이리 놉고 앏픠 아므란 뎜도 업스니 우리 그저 뎌 가의 가  밧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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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조 밥 지 먹고 가져 (日頭這般高了 前頭又沒甚麽店子 咱們則投那人家糴些

米 自做飯喫去來) <飜老上39a-39b>

나. 쥬 님 우리 여러 길 녈 사미 이 느즌듸 일즉 아밥을 몯 머거 잇고 앏
픠  아란 뎜도 업슬 우리 부러 오소니 아려나 져기  밧괴여 주

어든 밥 지 머거지라 (主人家哥 我幾箇行路的人 這早晚不曾喫早飯 前頭又沒

甚麽店子 我特的來 怎生糴與些米做飯喫) <飜老上39b-40a>

(39)는 두 개체의 대조라기보다는 두 사건이나 상황이 서로 상반되는 가치를 가질

때 생기는 대조를 나타낸다. (39가)에서는 ‘해가 이렇게 높아지는 것’과 ‘앞에 아무런

점(식당)도 없는 상황’이 서로 대조되며, (39나)에서는 ‘아침이 이렇게 늦었는데 아직

아침밥을 먹지 못한 상황’과 ‘앞에 아무런 점(식당)도 없다는 상황’이 서로 대조된다.

따라서 ‘’과 ‘앏픠’이 대조의 보조사 ‘-는’을 취한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다만

‘-는’을 취한 성분이 다른 무엇인가와 대조된다기보다는, ‘-는’을 취한 성분을 포함한

그 전체 상황이 하나의 개체로 취급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는’이

관할하는 영역이 선행어에 그치지 않고 선행어를 포함한 전체 절에까지 영향을 미

친 셈이다.

위의 (38) 및 (39)와 같이 ‘X-는’이 한 번만 나타나는 경우를 ‘대조’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아래의 (40)에서 찾아볼 수 있다.

(40) 가. 치 겨레 오 오시 업소 어버 滋味 더라 (隆冬盛寒 身無全

衣 而親極滋味) <三綱孝19>

가' 겨이면 …… 몸의 셩 오시 업되 어버의게 맛 됴흔 음싀이 긋지 아

니더라 <三綱英孝19>
나. 岳秀려 닐오 리 나가라 尹氏 子孫 업소미 몯리라 나 나랏 恩惠 
受니 義예 주거 맛니라 (謂其弟岳秀曰 可急去 不可使尹氏無後 吾

受國厚恩 義當死) <三綱忠23>

나'. 악슈려 닐너 오 너 급히 라나 문호을 보젼라 나 나라 은혜 
닙어시니 맛당히 죽으리라 <三綱英忠23>

(40가)와 (40나)는 <三綱行實圖>의 성종판 초간본인데 1481년의 문헌이고 (40가')과

(40나')은 영조판 중간본인데 1730년의 문헌이다. 여기서는 같은 내용을 두고 서로

다른 조사가 선택된 것을 볼 수 있다. (40가)에서 ‘王延이 자기는 온전한 옷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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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부모에게는 맛있는 음식을 바치는 것’은 대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를

18세기 영조판 문헌에서 ‘몸의  …… 어버의게 ……’으로 언해하고 있다. 마찬가
지로 (40나)에서 ‘윤씨 자손이 다 없어지는 것’과 ‘나는 나라의 은혜를 받았으니 의

리상 죽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대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를 18세기 문헌인

영조판에서 ‘너 …… 나 ……’으로 달리 언해한 점을 통해 방증할 수 있다.
그러나 박준혁(1983)에서는 ‘主題-對照’라는 제목하에서 ‘-는’을 다루면서 (38)이나

(39)와 같이 ‘-는’이 한번만 나타난 문장들에 대해서 ‘대조의 관계가 있으나 대조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에서 ‘녀느 하랫 지븐 업

고 네찻 하랫 지비 잇더라 <釋詳6:36>’와 같은 예를 들어, ‘대조절로서 후행절의

서술어 ‘잇다’의 존재·단정의 의미적 원인에서 기인한 듯하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38˞39)의 경우는 술어가 존재적 의미를 나타내는 ‘잇다/업다’가 아니

다. 따라서 대조되는 두 자매 항목이 모두 ‘-는’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떤 특별

한 술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중세 한국어에서 ‘대조’를 드러내는 일반적 방식이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본고의 입장과 비슷한 논의로는 고영근(2010)

이 있다. 고영근(2010)에서는 ‘나 어버 여희오  그에 브터 사로 <釋詳
6:5a>’와 같은 예에 대해 화자 야수가 자신을 남과 대조하여 ‘서술부의 내용이 다름’

을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는’을 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앞서 본고에서는 ‘-는’이 주로 총칭문에서의 화제 표지로만 사용되었다고 주장하

였다. 즉, ‘철수에 대해 말하자면 그는 운동하고 있다’의 의미를 가진 ‘철수는 운동하

고 있다’와 같은 예는 중세 한국어에서 나타나지 않다는 뜻이다. 이에 따르면 초점

분열문 등 몇몇 특수 구문을 제외하면 ‘-는’은 개별문에서 잘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는’의 쓰임이 ‘화제’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대조’

일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즉, ‘영희는 공부하고 있는데 철수는 운동하고 있다’의

의미를 가진 ‘철수는 운동하고 있다’와 같은 예는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제

시된 예들 중에는 장면층위 술어를 취한 개별문에서 주어 명사구 뒤에 ‘-는’을 취한

경우가 있었다. 편의를 위해 해당 예의 일부를 다시 가져오기로 한다.

(41) 가. 保母 오고 傅母 아니 왯거늘 (保母至矣 傅母未至也) <三綱烈1>

나. 오직 魔王이 世尊  瞿曇아 나 一切 衆生이 다 부톄 외야 衆生이

업거 菩提心 發호리라 더라 <釋詳6:46b>
다. 그리호마 나 믈 기르라 가노라 네  가져오라 (那般着 我打水去 你將馬來)

<飜老上3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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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가)는 장면층위 술어인 ‘오다’를 취하고 있으며 전체 문장은 개별문으로 해석된

다. (41나, 다)도 모두 장면층위 술어가 사용된 개별문인데 주어 명사구 뒤에 보조사

‘-는’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41)은 ‘대조’로 해석되는 예들

이다. 즉 중세 한국어에서 개별문에서의 ‘X-는’ 성분은 대체로 대조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다. 중세 한국어의 보조사 ‘-는’은 총칭문에서의 화제 표지로만 쓰였다는 점

과 개별문에서 대조 표지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는 중세 한국어에서 ‘대조’를 드러내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세 한

국어에서 서로 대조되는 두 요소 뒤에는 모두 대조의 보조사 ‘-는’을 취할 수도 있

고, 그 중 하나만 ‘-는’을 취하고 또 하나는 다른 형식을 취하거나 문장 표면에 나타

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제한된 대조 집합이 문맥에 존재

하느냐의 여부이다. 그리고 앞서 ‘-는’이 화제와 함께 실현될 경우 주로 총칭문에서

나타났음을 밝혔는데, 개별문에 나타난 ‘-는’의 경우에는 대조 표지라는 것을 강조하

였다. 이제부터 이러한 대조의 의미 기능과 정보구조의 관계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4.3.2. 대조와 정보구조

앞서 다룬 (36)의 각 예들은 두 대조 항목이 모두 ‘-는’과 함께 나타난다는 공통점

을 갖지만, 정보구조적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진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38)의 경

우들도 두 대조 항목 중에 하나만 ‘-는’으로 나타난다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지만, 정

보구조적으로 모두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편의상 (36)와 (38)의 일부를

다시 가져오기로 한다.

(42) 가. 子ㅣ 샤 師 넘고 商 밋디 몯니라 (子ㅣ 曰 師也 過고 商也

 不及이니라) <論語3:7b>

나. 小人은 아븨누의게 나니오 뎌 어믜오라븨게 나니다 (小人是姑姑生的 他是

舅舅生的) <飜老上16a>

(43) 가. 오직 魔王이 世尊  瞿曇아 나 一切 衆生이 다 부톄 외야 衆生이

업거 菩提心 發호리라 더라 <釋詳6:46b>
나. 그 살 마 弓手를 보니 그 사 왼 독애 살 마자 얏고 은 티
아니돗더라 (看那射着的弓手 那人左胳膊上射傷 不曾傷了性命) <飜老上30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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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가)는 ‘師와 다 商이 뉘 賢잇고’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즉 ‘師와 商 중
누가 현명합니까’라는 질문에 대답으로, ‘師는 지나치고 商은 미치지 못한다’로 해석

된다. 여기서 ‘師’와 ‘商’은 질문과 대답의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하여 관계적으로 이

미 주어진 구정보이며 화제이다. 동시에 서로 대조되고 있기에 ‘대조 화제

(contrastive topic)’인 것으로 파악된다. (42나)는 ‘누구 어믜오라븨게 난 식 누

구 아븨누의게 난 식고’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즉 ‘어느 쪽이 외숙부의 자

식이고, 어느 쪽이 고모의 자식인고?’와 ‘소인은 고모에게서 난 사람이고, 저쪽은 외

숙부에게서 난 사람입니다’라는 질문-대답의 쌍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小人’

과 ‘뎌’는 질문이 요구하는 답이므로 관계적으로 새로운 정보, 즉 초점이다. 동시에

‘대조’의 의미가 덧붙어 있으므로 ‘대조 초점(contrastive focus)’임을 알 수 있다.

(43가)에서 마왕을 지시하는 ‘나는’은 화제인데, ‘人間이며 天上이며 一切 모딘 귓

것’과 비교되는 ‘대조’의 의미가 덧붙어 대조 화제가 된다. (43나)는 집주인이 손님에

게 강도를 잡는 이야기를 들려준 것이다. 이는 ‘화살을 맞은 병사를 보니 그 사람의

왼쪽 팔뚝에 살을 맞아 다쳤을 뿐이고 생명은 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그 사 왼독애 살 마자 얏고 은 티 아니돗더라’는
손님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정보이다. 새로운 정보 안에서 ‘독애 살 마자 얏고’
와 ‘은 티 아니돗더라’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대조 초점이라 할

수 있다.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한국어에서 대조는 대조 화제에만 나타난다고 주장한 견해(이정민1999, 2000, 정희

원 2001 등)도 있지만, 앞서 2장에서는 새로운 정보인 초점에 얹혀 대조 초점으로

실현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다.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은 모두 보조사 ‘-는’

으로 표시되고, 모두 정보의 일부분만이 제공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양자를 구별해야 하는 것은, 하나는 관계적 구정보를 나타내고 다른 하

나는 관계적 신정보를 나타내어 기본적인 정보구조적 성격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중세 한국어의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의 정보구조적 특성에 대해서는 각

각 4.3.2.1와 4.3.2.2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4.3.2.1. 대조 화제

전형적인 대조 화제는 이전 발화에서 논의 중이었던 화제의 일부분만을 다시 화



- 142 -

제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때 대조 집합이 생기게 되는데, 화제를 구성하는 둘 이상

의 구성원을 가진 집합에서 구성원들 간에 서술 내용이 다르거나 진리치가 상반되

는 것으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대조적인 화제가 실현된다. 이제부터는 중세 한국어의

대조 화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44) 가. Q: 子ㅣ 子貢려 닐어 샤 네 回로 더브러 뉘 愈뇨 (子ㅣ 謂子貢曰 女
與回也로 孰愈오)

A: 對야 오 賜는 엇디 敢히 回를 라잇고 回 나흘 믈어  열흘
알고 賜 나흘 들어  둘흘 아이다 (對曰 賜也 何敢望回링잇고 回

也 聞一以知十고 賜也 聞一知二노다) <論語1:43a>
나. Q: 子貢이 묻오 師와 다 商이 뉘 賢잇고 (子貢이 問師與商也ㅣ 孰賢

이닝잇고)

A: 子ㅣ 샤 師 넘고 商 밋디 몯니라 (子ㅣ 曰 師也 過고 商
也 不及이니라) <論語3:7b>

(44가Q)에서 공자는 자공에게 “너와 안회 중에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느냐”고 묻고

있다. 이에 대하여 자공은 (44가A)에서 “제가 어찌 감히 안회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

까? 안회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고, 저는 하나를 들으면 둘을 알 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의문사 ‘뉘’가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대신에 초점이 될

법한 두 요소를 다시 화제로 세워 언급하는 구조로 문장을 바꾼 것이다. (44가A)에

서 밑줄 그은 ‘回’와 ‘賜’는 모두 선행 질문에서 언급되었던 화제의 일부분을 다시

화제로 선택한 것이다. 즉 (44가A)는 각각 ‘回’에 대한 것과 ‘賜’에 대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으므로, ‘回’와 ‘賜’는 명확한 대조 화제이다.

(44나)도 비슷한 정보구조를 가진 질문-대답의 쌍이다. (44나Q)에서 자공은 공자

에게 “사(子張)와 상(子夏)이 누가 현명합니까”라고 질문하였는데, (44나A)에서 공자

는 이에 대해 “사는 지나치고 상은 미치지 못한다”고 대답하였다. ‘뉘’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에 초점이 될 법한 ‘師’와 ‘商’에 대해 언급하는 문장, 즉

화제-초점 구조로 바꾸어서 대답한 것이다. 그리고 ‘師’와 ‘商’은 모두 (44나Q)에서

언급한 화제의 일부분으로 대조 화제가 된다.

대조 화제에는 셋 이상의 자매 항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나열’의 의미

를 지닌 대조 화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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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가. 은 뫼 우희셔 붑 티고 둘잿 은 오락가락 고 세잿 은 헤혀고져 고
넷잿 은   모도고져 니 내 바 닐오마 은 오 둘잿 은
다리우리오 세잿 은 오 네잿 은 바시리로다 (大哥山上擂鼓 二哥來來
去去 三哥待要分開 四哥待要一處 我猜大哥是棒錘 二哥是運鬥 三哥是剪子 四哥

是針線 你再說我猜着) <飜朴上39b>

나. 처 座애 오거늘 한 사미 세 疑心을 니 나 부톄 다시 나신가 고
둘흔 他方佛이 오신가 고 세흔 阿難이 成佛가 더니 (阿難當昇座已 尊諸

相好 現身如佛 衆見此瑞 則生三疑 一謂大師慈悲故 從涅槃起 爲我等輩宣甚深法

二謂他方諸佛如來我釋迦庵化故 而來此中宣揚妙法 三謂阿難轉身成佛爲衆說法耶)

<月釋25:10b>

(45가)는 <飜譯朴通事>에서 가지고 온 수수께끼이다. (45가)의 전반부에서는 “맏형

은 산 위에서 북 치고, 둘째 형은 오락가락하고, 셋째 형은 헤치고자 하고, 넷째 형

은 한데 모으고자 하는 것은?”의 내용으로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뒤에 “맏형은 방

망이이고, 둘째 형은 다리미고, 셋째 형은 가위고, 넷째 형은 바늘과 실이다”라는 해

답이 덧붙어 있다. 대답에서의 ‘맏형, 둘째 형, 셋째 형, 넷째 형’은 모두 대조 화제

이며, 이들 뒤에 모두 대조의 표지 ‘-는’이 나타난다. (45나)도 마찬가지로 밑줄 그은

‘X-는’ 성분이 모두 대조 화제이다. 전반부의 ‘처음 좌에 오르거늘 많은 사람이 세

가지 의심을 하는데’ 부분에서 이미 ‘세 가지 의심’을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서로 대조되는 항목이 셋 있는 셈이다.

대조 화제는 질문-대답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하여성을 지닌 성분

뒤에 ‘-는’을 취하면서 이들과 대조되는 자매 항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대조 화제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46) 가. 子ㅣ 샤 回 그 이 석을 仁에 어글웃디 아니고 그 나 이
날이며 로 니를 이니라 (子ㅣ 曰 回也 其心이 三月不違仁이오 其餘則

日月至焉而已矣니라) <論語2:4a>

나. 子ㅣ 샤 이 聞이라 達이 아니니라 達이란 거슨 質며 直고 義 
됴히 너기며 말을 피며 빗츨 보와 慮야  사의게 下니 邦애

이셔도 반시 達며 家애 이셔도 반시 達니라 聞이란 거슨 色으로 仁

 取호 行이 違고 居야 疑티 아니니 邦애 이셔도 반시 聞며
家애 이셔도 반시 聞니라 (子ㅣ 曰是 聞也ㅣ라 非達也ㅣ니라 夫達也

者 質直而好義여 察言而觀色야 慮以下人니 在邦必達며 在家必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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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라 夫聞也者 色取仁而行違오 居之不疑나니 在邦必聞뎌 在家必聞이

니라) <論語3:30a-30b>

다. 王과 님과 남 氣韻이실 길흘 디 아니커시니와 나 宮中에 이 제
두 거르메셔 너무 아니 걷다니 오날 두 나랏 예 허튀 긷티 븟고

바리 알 길흘 몯 녀리로소다 <月釋8:93b-94a>

(46)은 질문-대답의 쌍이 아니지만, 전후 문맥을 통해 이들이 화제이자 대조라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46가)는 화자인 공자의 마음속에 {안회, 나머지 제자}의 집합을

두고 한 발화라고 할 수 있다. 즉 ‘안회’와 ‘나머지 사람’의 대조가 형성된다. 이 문

장은 “안회는 그 마음이 석 달 동안 인을 어기지 않고, 그 나머지 사람은 하루나 한

달에 이를 따름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 (46나)에서는 선행 문장에서 ‘聞’과 ‘達’이 주

어졌는데, 이들을 다시 해석하는 문장이 후행하고 있다. 즉 ‘達이라고 하는 것은

…… 聞이라고 하는 것은 ……’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대조 화제이

다. (46다)는 {王과 님, 나}의 대조 집합을 상정한 발화이다. ‘남 氣韻이실 길
흘 디 아니커시니와’와 ‘宮中에 이 제 두 거르메셔 너무 아니 걷다니 오날
두 나랏 예 허튀 긷티 븟고 바리 알 길흘 몯 녀리로소다’는 각각 ‘王

과 님’과 ‘나’에 대한 신정보이다. 반대로 ‘王과 님’과 ‘나’는 화제인데, 이들은 서
로 대조된다. 즉 ‘王과 님’은 술어와는 ‘화제-초점’ 구조를 이루며 ‘나’와는 ‘대조’를
이룬 것이다.

다음으로 대조항 중의 하나만이 ‘-는’을 동반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두 요

소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만을 명시적으로 선택하여 대답을 하게 되면,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요소에 대해서는 다른 가치를 가진 답변을 함축하게 된다.

(47) 가. Q: 孔子ㅣ 샤 …… 이 社稷ㅅ 臣이니 엇디  伐리오 (孔子ㅣ 曰 ……
是ㅣ 社稷之臣也ㅣ니 何以伐爲리오)

A: 冉有ㅣ 오 夫子ㅣ 欲건 우리 二臣은 다 欲디 아니노이다 (冉有ㅣ
曰 夫子ㅣ 欲之언뎡 吾二臣者 皆不欲也ㅣ로이다) <論語4:16b-17a>

나. A: 내 믈기리 닉디 몯호라 네 몬져 믈 기르라 가라 우리 둘히  잇거 가마

(我不慣打水 你先打水去 我兩箇牽馬去) <飜老上34b>

B: 그리호마 나 믈 기르라 가노라 네  가져오라 (那般着 我打水去 你將馬

來) <飜老上35a>

다. 이  짐 브리우고 오 느추고 마함 벗기고 이 긼 노하 플 먹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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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야 보게 고 다니 다 이 가의 드러가 무르라 가져 (這馬都卸

下行李 松了肚帶 取了嚼子 這路旁邊放了 着喫草着 教一箇看着 別的都投這人家

問去來) <飜老上39b>

(47)은 모두 ‘X-는’이 한번만 나타난 경우이다. (47가)의 선행 문맥에서 ‘冉有와 季

路’는 공자에게 찾아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계씨가 장차 전유를 정벌하려고 한다

는 소식을 전한다. 이어 (47가Q)의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공자는 그 두 제자를

책망하면서 “(전유는) 사직의 신하인데, 어찌 정벌하겠느냐”고 질문한다. 이에 대해

(47가A)에서는 염유가 “계씨가 바라는 것이지, 저희 두 신하는 다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한다. 여기서 “계씨가 바라는 것이다”는 (47가Q)의 질문에 대한 완전한 대

답이다. 뒤이어 나온 “우리 二臣은 다 欲디 아니노이다”에서 ‘우리 二臣은’은 선행

담화와의 연결 고리인 화제이며, ‘다 欲디 아니노이다’는 화제에 대해 언급하는 내
용이다. 따라서 ‘우리 二臣’은 앞서 나온 ‘夫子’와 대조되면서 후행하는 ‘다 欲디 아

니노이다’와 화제-초점 관계를 형성한다. (47나A)는 화자의 의견을 제시한 문장이

며 (47나B)는 그 의견을 받아들인 발화이다. ‘나’는 선행 담화에서 도입된 화청자를

포함한 집합의 일부이며 ‘네’와 대조 관계를 형성한다. 동시에 (47나B)는 ‘나’에 대한

문장이므로 ‘나’은 대조 화제이다. (47다)는 {낳, 다니}라는 집합이 상정된 발

화이다. ‘다니’는 술부인 ‘다 이 가의 드러가 무르라 가져’와 ‘화제-초점’ 관계를

가지면서 앞의 ‘낳’과는 대조 관계를 가진다. 즉 ‘다니’는 대조적 화제로서 표면

적으로 ‘-는’이 명시되지 않은 ‘낳’과 대조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상황 화제인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자.

(48) 가. 아바님 겨 저긔 쳔랴 그지 업더니 이제 庫앳 거시 다 뷔여갈 (阿爺在
日 錢財無數 卽今庫藏 竝欲空虛 <目連: 10>) <月釋23:72b>

나. 갓가이 父를 事홈이며 멀리는 君을 事홈이오 (邇之事父ㅣ며 遠之事君이오)

<論語4:36b>

시간, 공간 등을 뜻하는 단어를 상황 화제로 설정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정보구조적

특징이다. (48가)를 해석하면 ‘아버님이 계실 적에 재물이 그지없더니 이제는 창고의

것이 다 비어가는데’로 나타낼 수 있다. ‘이제’은 시간이 화제가 된 것이며 ‘아바님
겨 저긔’와 대조된다. (48나)는 ‘가까이는 아버지를 모심이며, 멀리는 임금을 섬김

이고’로 해석된다. ‘갓가이’와 ‘멀리’는 ‘추상적 거리’를 나타내며 공간적인 의미를 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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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라고 말할 수 있다. 즉 ‘갓가이’과 ‘멀리는’이 모두 상황 화제이면서 서로 대조
되는 대조 화제이다.

이상으로 대조 화제의 ‘X-는’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X-는’ 성분은 문장 안에

서 다른 성분과 ‘화제-초점’ 구조를 이룬다. 이전 발화를 통해 ‘X-는’ 성분이 포함된

대조 집합이 생기게 되는데, ‘X-는’ 성분은 집합 안에 있는 다른 구성원과 대조의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X-는’ 성분은 대조 화제로 해석된다.

4.3.2.2. 대조 초점

화제에 대해 신정보로서 초점이 서술된다는 것은 여러 가능한 정보들 중에서 선

택된 하나의 정보가 화제에 부여됨을 뜻한다. 따라서 이러한 초점의 개념에는 ‘대조

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초점에 얹힌 대조, 즉 대조 초점은 보통의

초점과는 달리 대안 집합의 원소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도 암시적으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부터 구체

적인 예를 통해 중세 한국어의 대조 초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49) 가. 俱夷 …… 니샤 내 이 고 나리니 願 내 生生애 그딧 가시 외아
지라 善慧 對答샤 내 조 뎌글 닷가 일업슨 道理 求노니 죽사릿

因緣은 듣디 몯호려다 (卽語之曰 我今當以此花相與 願我生生常爲君妻 善慧答言
我修梵行 求無爲道 不得相許生死之緣 <大一:445a14-16>) <月釋1:11a-11b>

나. 너 이 팔  됴타 일애 옷밥이 낟디 아니고 간난티 아니려니와
벼 슈 업다 오직 호미 맛고 나드리도 훤츨타 (你這八字十

分好 一生不少衣祿 不受貧 官星沒有 只宜做買賣 出入通達) <飜老下71ab>

다. 對야  方이 六七十과 혹 五六十에 求ㅣ 면 三年을 미츰애 다라
可히 여곰 民을 足게 려니와 만일 그 禮와 樂애  君子를 俟호리이다

(對曰 方六七十과 如五六十애 求也ㅣ 爲之면 比及三年可使足民이어니와 如其

禮樂앤 以俟君子호리이다) <論語3:14b-15a>

라. 이듬예 건애 옴겨 가도왓니 미 밀오 이 이 구위예 드러  도
외리로다 대 니시 듣고 두 아 지며 우더니 자위 닐오 비록 드러도 구

윗과원의 겨지 일 될 거시니 엇 우뇨 (明年 徙囚建康 或指李言曰 是當
沒入矣 李聞之 撫二子凄然而泣 左右曰 雖沒入 將不失爲官人妻 何泣也) <三綱

宣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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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Q: 네 異姓 四寸兄弟어시니 누구 어믜오라븨게 난 식 누구 아븨누의게
난 식고 (你是姑舅弟兄 誰是舅舅上孩兒 誰是姑姑上孩兒) <飜老上16a>

A: 小人은 아븨누의게 나니오 뎌 어믜오라븨게 나니다 (小人是姑姑生的

他是舅舅生的) <飜老上16a>

(49)의 ‘X-는’ 성분은 모두 문중에 있다. (49가, 나, 라)는 ‘-는’이 명사 바로 뒤에 결

합되었고, (49다)는 격조사 ‘-애’ 뒤에 결합되었고, (49마)는 대명사 뒤에 결합되었다.

(49가)에서 구이는 “이 꽃을 드리겠으니, 원컨댄 내 세세생생에 그대의 아내가 되

고 싶다”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선혜는 “내가 깨끗한 행실을 닦아 세상일과 인연

을 끊는 도리를 구하니, 죽살이의 인연은 듣지 못하겠도다”라고 대답하였다. 즉, (49

가)는 구이의 요청(바람)과 선혜의 대답으로 이루어진 대화로 이해할 수 있다. 요청

에 대한 대답은 의문사에 대한 대답과 정보구조가 다를 수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49가)와 비슷한 상황을 가정해보자. 가령 ‘오늘 청소 해주세요’라는 요청에 ‘나는 오

늘 과제가 많아서 청소는 못해요’라고 대답할 때, ‘청소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오늘

과제가 많아서 못해요’보다는 ‘나에 대해서 말하자면 오늘 과제가 많아서 청소를 못

해요’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즉, ‘청소’에 대한 문장이라기보다는 ‘나’에 대

한 문장으로 이해되므로 ‘청소’는 초점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다른 격조사를 취할 경

우와 비교할 때 ‘청소는’은 다른 무엇인가와 대조되고 있다는 느낌이 있다. 이것이

바로 초점에 얹힌 대조, 즉 대조 초점의 특성이다. 이에 따라 (49가)의 선혜의 대답

에서 ‘죽사릿 因緣’도 초점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보조사 ‘-는’을 통해 대조적 의미가

느껴지는데, ‘다른 요구는 몰라도 죽살이인연은 안 된다’ 정도를 가정할 수 있을 것

이다.

(49나)를 해석하면 ‘당신의 팔자가 참으로 좋네. 일생 동안 입을 것과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가난하지 않겠지만 벼슬할 운수는 없소 ……’로 나타낼 수 있다. (49

나)는 사주 보는 상황에서 한 발화이다. 즉 ‘당신의 팔자에 대해 말하자면 …… ’으

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너 이 팔’가 화제이고 나머지는 신정보로서 초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초점 안에 포함된 ‘벼 슈’은 다른 무엇인가와의 대조적 의미
를 수반하는데, 실제로 (49나)의 후반부에서 ‘오직 장사하는 것이 마땅하고 여행하는

것도 모두 순조로울 것이오’라는 내용이 나온다. 즉 ‘벼슬할 운수는 없다. (반면) 장

사하는 것이나 여행하는 것이 모두 순조롭다’의 대조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

다.

(49다)는 공자가 제자들에게 ‘각각 그 뜻을 말해 보아라(각각 그 을 닐올 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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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라는 문맥에서 ‘求’가 대답한 내용이다. 번역하면 “대답해 말하기를, 사방 60˞70
리, 또는 50˞60리 넓이의 나라라면 삼 년 안으로 가히 백성으로 하여금 풍족하게 할
수 있으나 예와 악에는 군자를 기다리겠습니다”와 같다. 즉 ‘구는 백성으로 하여금

풍족하게 할 수 있으나 예와 악에는 못한다’의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

로 초점의 대조로 이해된다.

(49라)를 해석하면 ‘이듬해에 건강에 옮겨 가두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응당 관가에 들여서 종이 되게 하겠구나”하였다. (이씨가) 듣고서 두 아들을

만지며 울고 있으니 옆 사람들이 말하기를 “비록 들어가도 관청관원의 아내는 반드

시 될 터인데 어찌 우느냐?” 하였다’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즉 ‘그 이상은 아닐지

몰라도 관청관원의 아내는 반드시 될 것이다’의 내용으로 이해된다. ‘구윗과원의 겨

지’에 다른 무엇인가와 대조하는 의미가 포함된다.
(49마Q)에서 “당신들이 이성(異姓) 사촌 형제 사이라면 어느 쪽은 외숙부의 자식

이고, 어느 쪽은 고모의 자식인가?”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49A)에서 “소인

은 고모에게서 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외숙부에게서 난 사람입니다”라 대답하였다.

보조사 ‘-는’을 취한 ‘小人’과 ‘뎌’는 의문사 ‘누구’가 요구하는 대답인 동시에 서로

대조되는 자매 항목이므로 분명히 대조 초점이다.

(49)의 ‘X-는’은 초점이기에 대안 집합이 도입되지만, 보통의 초점과는 달리 대안

집합의 원소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머지 원소들에 대해서도 일정

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선택된 원소와 나머지 원소와의 대조가 형성된다. 즉,

‘X-는’ 요소는 대조 초점이다.

(49)에서는 체언 뒤에서 대조 초점의 표지로 사용되는 ‘-는’을 살펴보았는데, 아래

에서는 용언 뒤에 연결되는 ‘X-는’ 성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 (50)은 하귀녀

(2005)에서 ‘주제’로 다뤄진 예들이다. 그러나 본고는 하귀녀(2005)의 견해와는 달리,

문중에 온 ‘X-는’ 성분들이 모두 관계적 신정보인 초점인 것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다른 항목과 대조적 의미가 드러나므로, 대조 초점인 것으로 볼 수 있다.

(50) 가. 나도 사라 인노라 커니와  라리 머니 견가 시브디 아니예라 <順天

54>

나. 음식 아니 먹그면 죵리나 긔별가 됴셔글 바다 보노라 <順天41>

다. 或이 第五倫려 무루 公도 아뎟 미 잇가 답호 아래 나 됴
 줄 사미 잇거 내 비록 받디 아니야도  三公이 사 거쳔야
 저기어든 매 닛디 몯호 내내 디 아니호라 (或이 問第五倫曰 公



- 149 -

이 有私乎아 對曰 昔에 人이 有與吾千里馬者ㅣ어늘 吾雖不受호나 每三公이 有

所選舉어든 心不能忘호 而亦終不用也며) <飜小10:1b>

(50가, 나)에서는 ‘-는’이 보조 용언 구성의 내부에 쓰였고 (50다)에서는 ‘-는’이 장형

부정문의 보문소에 통합되었다. (50가)는 ‘나도 살아는 있다. 그렇거니와 갈 날이 머

니 견딜까 싶지 않구나’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성되는 대조 집합은 {잘 살다,

(그냥) 살다, 못 살다 ……}일 것인데, 이 중에서 ‘(그냥) 살다’를 선택함으로써 나머

지 항목에 대해서는 대조적 정보를 전달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사라 인노라’는 이
전 담화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정보이자 초점이다. 초점과 함께 실현된 ‘-는’은

선택된 원소와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원소를 대조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50나)는

‘음식 먹지 않으면 종들이나 기별할까? 조석반을 받아는 본다’로 해석할 수 있다. 마

찬가지로 대조 집합 안에서 음식에 대해 {먹다, 받다}와 같은 대안 집합이 상정되는

데, 이 중에서 ‘받다’를 선택함으로써 나머지 선택되지 않은 ‘먹다’에 대해 정보도 암

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문장은 ‘받다’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는’을

취한 ‘바다’는 관계적 신정보이다. 따라서 (50나)의 ‘-는’은 초점 표지로 볼 수 있다.

(50다)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오륜에게 “공께서도 사사로운 마음(私心)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에 대해 제오륜은 “전에 나에게 좋은 말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내

가 비록 받지 않았어도 매양 삼공이 모여 사람을 추천할 때면 마음에 잊지 못 하였

지만 끝내 쓰지는 않았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 대화를 통해 ‘말을 줄 사람을 쓰

는 것’과 ‘쓰지는 않지만 마음에 두는 것’의 두 대조항이 포함된 대안 집합이 형성된

다. 즉 말을 줄 사람에 대해 {쓰다, (쓰지 않고) 마음에 두다}의 대안 집합 안에서

‘쓰지는 않았다’로 표현함으로써 ‘마음에 두었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그리

고 전체 문장은 ‘다’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는’을 취한 성분은 관계적 신정보이

다. 따라서 (50다)의 ‘-는’도 대조 초점 표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부사 뒤에 쓰인 예인데, 이 역시 하귀녀(2005)의 견해와 달리 해석되므로

대조 초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51) 가. 나78) 당시 됴히 잇거니와 극셔메 구향온 사  예라 <順天

166>

78) ‘나는’의 ‘-는’도 대조의 의미 기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선행 문맥의 ‘됴히 아 고
이시니 깃브기 그지업다’의 ‘아 고’처럼 여기서의 ‘나’은 편지를 받는 상대방과 대조

된다. 관계적 구정보라는 점에서 대조 화제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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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븨셔 티기 어려워 아니 티거니와 죵도 위어모로 몯 브릴 팔어니
엇딜고 <順天167>

(51)은 ‘-는’이 부사 뒤에 통합된 예이다. (51가)는 ‘나는 아직 잘은 있거니와 극(極)

섬(맨 끝에 떨어져 있는 섬/ 단절된 섬)에 귀양온 사람의 마음 같구나’ 정도로 해석

된다. ‘됴히’ 뒤에 ‘-는’이 결합됨으로써 아무런 표지가 없는 ‘됴히 잇거니와’가 가지

는 중립적인 의미에 함축 의미가 덧붙여진다. 즉 ‘잘은 있지만 마음은 힘들다’ 정도

의 대조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전체 문장은 ‘됴히’에 대한 것이 아

니므로 ‘X-는’ 성분은 화제가 아니다. ‘당시 됴히 잇거니와 극셔메 구향온 사 
 예라’는 ‘나’에 대한 새로운 정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됴히’ 뒤에 취한 ‘-
는’은 대조 초점 표지이다. (51나)는 ‘-는’이 부정 부사와 결합된 예이다. 이를 해석

하면 ‘남의 집에서 때리기 어려워 때리지는 않거니와 종도 위엄으로 부리지 못할 팔

자인데 어찌할까?’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51가)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표지가 없는

‘아니 티거니와’에서 나타나는 중립적인 의미에 함축 의미가 덧붙여진다. 즉 ‘때리지

는 않거니와 마음은 답답하다’ 정도의 대조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문장은 ‘아니’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아니’은 화제가 아니라 청자에

게 제공하고자 하는 신정보이자 초점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아니’ 뒤에

취한 ‘-는’은 대조 초점 표지이다.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체언, 용언 및 부사 성분 뒤에 ‘-는’이 나타나 대조 초점으로

쓰인 경우들을 살펴보았다. 한편 이러한 대조 초점은 척도 함축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 때 함축되는 내용은 척도상의 상위 값에 대해 부정하거나 모른다는 정보이다. 앞

서 다룬 예를 다시 가지고 오면 다음과 같다.

(52) 가. 이듬예 건애 옴겨 가도왓니 미 밀오 이 이 구위예 드러  도
외리로다 대 니시 듣고 두 아 지며 우더니 자위 닐오 비록 드러도 구
윗과원의 겨지 일 될 거시니 엇 우뇨 (明年 徙囚建康 或指李言曰 是

當沒入矣 李聞之 撫二子凄然而泣 左右曰 雖沒入 將不失爲官人妻 何泣也) <三

綱宣烈19>

나. 或이 第五倫려 무루 公도 아뎟 미 잇가 답호 아래 나 됴
 줄 사미 잇거 내 비록 받디 아니야도  三公이 사 거쳔야
 저기어든 매 닛디 몯호 내내 디 아니호라 (或이 問第五倫曰 公

이 有私乎아 對曰 昔에 人이 有與吾千里馬者ㅣ어늘 吾雖不受호나 每三公이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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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選舉어든 心不能忘호 而亦終不用也며) <飜小10:1b>

(52가)는 “비록 들어가도 관청관원의 아내는 반드시 될 터인데 어찌 우느냐?”의 의

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문장에서는 ‘구윗과원의 겨집’과 대조되는 다른 항목

이 상정될 수 있다. 그리고 ‘구윗과원의 겨집’이 포함된 대조 집합 안의 원소들이 무

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분의 높낮이라는 척도대로 배열됨을 알 수

있다. 즉 ‘관청관원의 아내’보다 높은 척도에 있는 값에 대해 ‘부정’ 또는 ‘모름’의 정

보를 부여하는 함축 의미가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52가)는 ‘그 아상은 아닐지 모르

겠지만 관청관원의 아내는 반드시 될 것이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52나)는 “전에 나에게 좋은 말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비록 받지 않았어

도 매양 삼공이 모여 사람을 추천할 때면 마음에 잊지 못 하였지만 끝내 쓰지는 않

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 이 발화를 통해 말을 줄 사람에 대해 {쓰다, (쓰지 않

고) 마음에 두다}의 대안 집합이 상정된다.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은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쓰다, (쓰지 않고) 마음에 두다>라는 척도를 이루고

있다. (52가)와의 차이점은 부정문에 대조 초점 표지가 결합되어 있기에 척도상의

순서가 반대가 된다는 점이다. 즉 선택된 항목보다 낮은 척도에 있는 대조항에 대해

긍정적인 정보를 나타내게 된다. 여기서도 <쓰다, (쓰지 않고) 마음에 두다>의 척도

가 상정되며, 상위 척도에 있는 ‘쓰다’를 선택하여 부정함으로써 그보다 낮은 척도에

있는 ‘마음에 두다’에 대해 긍정적인 정보를 부여한다. 다시 말해 (52나)와 같은 상

황에서 ‘내내 디 아니호라’와 같이 부정문을 사용한 것은 ‘마음에 두고 생각하
기는 했다’는 의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으로 대조 중 관계적 신정보에 해당되는 대조 초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초점

은 개념적으로 대조성을 내재하고 있지만, 대조 초점은 보통의 초점과는 달리 대안

집합의 원소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원소들

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하여 선택되는 원소와 나머지 원소 사

이에 대조가 형성된다. 이러한 대조 초점은 체언뿐만 아니라 용언 및 부사 성분을

통해 실현되기도 하다. 그리고 대조 화제와는 달리 대조 초점에는 척도 함축이 수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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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결

이상을 통해 본고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X-는’의 정보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

기서는 앞의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짓고자 한다.

우선 4.2에서는 ‘X-는’-화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대 한국어의 ‘-는’이 모든 종류

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화제 표지라는 사실을 중세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

하는 논의들이 있었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세 한국어에서는 보조사

‘-는’이 일반적으로 총칭문에서만 화제 표지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중세

한국어에서 보조사 ‘-는’은 일반적으로 총칭문에서만 화제 표지로 사용됨을 주장하

였다. 총칭문은 어휘특성문과 습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X-는’-화제는 이 두 총칭

문 모두에서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비총칭문에서도 ‘X-는’-화제가 나타나곤 하

지만, 이는 초점 분열문을 비롯한 몇몇 특수 구문에 한정된다. 따라서 화제 표시 기

능은 현대 한국어보다 상당히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화제 표지 ‘-이’와 ‘-는’을 비교해보면 개별문의 화제는 주격 조사 ‘-이’로만

나타내는 반면에 총칭문의 화제는 주격 조사 ‘-이’와 보조사 ‘-는’으로 모두 나타냄

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세 한국어에서 주격 조사 ‘-이’가 조금 더 넓은 범위를

가진 화제 표지로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論語諺解>을 대상으로 하여, 총

칭문의 화제 표지로서의 ‘-이’와 ‘-는’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우선 출현 빈도에

있어서 ‘-이’보다 ‘-는’이 더 많이 쓰인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습관문에서

그리고 ‘-는’은 어휘특성문에서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었다.

4.3에서는 ‘X-는’-대조가 실현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앞서 개별문에서는 화제 표

지 ‘-는’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개별문에서도 ‘-는’이 나타나

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는’이 화제 표지가 아닌 대조 표지임

을 밝혔다. 한편 정보구조에 따라 대조는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으로 구분되는데,

대조 초점에는 보통 척도 함축이 수반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대조 초점은 대조

화제와는 달리 문중에도 올 수 있으므로 체언뿐만 아니라 부사나 용언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점에서 일부 기존 논의에서 ‘주제’로 다루었던 예들 중 몇 부분을 본고

에서는 대조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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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X-으란’과 ‘X-’의 정보구조

5.1. 도입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 조사 ‘-이’와 ‘-는’은 정보구조에 크게 관여

하는 조사이다. 그런데 중세 한국어의 경우에는 격조사 ‘-이’와 보조사 ‘-는’만큼은

아니지만 정보구조와 관련을 갖는 조사가 더 있다. 보조사 ‘-으란’과 ‘-’가 그것이

다. 본장에서는 이들의 정보구조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5.2에서는 ‘-으란’의 정보구조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중세 한국어의 ‘-으란’은 ‘-

는’에 못지않게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중세 한국어 보조사 중에서도 상당히 주목

받는 보조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조사 ‘-으란’에 대한 기존 논의는 ‘-는’과의 비

교를 통해 의미상의 공통점과 분포상의 차이점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즉

‘-는’과 ‘-으란’은 의미·기능적으로는 모두 ‘설명의 대상’을 앞세우거나 ‘대조의 뜻’을

나타내는데, ‘-는’은 주로 주어와 결합하고 ‘-으란’은 대부분 목적어나 여격어와 결합

하기에 분포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는’과 ‘-으란’은 통

사적으로 주어와 결합하느냐 비-주어와 결합하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의미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 셈이다. 한편 중세 한국어의 ‘-으란’은 중세 시기 이후

서서히 변화를 겪었는데 그 기능은 다른 형태에 의해 대체되어 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정연찬(1984: 25-27)에서는 그 변화의 원인에 대해 고찰한 바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으란’ 자체의 비생산성이라 보았고, 다음 원인은 주제격형 ‘-는’과 공통

된 기능을 가졌다는 부담이라 보았다. 즉 이 논의에서도 ‘-으란’을 ‘-는’과 같은 기능

을 담당한 보조사로 보았다.

‘-으란’을 대격조사 ‘-을’과 보조사 ‘-ㄴ’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79) 본다면, 그 기능

이 보조사 ‘-는’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보조사 ‘-는’의 두

가지 의미 기능, 즉 화제 및 대조 중 하나만 가진 것인지 아니면 둘 다 가진 것인지

에 대한 부분은 정보구조적 입장에서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앞서 4장에서는 정

보구조의 입장에서 보조사 ‘-는’이 총칭문에서의 화제 표지 및 대조의 의미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았다. 즉, 보조사 ‘-는’은 현대 한국어와는 달리 대표적인 화제 표지

79) 하귀녀·황선엽·박진호(2009)에서는 중세 한국어 조사 ‘-으란’의 기원에 대해 탐구하였는데, ‘-

으란’을 대격조사 ‘-을’과 미지의 요소 ‘-아’와 보조사 ‘-ㄴ’의 결합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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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조사 ‘-ㄴ’이 포함된 ‘-으란’의 화제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5.2에서는 보조사 ‘-으란’의 정보구조에 대해

검토하고, 정보구조의 입장에서 보조사 ‘-는’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관찰해보

고자 한다.

다음으로 5.3에서는 보조사 ‘-’의 정보구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현대 한국어

의 조사 ‘-야’에 대한 정보구조적 분석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

나 현대 한국어의 ‘-야’에 해당되는 중세 한국어 조사 ‘-’는 현대 한국어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뿐 아니라 정보구조에도 적지 않게 관여하므로 다룰 가치가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존 논의에서는 ‘-’의 분포 및 의미에만 초점을 맞추었
을 뿐, 정보구조적으로 다룬 경우는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고는 정보구조의 입

장에서 현대 한국어의 ‘-야’와 대조하면서 중세 한국어의 보조사 ‘-’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격조사 ‘-이’와 보조사 ‘-는’만큼 정보구조에 크게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보조사 ‘-으란’과 ‘-’는 정보구조와 관련성이 충분하기에 함께 다루기로 한다. 특히
이들 두 보조사는 15·16세기를 지나 근대 시기에 내려오면서 대조나 화제로 쓰인 부

분이 대체로 보조사 ‘-는’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정보구조적 연구에서 빼놓아서는

안 될 부분이라 판단된다. 즉, 이들을 살펴봄으로써 현대 한국어의 화제 표지 ‘-는’

의 의미 기능이 확대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5.2. ‘X-으란’의 정보구조

본절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조사 ‘-으란’이 화제 및 대조의 두 가지 의미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정말로 화제 표지로서의 기능

을 갖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한편 정보의 신구성 지위에 따라 대조는 대조 화제 및 대조 초점으로 나눌 수 있

는데, 보조사 ‘-으란’이 ‘대조’의 기능을 담당할 때 이 두 대조가 모두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5.2.1. ‘X-으란’의 화제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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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숭녕(1961, 1981)

‘-란’은 주제격 ‘, -는, -, -은’과 같은 기능으로 쓰인다. 그

연결 조건은 어간말음이 자음이면 ‘-, 으’를 개재시키고, 어간

말음이 모음이면 그대로 ‘-란’이 연결된다. 이 ‘-란, -으란, -
란’은 주제격과 비슷한 기능을 가진 복합격인 것이다.

허웅(1975)

‘-/는’과 ‘-란’은 다 같이, 설명의 대상을 앞에 내세우거나, 대

조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나, 단독으로 임자씨에 붙을 때는, ‘-
/는’은 임자말에 붙는 것이 대부분이고, ‘-란’은 부림말에 붙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는’은 다른 자리토씨와 결합되어

임자말 아닌 다른 성분에도 붙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찌씨

에도 붙고, 또 ‘-란’은 위치말에도 붙기 때문에, 모두 자리토씨가

되지는 못한다. ‘-라’은 ‘-란’의 늘어난 형태이다. ‘-란’은 ‘-라

’ 으로 늘어나서, 그 뜻을 더욱 명료하게 표현하게 된다. 그리

고 임자씨 끝이 ‘ㄹ’인 경우에는, 홀소리인 경우처럼, 고룸소리를

취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대이름씨 밑에서는 ‘-ㄹ란’을 쓰게

된다.

정연찬(1984)

조사 ‘-으란’은 대격·주제격이 복합된 복합격이다. 이를 대제격

이란 이름으로 부르기를 제의한다. ‘-으란’의 기능이 대격·주제

격의 복합임과 같이 그 형태도 ‘-을+은’의 복합을 기저형으로

가진다. 형태 ‘-으란’은 ‘-을+안’ 연결에서 생겨난 음운론적 부적

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화작용을 개입시켰다. 그리고 대제격은

문맥·형태 의존 방식으로도 지시될 수 있고 형태 의존 방식으로

도 지시될 수 있었다.

안 병 희 · 이 광 호 보조조사 ‘ㄴ’이 대격으로 사용될 경우, ‘(/으)란’으로도 사용된

기존 논의에서 ‘-으란’은 의미 기능적으로 ‘-는’과 같이 ‘설명의 대상’을 앞세우거

나 ‘대조’의 기능을 나타낸다고 주장되어 왔다. 통사적으로 ‘-으란’ 중에 대다수는 목

적어와 결합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으란’의 전형적인 용법으로 파악하였으며 처격

어나 여격어 등에 쓰인 예는 이로부터 확장된 용법으로 보아왔다. 다시 말해 ‘-는’을

주어 위치에서 ‘화제’나 ‘대조’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조사로, ‘-으란’을 비-주격 위

치에서 ‘화제’나 ‘대조’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조사라고 파악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견해로는 이숭녕(1961, 1981), 허웅(1975, 1989), 정연찬(1984), 안병희·이광호(1990),

고창수(1992ㄱ), 이승재(1992), 하귀녀(2005) 등이 있다. 이들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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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다. 중세 한국어의 목적어 주제화가 특별히 ‘-으란’에 의해 수행

되고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고창수(1992ㄱ)

중세 한국어의 ‘-으란’이 목적어 위치에 분포하면서도 주제의 의

미를 띠고 있는 것은, 고대 한국어의 대격형이 주제화의 기능까

지를 아울러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으란’은 고대 한국어에서라면 ‘乙’과의 구분이 모호했겠지만,80)

중세 한국어에서는 충분히 목적어의 주제 표지로 기능하였을 것

이다. 이는 고대 한국어의 ‘乙’이 중세 한국어에서는 완전히 대

격 접미사의 기능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승재(1992)

‘-으란’을 이두의 ‘乙良’과 관련하여, ‘乙良’이 ‘隱, 段’과 대조적으

로 목적어 위치에 사용되는 통사론적 특성이 있음을 지적하였

다. 즉 ‘-으란’은 목적어의 위치에 분포하며 선행 어기에 주제의

의미를 더해주는 요소라는 뜻이다.

하귀녀(2005)

‘-으란’에 주제적 기능이 있으며 ‘은’과 결국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쓰임에 있어 ‘-은’이 그 사용 폭이 넓었고 ‘-

으란’은 주로 대격어와 여격어 위치에서 부분적인 기능을 담당

한 것으로 파악된다. ‘-으란’ 통합형이 연속되어 출현하면 ‘대조’

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표(1)

이상의 논의들에서는 조금씩 다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대제격을 세운 정연찬(1984)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고창수(1992ㄱ)에서 비판한 바와 같이, 이러한 설명의 문제점은 과연

주제격이라는 격이 문법에서 설정될 수 있는가와 복합격이라는 용어가 하나의 형태

소를 지칭하는 것인가로 요약될 수 있다. 하나의 격은 체언이 통사구조에서 특정한

하나의 위치에만 분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흔히 ‘-는’과 같은 형태를 격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이 형태가 통사구조 상 두 개의 대칭적 위치, 즉 주어와 목적어에

동시 분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으란’을 단순히 격의 복합형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어떠한 문법 모델을 상정하느냐에서부터 형태소 분석 방법에 이르기까지 많

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고창수(1992ㄱ)에서도 ‘-으란’의 기능을 ‘주제’로

80) 고창수(1992ㄱ)에 따르면 고대 한국어에서는 영형태의 대격 실현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대

격 접미사 ‘乙’은 선행 체언을 주제화시키는 기능까지 아울러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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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 화용적인 개념을 통사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요컨대 ‘-는’이 주어 자리에서 화제 표지 또는 대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과는 달

리 ‘-으란’은 대격이나 여격 또는 처격 자리에 나오지만, 이 역시 화제 표지 또는 대

조 표지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 그간의 논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81) 그러나 한재

영(2001)에서 밝힌 바와 같이 목적어가 문장 앞으로 이동할 때에는 ‘-으란’을 취하지

않고 ‘-는’을 취하기 때문에, ‘-으란’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다소 수정될 필요가 있

다. 한재영(2001: 320)의 주장을 가지고 오면 다음과 같다.82)

(1) 중세국어 ‘-으란’은 주어 이외의 자리에서 대조와 배타의 기능을 수행하는 조사이

다. 즉 ‘-으란’이 주제 표지로서의 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4장에서는 ‘목적어 화제’, 즉 목적어가 문두로 이동하여 화제가

될 때 보조사 ‘-는’을 취하는 경우를 살펴본 바 있다. 해당 예를 다시 가져오기로 한

다.

(2) 가. 은은 너 됴니 주마 커니와 호 살 사미 어듸 가 앏픠셔 즉재 은을 다

주리오 모로매 여러 날 그져 (銀子與你好的 買貨物的 那裏便與見銀 須要限

幾日) <飜老下58a>

가'. 이러면 너 이 됴 은을 주고 사려니와 (這們時 與你這好銀子買) <飜老下

61b>

나. Q: 네 이 지븨 우리를 브리우거니와 차바 엇디려뇨 (這房兒也下的我 茶飯如
何)

A: 음식은 우리 뎜에 집사미 요제 나가니 진실로 사미 달호리 업세라 너희

81) 김진형(1995)에서는 ‘-으란’을 공시적으로 격기능을 하는 요소가 아니라 주제 표시의 기능을

하는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서는 ‘-으란’을 융합형으로 파악하여, 중세 한국어 단계에서

대격 표시의 기능과 주제 표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했으리라는 정연찬(1984)의 가설에서 주

제 표시의 기능만을 인정하였다. 이는 ‘-으란’은 대격뿐만 아니라 처격, 여격, 도구격 자리에

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의 관심사는 통사적으로 어떤 격을 담당하는가가 아니라

화용·의미적으로 화제의 기능을 담당하느냐 대조의 기능을 담당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논의의

일관성을 위해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82) 한재영(2001) 이외에 하귀녀·황선엽·박진호(2009)에서도 이와 비슷한 주장이 보인다. 이 논의

에서는 중세국어 보조사 ‘-으란’은 주로 대격과 관련되어 쓰이며 ‘대조’의 기능을 지닌다고 밝

히면서, 주로 ‘-으란’의 기원에 대해 집중하였다. 즉 ‘으란’을 대격조사 ‘-/을’과 미지의 형태
소 ‘아’와 보조사 ‘-ㄴ’의 결합에서 온 것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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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내네 손조 밥 지 머그라 (茶飯時 我店裏家小新近出去了 委實沒人整治

你客人們自做飯喫) <飜老上67b-68a>

다. 가온 은으란 날 주디 말오 됴 은을 날 다고려(低銀子不要與我 好銀子與我

些) <飜老下14a>

(2가)를 해석하면 ‘은자는 당신에게 좋은 은자를 주겠지만 상품을 사는 사람이 어디

가 앞에서 즉시 은자를 모두 주나요? 반드시 며칠을 기한합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문두의 ‘은은’은 동사 ‘주-’의 목적어인데 여격어 ‘너’보다 더 앞의 위치인 문
두로 이동되어 있다. (2가')은 (2가)와 대조된다. (2가')에서는 동사 ‘주-’의 목적어인

‘이 됴 은을’이 여격어 ‘너’ 뒤, 즉 동사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2가')와 비교해
보면 (2가)의 경우, 목적어가 문두로 이동하면서 대격 조사 ‘-를’ 대신에 보조사 ‘-

는’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즉 화제가 되면서 보조사 ‘-는’과 통합한 경우이다. ‘-는’

을 취한 목적어가 화제 역할을 담당하는 양상은 다음 (2나)의 질문-대답 쌍에서 더

잘 나타난다. (2나Q)에서는 “당신이 이 집에 우리를 숙박시키게 하거니와 식사는 어

찌 하겠는가?”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2나A)에서 “음식은 우리 여관에 집 사

람이 요새 나가서 정말로 사람이 (음식을) 해줄 수 없다. 손님네들끼리 직접 밥을

지어 먹어라”라고 대답하고 있다. 동사 ‘달호-(治)’의 목적어인 ‘음식’을 문두로 옮기

면서 보조사 ‘-는’을 취하였다. (2나A)의 ‘음식’은 질문과 대답의 연결 고리이며 화제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목적어가 화제 역할을 담당할 경우, ‘-으란’이 아닌 ‘-

는’을 취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논의에서는 ‘-으란’을 목적어 자리의 화제 표지로 간

주하고 있었다. 그런데 목적어가 화제 역할을 담당할 경우에도 보조사 ‘-는’이 나타

날 수 있다면, ‘-으란’과 ‘-는’의 기능은 동일해진다. 동일한 의미 기능을 두 가지 다

른 형태로 표시하면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이는 언어의 경제성에 어긋난다. 따라

서 ‘-으란’이 목적어의 화제 표지라는 주장은 다소 수정될 필요가 있다.

한편 (2다)에서 목적어 ‘가온 은’은 문장 앞으로 이동했음에도 ‘-으란’을 취하고

있다. (2다)는 ‘질 낮은 은일랑 나를 주지 마시고 좋은 은을 날 주시오’ 정도의 의미

를 갖는 것으로 옮길 수 있다. 즉 (2다)는 ‘가온 은’과 ‘됴 은’이 서로 대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이다. 이로 보아 목적어 자리에 나타난 항목에 대해 대

조적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으란’이 담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

리하면 한재영(2001)에서 밝힌 바와 같이, 중세 한국어에서 조사 ‘-으란’은 화제 표

지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대조의 기능만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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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화제는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므로 보통 문두에 오지만, 대격 위치에

오는 ‘-으란’ 성분은 무주어문이나 이동으로 문두에 오는 경우를 제외하면 문중에

오는 것이 더 일반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점에서도 ‘X-으란’ 성분은 화

제 표지로서의 특성과 상반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

조사 ‘-으란’이 화제 표지가 아닌, 대조의 기능을 하는 요소인 것으로 보고자 한다.

5.2.2. 대조의 확인 

앞서 본고에서는 보조사 ‘-으란’이 화제의 표지가 아닌, 대조의 표지로 쓰인 것이

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맥을 통해 대조 항목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경우 이를 명백

한 대조로 이해할 수 있다. 하귀녀(2005)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서로 대조되는 항

목들이 모두 ‘-으란’으로 나타난다면, 이를 분명히 대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 가. 그저긔 優婆吉이  닐오 토면 모로매 계우리 잇니 그러면 如來ᄉ 舍利

므스기 利益 외시리고 고 즉자히 세 기제 호아  기란 諸天 고
 기란 龍王 고  기란 여듧 王 골오 혼대 모다 깃거 各各 金壜
애 담니라 (時優波吉言 諸君且止 舍利宜共分之 卽分爲三分 一分與諸天 一

分與龍王 一分與八王 分瓮受碩餘 <釋迦:75c22-24>) <釋詳23:55b-56a>

나. 庫앳 거시 …… 三千貫이 잇거늘 셰 기제 호아  기란 어미 주어 지븨셔
게 고  기란 어미 주어 三寶 供養야 아비 爲야 날마다 五百僧齋

고라 고  기란 제 가져 金地國에 라 가니라 (卽今庫藏 …… 有三
千貫文 分作三分 一分留與阿孃 供給門戶 一分留與阿孃 供養三寶 爲爺設五百僧齋

兒將一分 徃金地國 興生經紀 <目連: 10>) <月釋23:72b-73a>
다. 奴婢란 늘그니 가지며 닐오 나와 야  일얀 디 오라니 너희 몯 브리
리라 란 사오나니 가지며 닐오 져믄 제브터 던 거시라 됴히 너기
노라 器具란 야디니 가지며 닐오 아래브터 던 거시라 내게 便安얘라
고 가지더라 (奴婢引老者 曰與我共事父 若不能使也 田廬取荒頓者 曰少時所治

意所戀也 器物取朽敗者 曰素所服食 身■所安也) <三綱孝7>
라. 閔損 다어미 損이 믜여 제 아란 소옴 두어 주고 閔損이란 품 두어 주
어늘 (閔損 孔子弟子 早喪母 父娶後妻生二子 母嫉損 所生子衣綿絮 衣損以蘆花

絮) <三綱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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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녯 말매 닐오 사오나온 일란 그고 됴 일란 펴 낼 거시라 니라
(常言道 隱惡揚善) <飜老下43b-44b>

바. 란 너므 둗겁게 말오 으란 히 호리라 (刃兒不要忒厚了 脊兒平正着)

<飜朴16a>

(3)은 모두 ‘NP1으란…… NP2으란……’의 구조를 취하므로 NP1와 NP2의 대조가 명

백히 드러나 있다. (3가˞다)에서는 ‘X-으란’ 성분이 둘 이상이 나타났으며 (3라˞바)에
서는 ‘X-으란’ 성분이 둘 나타났다. ‘X-으란’ 성분이 둘 이상 나타나는 경우에는 ‘나

열’의 의미를 가진다.

(3가)는 <釋譜詳節>에서 가지고 온 예문인데 세 ‘X-으란’ 성분은 서로 대조되는

대조 항목들이다. 비슷한 예를 <月印釋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3나)가 그것이

다. (3나)를 번역하면 ‘삼천관이 있거늘 세 몫에 나누어 한 몫은 어미에게 주어 집에

서 쓰게 하고, 한 몫은 어미에게 주어 삼봉공양하여 아비 위하여 날마다 오백승재하

라 하고, 한 몫은 자기가 가져 금지국에 장사하러 가니라’ 정도에 해당된다. 여기서

도 세 ‘X-으란’ 성분이 서로 대조된다. (3다)를 번역하면 ‘노비는 늙은이를 가지며

말하기를 “나와 더불어 함께 일한 지 오래되었으니 너희가 능히 부리지 못할 것이

다” 하였다. 농장은 좋지 않은 것을 가지며 말하기를 “젊었을 때부터 하던 것이라서

좋게 여긴다”고 하였다. 가재도구는 다 망가진 것을 가지며 말하기를 “예전부터 쓰

던 것이라서 내게 편안하다”고 가졌다’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분가(分家)’라는 큰

틀 속에서 ‘奴婢, , 器具’에 대해 각각 서술하면서 이들을 서로 대조시키고 있다.
하귀녀(2005)에서는 (3다)의 ‘X-으란’ 성분을 ‘성분 주제’로 다루었는데 이는 본고의

입장과는 차이가 난다. 본고에서는 (3가˞다)와 같은 경우들을 대조 화제로 보기 때문
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이제 ‘X-으란’ 성분이 두 개만 나타나는 경우를 살펴보자. (3라)는 ‘민손의 계모가

민손을 미워하여, 자기의 아들에게는 솜옷을 주고 민손에게는 갈대옷을 주었다’ 정

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목적어 뒤에 ‘-으란’이 나타나 있으며 ‘제 아’과 ‘閔損이’가

서로 대조된다. (3마)와 (3바)는 <飜譯老乞大>와 <飜譯朴通事>에서 가지고 온 것으

로 (3라)와 마찬가지로 ‘X-으란’ 성분이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3마)는 ‘사오

나온 일’과 ‘됴 일’의 대조를 보여준다.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면 ‘속담에 “나쁜 일

은 숨기고, 좋은 일은 펴낼 것이라”라는 말이 있다’ 정도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3바)에서도 ‘-으란’을 취한 ‘’과 ‘’이 서로 대조된다. 즉 ‘칼날은 너무 두껍게 말

고, 칼등은 똑바로 하리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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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서로 대조되는 항목들 중 하나만 ‘-으란’이 나타나고 다른 하나는 다른

격조사에 의해 실현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선행 연구 중 (3)을 ‘대조’로 다루고 있는

논의에서도 ‘X-으란’ 성분이 하나만 나온 예문들은 ‘대조’로 다루지 않는 경우가 있

었다. 따라서 아래에서 제시할 문장들을 ‘대조’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논의의 관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우선 ‘X-으란’ 성분이 ‘X-를’ 성분과 대조되는 경우를 살펴보

기로 한다. ‘-으란’은 주로 목적어 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대조되는 다른 항목이 대격

인 ‘-를’을 취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이라 추측된다.

(4) 가. 우리 지븨 醬  독과   말 닷 되 잇니 그를 가져오시고 내 남지란 노

쇼셔 야 듣디 아니커늘 닐오 남지 여위오 젹거니와 지고 거믄 겨

지비 마시 됴타 니 내 지고 거므니 내 갑새 죽가지다 야 兵馬ᅵ
남지란 노코83) 劉氏 니라 (吾家有醬一甕米一斗五升窖于地中 可掘取之

以代吾夫 兵不從 劉曰 吾夫瘦小不可食 吾聞婦人肥黑者味美 吾肥且黑 願就烹以

代夫死 兵遂釋其夫而烹劉氏) <三綱烈28>

나. 너 쥬하 즉재 날 위야 사라 가라  근 고기를 사  지니란 말오 녑
발치 조츤 고기를 사다가 편 굵게 사라 봇가 오라 (你主人家就與我買去 買一

斤豬肉着 休要十分肥的 帶肋條的肉買着 大片兒切着 炒將來着) <飜老上21a>

다. 녯 阿僧祇劫 時節에  菩薩이 王외야 겨샤 나라 아 맛디시고 道理 호
라 나아가샤 瞿曇婆羅門을 맛나샤 걋 오란 밧고 瞿曇 오 니브샤 深山

애 드러 果實와 믈와 좌시고 (有菩薩爲國王 其父母早喪 讓國與弟 捨行求道 遙見

一婆羅門 姓曰瞿曇因從學道 婆羅門言 當解王衣 如吾所服 受瞿曇姓 於是菩薩 體

瞿曇姓入於深山食果飮水 <釋迦:03a18-22>) <月釋1:4b-6a>

라. 尊者 請야 城의 드려 種種앳 座 오 尊者 올여 안치고 조 으란 雞雀
精舍로 보내오 (時王請尊者優波崛多入城 設種種座請尊者就坐 衆僧令往雞雀精舍

<釋迦:79b07-08>) <釋詳24:34b>

마. 그제 王이 王子 도라 보고 上座  내 庫藏앳 거스란 말오 녀나 一切

83) 15, 16세기 문헌에서는 ‘NP1란 두고/노코/말오 NP2 VP’ 구조를 가진 예문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특히 ‘NP1란 말오 NP2 VP’ 구조는 현대 한국어에서 ‘NP1을랑 말-’로 표현하여 ‘-
으란’의 직계 후신의 흔적이 남아 있다.

ㄱ). 이런 책을랑 아이들에게 읽히지 마세요.

ㄴ). 앞으로 내게서 돈을 빌릴 생각을랑 하지 마시오.

현대 한국어에서 ‘-을랑’ 성분과 대조되는 대조 항목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중세 한국

어에서는 서로 대조 되는 두 명사구가 모두 문장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대부분의

경우 한 명사구는 ‘-으란’을 취하고 다른 한 명사구는 대격 조사 ‘-를’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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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閻浮提 夫人 婇女 諸臣 眷屬과 나와 拘那羅子와84) 다 賢聖衆僧 布施
노다 니라 (時王右顧視王子 白上座曰 除我庫藏之物 餘一切物及閻浮提 夫人

婇女諸臣眷屬 及我拘那羅子 皆悉布施賢聖衆僧 唱令國界 <釋迦:80c11-14>) <月

釋25:126a-126b>

(4가˞다)는 ‘X-으란’ 성분과 대조되는 항목이 모두 대격 조사 ‘-를’을 취한 것이다.

(4가)에서는 두 가지 대조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醬  독과   말 닷 되’를 가리
키는 ‘그’와 ‘내 남진’과의 대조, 다른 하나는 ‘남진’과 ‘劉氏’의 대조이다. (4가)를 해

석하면 다음과 같다.

(5) “우리 집에 장 한 독과 쌀 한 말 닷 되가 있으니, 그것을 가져오시고 제 남편은85)

놓아 주십시오” 하였는데 듣지 않았다. (그래서) 말하기를 “제 남편은 여위고 작거

니와 ‘살찌고 검은 여자가 맛이 좋다’고 하는데 제가 살찌고 검으니 제가 그 대신에

죽고 싶습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군사들이 그 남편은 놓고 유씨를 삶았다.

두 가지 선택 항목을 두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맥에서 하나는 ‘-으란’을

취하고 다른 하나는 ‘-를’을 취하였다. (4나)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선택 항목을 두

고 선택하는 상황이다. 즉, ‘A 말고 B를 VP’의 구조를 가지는데 중세 한국어에서는

A라는 선택 항목 뒤에 보통 ‘-으란’을 취하여 B와 대조시킨다. (4나)에서는 ‘ 
지니란’이 A에 해당되고 ‘녑발치 조츤 고기를’은 B에 해당된다. (4다)를 해석하면

‘옛 아승기겁 시절에 한 보살이 왕이 되시어 나라를 아우에게 맡기시고 도리를 배우

러 나가시어, 구담 바라문을 만나시어 자기 옷은 벗고, 구담의 옷을 입으시어, 깊은

산에 들어가, 과실과 물을 드시고’ 정도가 될 것이다. ‘걋 옷’ 뒤에는 ‘-으란’을 취

하고 ‘瞿曇 옷’ 뒤에는 ‘-를’을 취하여 서로 대조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4라˞마)는 ‘X-으란’ 성분과 대조되는 대조 항목이 의미적으로 목적어이지만 대격

84) 중세 한국어에서 목적어에 둘 이상의 명사구가 올 경우 ‘A와 B와를’을 취한다. 예컨대 다음

과 같다.

父母ㅅ 거앤 마 虞祭며 卒哭祭고 블근 밥 머그며 믈 마시고 菜疏와 果實와 먹디

아니며 (父母之喪앤 旣虞卒哭고 疏食水飮고 不食菜果며) <內訓1:65a>
85) 정연찬(1984)에서는 ‘-으란’이 차지하였던 자리들이 현대 한국어에서 ‘-는’으로 메워지기도 하

고 ‘-을랑’으로 메워지기도 한다고 주장하였다. ‘˞란 ˞’구조에서의 ‘-으란’이 현대어로 내려오
면서 ‘-을랑’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현대어 해석은

의미의 전달을 중요시 여겨 어휘의 변천사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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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생략된 경우이다. (4라)는 현대어로 옮기면 ‘존자를 청하여 성에 들여 갖가지의

자리를 만들고 존자를 올려 앉히고 따르는 중은 계작성사로 보내고’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조 ’과 대조되는 항목인 ‘尊者’는 사동사 ‘안치-’의 목적어이다. 따라서

(4라)도 ‘X-으란’ 성분과 대조되는 항목 뒤에 ‘-를’을 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마)는 ‘내 광의 재물은 말고 그 밖의 다른 것과 염부제와 부인과 채녀와 신하와

이 아기를 아울러 다 내어 현성 스님들께 보시합니다’로 번역할 수 있는데, 보시하

지 않은 ‘내 庫앳 쳔’과 보시한 ‘그 外 옛 녀나 것과 閻浮提와 夫人과 婇女와 臣
下와 이 아기’가 서로 대조된다. ‘X-으란’ 성분과 대조되는 성분은 ‘布施-’의 목적

어인데 대격 조사 ‘-를’이 생략된 것이다.

이상으로 ‘X-으란’과 대조되는 성분이 대격 조사 ‘-를’을 취한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X-으란’과 대조되는 성분이 다른 조사를 취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6) 가.  그딋 모 두고 남란 내 모 두어 둘히 어우러 精舍 라 부텻긔 받
리라 (園地屬卿樹木屬我 自起門屋上佛 共立精舍 <釋迦:64c24>) <釋詳

6:26a>

나. 부텨 이 저긔 施혼 부텻 거슨 히 알려니와 부텨 滅度 後에 一切 信心의
施혼 부텻 거스란 글로 부텻 像과 부텻 옷과 오 (若佛現在 所施佛物 僧衆
應知 若佛滅後 一切信心所施佛物 應用造佛形像 及造佛衣 七寶幡蓋 買諸香油 寶

花以供養佛 <涅後:901c12-15>) <釋詳23:3a-3b>

다. 여 열 졋 머기노라 삼 년 예 아기란   미러 누이고 어미 저즌

 나 누워 온가짓 슈고야 길어 라 사 도의니라 (懷躭十月 乳哺三

年 推乾就濕 千辛萬苦 養大成人) <飜朴上57b>

라. 元ᄉ 兵馬 드러와 王貞婦와 남진과 싀어버 다 자바 년그란 주기고 貞婦ᅵ

고 드류려 커늘 (元兵入浙東 與其舅姑夫 皆被執 旣而舅姑與夫皆死 主將見婦
晳美 欲內之) <三綱烈21>

마. 뉴리히 뉴라 놀애 브르리란 블러 앏픠 나오라 야 저희 야 브르
게 라 (彈的們動樂器 叫唱的根前來 着他唱) <飜朴上6a>

바. 그 王子ᅵ  네 가라 드러늘 王이 도라보고 上座 닐오 내 庫앳 쳔
란 말오 그 外 옛 녀나 것과 閻浮提와 夫人과 婇女와 臣下와 이 아기조쳐 다

내야 賢聖 님내 布施노다 고 나라해 出令니라 (時王右顧視王子 白

上座曰 除我庫藏之物 餘一切物及閻浮提 夫人婇女諸臣眷屬 及我拘那羅子 皆悉布

施賢聖衆僧 唱令國界 <釋迦:80c11-14>) <釋詳24:47b-48a>

사. 利養 됴히 칠 씨니 란 분별 아니코 제 몸 됴히 츄미라 <釋詳13:36a>



- 164 -

(6가˞다)는 ‘X-으란’ 성분과 대조되는 성분 뒤에 보조사 ‘-는’을 취한 경우이다. 앞서
4장에서 ‘-는’의 대조적 의미를 밝힌 바가 있었다. 대조적으로 사용되는 두 조사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으란’을 취한 성분이 대체로 목적

어인 반면 ‘X-는’은 주어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6가)에서처럼 타동사의 목적어 위

치에 ‘-는’과 ‘-으란’이 다 쓰이는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다. (6가)는 ‘땅은 그대 몫

에 두고, 나무는 내 몫에 두어 두 사람이 합하여 정사를 만들어 부처님께 바치리라’

로 해석할 수 있다. ‘-는’을 취한 ‘땅’과 ‘-으란’을 취한 ‘나무’가 서로 대조되는 항목

으로 나타난다. 두 명사구는 모두 타동사 ‘두-’의 목적어이다. (6나)에서도 동사 ‘알-’

의 목적어 위치에 ‘-는’을 취하였고, 동사 ‘-’의 목적어 위치에 ‘-으란’을 취하였

다. 대조의 두 보조사를 각각 취한 두 명사구는 서로 대조되는 항목으로 나타난다.

(6나)를 현대 한국어로 해석하면 ‘부처 있을 적에 보시한 부처의 것은 중들이 알겠

지만 부처 멸도한 후에 일체 신심이 보시한 부처의 것은 그것으로 부처의 상과 부

처의 옷을 만들고’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6다)는 목적어들이 대조되는 앞의 두 예

문들과는 달리 목적어와 주어가 대조된다. 사동사 ‘누이-’의 목적어 위치에 ‘아기란’

이 오고 이와 대조되는 자매 항목 ‘어미’이 동사 ‘-’의 주어 위치에 왔다. 그러나
이들이 대조적 의미로 쓰였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6라˞사)는 ‘X-으란’ 성분과 대조되는 항목이 다른 조사를 취한 경우이다. (6라,

마)는 ‘X-으란’과 대조되는 항목이 주격을 취하였고 (6바)는 보조사 ‘조쳐’를 취하였

으며86) (6사)는 보조사 ‘’을 취하였다. (6라)의 선행절에서는 ‘왕정부와 남편과 시

부모’를 언급하고 있고, 후행절에서는 ‘다른 사람은 다 죽이고 정부가 고우므로 아내

로 들이게 하려고 하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즉 ‘년그란’과 ‘貞婦ᅵ’가 서로 대조

된다. (6마)는 ‘연주할 사람들은 연주를 하라. 노래 부를 사람은 불러서 앞에 나오게

하여 부르게 하여라’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주격을 취한 ‘뉴리히’와 ‘-으란’

을 취한 ‘놀애 브르리’가 서로 대조되어 있다. (6바)와 앞의 (4마)는 같은 내용에 대

해 <釋譜詳節>과 <月印釋譜>이 다르게 언해한 문장이다. (4마)에서는 ‘-으란’과 대

조되는 성분이 목적어 위치에 왔지만 (6바)에서는 보조사 ‘조쳐’를 취하고 있다. 이

를 번역하면 ‘내 광의 재물은 말고, 그 밖의 다른 것과 염부제와 부인과 채녀와 신

하와 이 아기마저 다 내어 현성스님네께 보시합니다’ 정도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

86) 이숭녕(1981), 이기문(1972), 허웅(1975/1989) 및 서종학(1997) 등에서는 ‘조쳐’를 보조사 목록

에 포함시켰지만 김승곤(1986), 안병희·이광호(1990), 고영근(1987, 2010) 및 하귀녀(2005) 등

에서는 ‘조쳐’를 보조사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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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사)는 역주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양은 좋게 기르는 것

이니, 남은 생각지 않고 제 몸만 좋게 하는 것이다’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으란’

을 취한 성분 ‘’과 대조되는 성분 ‘제 몸’ 뒤에 보조사 ‘-’을 취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 ‘-으란’이 두 번 이상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으란’성분과 대조되는

다른 성분을 취하고 있는 경우들을 살펴보았다. ‘-으란’ 성분과 대조되는 자매 항목

은 대격 요소일 수도 있고, 주격 요소일 수도 있으며 대조의 ‘는’이 나타날 수도 있

다. 또 그 외의 다른 보조사가 오는 경우도 있다.

크기가 한정된 대조 집합 안에서 서로 대조되는 원소들이 문맥을 통해 뚜렷하게

드러날 때 ‘대조성’은 한층 강하게 느껴진다. 앞에서 살펴본 예들은 모두 대조의 의

미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경우들이다. 그러나 대조 집합의 크기가 비교적 크고 서

로 대조되는 항목들이 문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대

조성은 약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7) 가. 그 저긧 燈照王이 普光佛을 請 供養호리라 야 나라해 出令호 됴
고란 디 말오 다 王 가져오라 (令燈照王 迎請供養 擊鼓唱令 國內名花 皆

不得買 悉以輪王 <大一:445a06-07>) <月釋1:9a-9b>

나. (네 심야 부 드려 라) 일란 네 구틔여 니르디 말다 ((你用心下功夫打)
這的你不須說) <飜朴17a>

다.  여러 가짓 과 온 가짓 毒 고튜 韭菜 디허 汁을  中 잔 머그라
거레란 므레 불휘 달혀 머그라 (又方治諸餅百物毒擣韭汁服一中盞冬以水煮根
服之) <救急下53a>

(7가)는 ‘그 때에 등조왕이 보광불을 청하여 공양하리라 생각하여, 나라에 “좋은 꽃

은 팔지 말고, 다 임금께 가져 오라”라고 명령을 내렸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됴 곶’ 뒤에 ‘-으란’을 취하고 있다. ‘X-으란’과 대조되는 원소를 대조 집합 안에

서 뚜렷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쁜 꽃’이나 ‘평범한 꽃’ 정도로 상정할

수 있을 듯하다. 형용사는 정도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구

는 다른 항목과의 대조를 비교적 쉽게 상정할 수 있다. 이제 (7나)의 경우를 살펴보

자. 현대 한국어로 해석하면 ‘당신이 마음을 써서 공력을 들여 만들라. 이 일은 당신

이 구태여 말하지 말라’ 정도가 될 것이다. ‘이 일’ 뒤에 ‘-으란’을 취하였는데, ‘다른

일(저 일)’은 몰라도 ‘이 일은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된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지시 관형사 ‘이, 저’가 내재적 대조성을 가지므로 지시 관형사의 수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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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명사구는 다른 항목과의 대조가 어렵지 않게 상정될 수 있다. (7다)에서는 ‘-에’

와 통합된 시간 명사 ‘겨울’ 뒤에 ‘-으란’이 나타났다. ‘겨울’은 ‘봄, 가을, 여름’과의

대조를 쉽게 상정할 수 있어서 역시 대조로 해석할 수 있다.

(7가, 나)에서의 ‘-으란’은 현대 한국어의 ‘-을랑’의 쓰임과 매우 비슷하다. 현대 한

국어에서 ‘-을랑’은 흔히 ‘지 말라’와 같은 부정분에서 나타나며 대조되는 항목이 문

장 표현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세 한국어에서는 ‘-

으란’과 대조되는 자매 항목은 대부분의 경우 문장 표면에 나타난다.

이제부터는 ‘-으란’이 나타내는 대조의 마지막 유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의 몇

가지 유형의 대조와 다소 다르지만, ‘대조’라는 큰 틀 속에서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아래에서 제시할 (8)은 이전의 예들과 마찬가지이다. (8)은 단순히 두 명사구의 대조

라기보다 두 가지 사건의 대조, 즉 사건대조(event-contrast)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조가 사용되는 상황에서는 화자의 마음속에 잠재적 선택항들

로 구성된 대조 집합을 추론해 낼 수 있다. 이정민(2000)에서는 개체대조

(individual-contrast)뿐만 아니라 사건대조 상황에서도 대화 참여자들이 이와 같은

대조 집합을 구성한다고 가정하였다.

(8) 가. 쥬이 록산이 졉샤미 부티 샤 군신이 미츠리 업거늘 은덕 갑올
줄란 모고 마 니와다 대궐로 가니 (主上待祿山 恩如父子 群臣莫及 不知

報德 乃興兵指闕) <三綱宣忠15a>

나. 셕연분이 님금 계신듸 고의라  사 브려 님금 엳오 회이 도 자
블 디업승이다 라 야 님금란 아니 가고 회광 아 최의개 라가
닐어늘 <三綱宣忠17a>

다. 내 姒ᅵ 禮란 아니 치고 도 내티일 뎌글 과뎌 니  므스게
리오 고 (吾娰 不敎以居室之禮 而反欲使吾爲見棄之行 將安所用) <三綱烈

2>

라. 朝廷이 너희 치샤 이런 예 려 거시 이제 도기 行在所 犯屬거
늘 救란87) 몯고  어더 도니 (朝廷蓄汝輩以備緩急 今敵犯行在

旣不能赴難 又乘時爲盜) <三綱烈18>

라'. 됴이 너희 치샤 이런 어려운 예 려 거시 이제 도기 님금 겨

87) 이지영(2005)에 따르면 보조적 연결어미로 ‘-디’ 대신 간혹 ‘-’이 쓰이기도 한다. 하귀녀·황
선엽·박진호(2009)에 따르면 이 ‘-’에 [대조]의 의미를 첨가한 형태 ‘-’과 ‘-란/드란’의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한다.



- 167 -

신  범졉거 구디란 아니고 이 어더 도질니 <三綱宣烈18>
마. 王ᄉ 아 拘那羅ᅵ라 호리 王ᄉ 겨틔 안잿다가 말란 아니고 두 가라 드
니 두  곱게 供養코져 논 디러니 大衆히 다 우며 王도 우며 닐

오 이 아기 功德을 더으놋다 고 닐오 내  三十萬兩ᄉ 金으로 모 
님내供養며  一千 독香湯 더 내야 菩提樹를 싯교리라 야 (時王子名
曰拘那羅 在王右邊舉二指而不言說 意欲二倍供養 大衆見之皆盡發笑 王亦發笑而語

言 嗚呼 王子乃有增益功德 王復言 我復以三十萬兩金供養衆僧 復加千瓮香湯 洗浴

菩提樹 <釋迦:80c04-05>) <釋詳24:47a-47b>

바. 구의 屍身을 검시고 진짓 도즈그란 잡디 몯고 쇽졀업시  임자와 겨틧 평
을다가 의심야 텨 져주니 후에 다  마리  그 도즈글 자바 보내니

올 옥애셔 주그니라 (官司檢了屍 正賊捉不住 乾把地主並左近平人涉疑打拷 後

頭別處官司 却捉住那賊 發將來 今年就牢裏死了) <飜老上27b-28b>

위 예들에서 보인 바와 같이 ‘-으란’이 반드시 명사구 뒤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

다.88) ‘-으란’은 (8다, 마, 바)에서는 보통 명사 뒤에, (8가)에서는 의존 명사 ‘줄’ 뒤

에, 그리고 (8나)에서는 조사 ‘’ 뒤에 나타났지만 (8라)에서는 장형부정문의 보문소
뒤에 나타났다. (8)이 보이는 대조의 유형에서 ‘-으란’ 성분 뒤에는 항상 부정소가

공기한다. 그 의미는 ‘(당연히 A를 해야 하지만) A는 하지 않고 오히려 (A보다 덜

하거나 반대되는) B를 한다’로 이해할 수 있다. 현대 한국어의 ‘-는커녕’의 의미와

유사하다.89) 즉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반대되는 것까지

지정하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사건 A와 사건 B의 대조가 형성된다.

(8가)를 현대어로 해석하면 ‘임금께서 녹산이를 대접하신 것을 부자같이 하시어

여러 신하들 가운데 그에게 미칠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덕에 보답할 일은

모르고 (오히려) 군사를 일으켜 대궐로 쳐 들어가니’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쥬

88) 허웅(1975, 1989)에서는 15세기 자료의 ‘-으란’을 명사구에만 붙을 수 있는 조사로 취급하였

다. 명사구 이외의 환경에 통합하는 ‘-으란’의 예는 16세기에도 그리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사의 활용형에 통합하는 (8라)는 15세기 문헌이다.

89)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커녕’에 대한 해석과 ‘-는-커녕’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커녕: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나타

내는 보조사.

-는-커녕: 앞말을 지정하여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뜻을 강조하는 보조사. 보조사 ‘는’에 보조

사 ‘커녕’이 결합한 말이다. ¶ 그는 돕기는커녕 방해할 생각만 하고 있는 듯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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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록산이 졉샤미 부티 샤 군신이 미츠리 업-’기 때문에 ‘쥬’에게 ‘은

덕 갑’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마 니와다 대궐로 가’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은덕 갑’는 행위와 그와 반대되는 ‘마 니와다 대궐로 가’
는 사건의 대조가 형성된다. (8나)도 마찬가지이다. (8나)를 현대어로 해석하면 ‘연분

이 행재소에 고성의를 부려 “황제께 ‘회광이 도적 잡을 뜻이 없습니다’라 하라”하였

다. 성의가 임금께는 안 가고 (오히려) 회광의 아들에게 달려가 일러 바쳤는데’ 정도

에 해당된다. (8나)의 전반부 문맥을 보면 ‘님금 가야’ 마땅하지만 후반부를 보면

그와 반대되는 사건인 ‘회광 아 최의개 라가’가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임금께 안 가’는 것과 ‘회광의 아들에게 달려가 일어 바치’는 것은 서로 대조되

는 사건이다. 그리고 두 가지 사건이 단순히 대조 집합의 원소로 나열되는 것이 아

니라 일정한 척도를 형성한다. 다음으로 (8다)를 살펴보자. (8다)를 현대 한국어로

해석하면 ‘내 시누이는 예는 가르치지 않고 도리어 내쫓길 행실을 하기를 바라니 장

차 무엇에 쓰겠는가 하고’ 정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姒’로써 당연히 ‘禮 
치’어야 하는데 도리어 ‘내티일 뎌글 과뎌 ’는 상황이므로, ‘禮 치’는 행

위와 ‘내티일 뎌글 과뎌 ’는 행위가 서로 대조된다. 즉 시누이로써 마땅히 예

를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예와 반대된 내쫓길만한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

이다. (8라)와 (8라')은 같은 내용을 다른 시기에 언해한 것이다. ‘-으란’의 쓰임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해석하면 ‘조정이 너희를 기르셔서 이런 때에 쓰려고

하셨는데, 이제 도적이 임금 계신 곳을 침범하는데도 구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틈

을 타서 도적질을 하는구나’ 정도로 옮길 수 있다. 앞 문맥을 통해 도적이 임금 계

신 곳을 침범하기 때문에 마땅히 구해야 하지만, 구하는 사건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것과 반대되는 사건, 즉 틈을 타서 도적질을 하는 행위까지 한다는 의미이다. 두

가지 사건의 대조가 명백하게 드러난다. (8라)와 같은 경우 ‘-으란’은 대조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데, 이 점은 하귀녀·황선엽·박진호(2009)에서도 확인한 바 있다. 여

기서는 “도적이 약탈을 당한 行在所를 官軍이 구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그 틈을 타

도적질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앞뒤 절 사이에 ‘대조’가 드러나고 있다”고 언

급하였다.

지금까지 본 (8가˞라')은 모두 유학서인 <三綱行實圖>의 것이었다. (8마, 바)는 각
각 불경 문헌과 역학서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동일한 대조 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8마)를 해석하면 ‘왕의 아들 구나라라 하는 이가 왕의 곁에 앉아 있다가, 말은 하지

않고 두 손가락을 들었는데, 두 벌을 곱하게 공양하고자 하는 뜻이었다’ 정도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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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말을 하는’ 것과 ‘두 가라 드는’ 행동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 (8바)는

<飜譯老乞大>에서 가져온 예인데, 官司라면 당연히 도둑을 잡아야 하는데도 불구하

고, ‘도즉’은 잡지 못하고 (오히려) ‘ 임자와 겨틧 평’을 의심하여 잡는 상황이다.
따라서 ‘도즉을 잡는 것’과 ‘ 임자와 겨틧 평을다가 의심야 텨 져주’는 것이

서로 대조되어 나타난다. 문장 전체를 해석하면 ‘관청에서 시신을 검시도 하였지만

진범은 잡지 못하고, 애매한 땅임자나 근처의 죄 없는 사람을 의심하여 고문까지 하

였습니다’로 나타낼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보조사 ‘-으란’이 ‘대조’로 사용되어 온 모습을 확인하였다. 여러 논의

에서 ‘-으란’은 ‘대격+주제격’의 성격을 가지는 조사로 다루어졌으나, 본고에서는 한

재영(2001)과 같이 ‘화제’적 성격보다는 ‘대조’를 나타낸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이점

은 앞서 4장에서 살펴본 ‘-는’의 정보구조적 기능과 일맥상통한다. 중세 한국어에서

보조사 ‘-는’은 주로 총칭문에서의 화제 표지로 쓰였으므로 대표적인 화제 표지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지금까지 제시된 예들 중 (3마)를 제외한 모든 경우가

개별문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보조사 ‘-는’이 개별문에서 사용될 경우 대체로

대조로 해석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개별문에서 나타나는 ‘-으란’이 대조의

기능만을 나타낸다는 점은 잘 부합되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을 정리하면 두 대조 항목이 모두 ‘-으란’으로 나타날 경우, 이를 명백한 대조

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대조되는 다른 항목이 다른 조사를 취할지라도 문맥을 통

해 충분히 ‘대조’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존 논의에서

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건대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사건대조일 경우 서

로 대조되는 사건들은 단순히 집합의 원소로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척도를 구

성하게 된다. 이것은 대조 초점의 특성이라는 것은 앞서 보조사 ‘-는’의 대조를 살펴

보면서 이미 다룬 바 있다. ‘-으란’과 관련된 대조와 정보구조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5.2.3. 대조와 정보구조

본고에서는 앞서 ‘-으란’이 화제의 표지가 아니라 대조의 표지로 쓰였음을 보였다.

그러나 5.2.2에서 논의된 ‘-으란’에 의한 대조는 정보구조적으로 모두 동일한 지위를

가진 것은 아니다. 정보구조적 대조는 관계적 구정보들끼리 대조되는 경우와 관계적

신정보들끼리 대조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즉 대조를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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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 수 있다. 예컨대 앞에서 다룬 (2)가 그 차이점을 잘 보여줄 수 있다. 편의를 위

해 이를 다시 가져오기로 한다.

(9) 가. 그저긔 優婆吉이  닐오 토면 모로매 계우리 잇니 그러면 如來ᄉ 舍利

므스기 利益 외시리고 고 즉자히 세 기제 호아  기란 諸天 
고  기란 龍王 고  기란 여듧 王 골오 혼대 모다 깃거 各各

金壜애 담니라 (時優波吉言 諸君且止 舍利宜共分之 卽分爲三分 一分與諸天
一分與龍王 一分與八王 分瓮受碩餘 <釋迦:75c22-24>) <釋詳23:55b-56a>

나. 王ᄉ 아 拘那羅ᅵ라 호리 王ᄉ 겨틔 안잿다가 말란 아니고 두 가라 
드니 두  곱게 供養코져 논 디러니 (時王子名曰拘那羅 在王右邊舉二

指而不言說 意欲二倍供養 <釋迦:80c04-05>) <釋詳24:47a>

(9가)는 선행절을 통해 ‘如來ᄉ 舍利’는 분명히 주어진 구정보임을 알 수 있으며, ‘세

몫으로 나눈 각 몫에 대한 일’은 새로운 정보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 기
란’은 모두 주어진 정보의 부분 정보들이며 이들이 서로 대조된다. 즉 ‘-으란’은 대

조 화제를 나타내고 있다. (9나)에서는 ‘X-으란’ 성분이 주어인 ‘王ᄉ 아 拘那羅ᅵ
라 호리’ 뒤에 출현하였는데, 그 위치가 문중이라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문

맥을 통해 ‘말란 아니고 두 가라 드니’ 부분은 청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

운 정보임을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말란’과 ‘두 가라’이 서로 대조되는 자매항
들임도 알 수 있다. 즉 ‘말란’은 대조 초점이다. 따라서 (9가)와 (9나)는 똑같이 ‘대

조’를 뜻하지만, 정보구조적 관점에서 관찰해보면 정보의 신구성에 따른 다른 성격

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장에서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의 차이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대조 화제와 대

조 초점은 모두 보조사 ‘-으란’으로도 표시될 수 있는데, 양자 모두 질문이 요구하는

정보의 일부분만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구별해야

하는 것은, 하나는 관계적 구정보를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관계적 신정보를 나타내

어 기본적인 정보구조적 의미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바

와 같이 대조 초점은 일반적으로 척도 함축을 수반하는 반면, 대조 화제에는 그렇지

않다. 이하에서는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의 정보구조적 특성에 대해 자세히 다루기

로 한다.

5.2.3.1. 대조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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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보조사 ‘-는’으로 나타내는 대조를 다룰 때 대조 화제에 대해 언급한 바 있

다. ‘-는’으로 나타난 대조 화제와 ‘-으란’으로 나타난 대조 화제의 가장 큰 차이는,

후자가 대부분 목적어로 사용된다는 점일 것이다. 물론 처격이나 여격 등에 쓰인 예

도 있기에, 좀 더 정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으란’은 비-주격에 쓰인다고 말할 수 있

겠다. 따라서 ‘-는’과 ‘-으란’은 모두 대조 화제에 사용될 수 있으나, 통사적 위치에

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는 보조사 ‘-으란’으로 나타내는 대조 화제

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전형적인 대조 화제는 이전 발화에서 논의 중인 화제의 일부분만을 선택하여 다

시 화제로 삼는 것이다.

(10) 가. 그저긔 優婆吉이  닐오 토면 모로매 계우리 잇니 그러면 如來ᄉ 舍利

므스기 利益 외시리고 고 즉자히 세 기제 호아  기란 諸天 
고  기란 龍王 고  기란 여듧 王 골오 혼대 모다 깃거 各各

金壜애 담니라 (時優波吉言 諸君且止 舍利宜共分之 卽分爲三分 一分與諸天
一分與龍王 一分與八王 分瓮受碩餘 <釋迦:75c22-24>) <釋詳23:55-56>

나. 庫앳 거시… 三千貫이 잇거늘 셰 기제 호아  기란 어미 주어 지븨셔 
게 고  기란 어미 주어 三寶 供養야 아비 爲야 날마다 五百僧齋 
고라 고  기란 제 가져 金地國에 라 가니라 (卽今庫藏 …… 有三

千貫文 分作三分 一分留與阿孃 供給門戶 一分留與阿孃 供養三寶 爲爺設五百僧

齋 兒將一分 徃金地國 興生經紀 <目連: 10>) <月釋23:72b-73a>
다. 父母ㅣ 업거늘 이 生計 호아 닫 사로려 커늘 말이 몯야 奴婢란 늘그

니 가지며 닐오 나와 야  일얀 디 오라니 너희 몯 브리리라 
란 사오나니 가지며 닐오 져믄 제브터 던 거시라 됴히 너기노라 器

具란 야디니 가지며 닐오 아래브터 던 거시라 내게 便安얘라 고
가지더라 (父母亡 弟求分財異居 包不能止 奴婢引老者 曰與我共事父 若不能使也

田廬取荒頓者 曰少時所治意所戀也 器物取朽敗者 曰素所服食 身口所安也) <三

綱孝7>

라. 先公이 群牧判官이 외야실 제 소니 오나 수를 排置 아니 아니호 시혹
三行며 시혹 五行며 七行애 너므디 아니호 술란 져재 사고 果實란 와
밤과 大棘와 감만 고 안쥬란 脯肉과 젓과 국만 고 그르스란 沙器와

漆혼 거슬 더시니 (先公이 爲群牧判官이라 客至커든 未嘗不置酒호 或三行
며 或五行며 不過七行호 酒沽於市고 果止梨栗棗柹고 肴止於脯醢菜



- 172 -

羹고 器用甆漆더시니) <內訓3:61a>

(10가˞다)는 이미 앞에서 제시했던 예들로, 대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예

들이다. 여기서는 이것이 대조 중에서도 대조 화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10가)를 현대 한국어로 번역해보면 ‘그 때에 우바길이 다시 말했다. “다

투면 모름지기 이기지 못할 이가 있으니, 그러면 여래의 사리가 무엇이 이익이겠소”

하고 즉시 세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제천께 드리고, 한 몫은 용왕께 드리고 한 몫

은 여덟 왕께 고루 나누어 드리니, 모두 기뻐하여 각각의 금담에 담았다’ 정도로 나

타낼 수 있다. 요컨대 여래의 사리를 세 몫으로 나누어 각각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서술하는 문장인 것이다. 선행절에서는 ‘如來ᄉ 舍利’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였고,

그것의 일부분인 ‘ 기’를 선택하여 다시 화제로 삼고 다른 ‘ 기’와 대조하고

있다. 세 번 출현한 ‘ 기란’ 뒤에는 각각 새로운 정보들을 덧붙여서 ‘세 몫으로

나눈 如來ᄉ 舍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즉 ‘ 기란……  기란……  기
란’은 선행 화제의 일부분인 동시에 서로 대조되는 대조 화제이다.

(10가)와 비슷한 예를 <月印釋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10나)는 ‘창고의 것이

(돈이) 삼천관이 있었는데, 세 몫으로 나누어 한 몫은 어미에게 주어 집에서 쓰게

하고, 한 몫은 어미에게 주어 삼봉공양하여 아비 위하여 날마다 오백승재하라 하고,

한 몫은 자기가 가져 금지국에 장사하러 갔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선행절에서

는 ‘돈 삼천관’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였고, 후행절에서는 그것을 세 몫으로 나누어

각각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서술하였고 있다. 후행절의 세 ‘ 기란’은 선
행 화제의 일부분이며 서로 대조되는 자매 항목으로 존재한다. 즉 전형적인 대조 화

제로 이해할 수 있다.

(10다)를 번역하면 ‘노비는 늙은이를 가지며 말하기를 “나와 더불어 함께 일한 지

오래되었으니 너희가 능히 부리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농장은 좋지 않은 것을 가

지며 말하기를 “젊었을 때부터 하던 것이라서 좋게 여긴다”고 하였다. 가재도구는

다 망가진 것을 가지며 말하기를 “예전부터 쓰던 것이라서 내게 편안하다”고 하였

다’로 나타낼 수 있다. ‘분가’라는 큰 틀 속에 ‘奴婢’, ‘’, ‘器具’에 대해 각각 서술

하면서 서로를 대조시키고 있다. 이 대조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판별하기 위해서

는 선행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다)의 앞에는 ‘父母ㅣ 업거늘 이 生計 
호아 닫 사로려 커늘 말이 몯야’라는 내용이 나온다. 즉 ‘부모가 죽은 후, 아우

가 살림살이를 나누어 따로 살려고 하므로 말리지 못했다’는 맥락이다. 요컨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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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을 취한 명사구 ‘奴婢’, ‘’, ‘器具’는 선행 화제의 일부분이며, 서로 대조되는 대
조 화제임을 알 수 있다.

(10라)를 해석하면 ‘선공이 群牧判官이 되었을 적에 손님이 오면 으레 술상을 차

려 대접하지 않은 경우가 전혀 없었다. 어떤 때는 세 번, 때로는 다섯 번씩 술상을

내었다. 그러나 일곱 차례를 넘긴 적은 없었다. 술은 저자에 나가 사오게 하였으며

과일은 배와 밤과 대추와 감만으로 하고 안주는 육포와 젓과 나물국만 하고 그릇은

사기그릇과 칠그릇만을 사용하였다’로 나타낼 수 있다. 선행절을 통해 ‘술상을 차리

는’ 문맥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술상에 필요한 요소인 ‘술’, ‘안쥬’,

‘그릇’은 선행 화제의 일부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술란’, ‘안쥬란’과 ‘그르

스란’은 서로 대조되는 대조 화제로 파악된다. 하귀녀(2005)에서는 (10다, 라)의 ‘X-

으란’ 성분을 ‘성분 주제’로90) 다루었는데, 이는 본고의 입장과는 다르다. 본고에서는

정보구조의 입장에서 (10)과 같은 경우 ‘X-으란’ 성분을 대조 화제로 보기로 한다.

위의 (10)과 같이 ‘X-으란’ 성분이 둘 이상 나타날 경우에는 대조 화제로 해석하

기가 용이한 편이다. 하지만 만약 해당 성분이 두 개만 나타날 경우는 어떠할까?

(11) 가. 아니 왯 뉘예 善男子 善女人이 如來ㅅ 智慧 信 사란 이 法華經을

불어 닐어 드러 알에  디니 佛慧 得게 논 젼라 아뫼나 衆生이 信受

아니 사란 如來ㅅ 녀나 深妙 法中에 쳐 利며 즐거믈 뵈

라 (於未來世 若有善男子 善女人 信如來智慧者 當爲演說此法華經 使得聞知 爲

令其人得佛慧故 若有衆生不信受者 當於如來餘深法中 示敎利喜 <法華:52c17-20>91))

<釋詳20:2b-3a>

나. 란 너므 둗겁게 말오 으란 히 호리라 (刃兒不要忒厚了 脊兒平正着)

<飜朴上16a>

(11)에서는 ‘X-으란’ 성분이 두 번씩만 나타난다. 먼저 (11가)를 살펴보자. 이 예는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문장이 모두 앞서 다룬 ‘부류-성원’류 주격 중출

구문에 속한다. 즉 주격 조사 ‘-이’를 취한 첫 번째 명사구, ‘善男子 善女人’과 ‘아뫼

나 衆生’이 두 번째 명사구인 ‘如來ㅅ 智慧 信 사’과 ‘信受 아니 사’의

90) ‘성분 주제’라는 것은 통사적인 개념으로 임홍빈(2007)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91) 이 문장은 <法華經諺解>의 구결문 ‘於未來世예 若有善男子善女人이 信如來ㅅ 智慧者ㅣ어든

當爲演說此法華經야 使得聞知니 爲令其人이 得佛慧故ㅣ라 若有衆生이 不信受者ㅣ어든 當

於如來ㅅ 餘深妙法中에 示敎利喜니라 <法華6:123a>’와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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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 범위를 한정시키며 화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명사

구인 ‘善男子 善女人’과 ‘아뫼나 衆生’은 동일지시, 즉, 모두 ‘모든 중생’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11가)의 직전 문맥에서 ‘이 法을 너비 펴아 一切 衆生이 다

드러 알에 라 (廣宣此法 令一切衆生普得聞知 <法華:52c12>) <釋詳20:2a>’ 라는

문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이 법을 펴서 一切 衆生이 다 알게 하라’는 의미인데

(11가)는 ‘一切 衆生’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11가)는 ‘모든 중생

중에 여래의 지혜를 믿는 사람은 … 믿지 않은 사람은 …’의 구조를 가진 것으로 이

해된다. 즉 ‘如來ㅅ 智慧 信 사’과 ‘信受 아니 사’이 서로 대조된 것으
로 볼 수 있다. 전체 문장에서는 이들에 대해 각각 ‘이 法華經을 불어 닐어 드러 알

에  디니 佛慧 得게 논 젼라’와 ‘如來ㅅ 녀나 深妙 法中에 쳐 利
며 즐거믈 뵈라’라는 새로운 정보를 덧붙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11나)는 ‘갈 론’ 상황에서 한 발화이다.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면 ‘칼날은 너무
두껍게 말고 칼등은 똑바로 하라’ 정도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칼’의 일부분이

되는 ‘날’과 ‘등’은 주어진 정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란’과 ‘으란’ 뒤에 취한
‘-으란’은 대조 화제의 표지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X-으란’과 대조되는 성분이 보조사 ‘-는’을 취할 경우를 살펴보자.

(12) 가.  그딋 모 두고 남란 내 모 두어 둘히 어우러 精舍 라 부텻긔 받

리라 (教齊是止勿更出金 園地屬卿樹木屬我 自起門屋上佛 共立精舍 <釋

迦:64c23-24>) <釋詳6:26a>

나. Q: ■間애 겨시거나 涅槃신 後ㅣ어나 信心檀越이 金銀 七寶 一切 됴 거스로

如來 布施 어듸 두리고 ((爾時 阿難復白佛言) 若佛在世 若涅槃後

有信心檀越以金 銀 七寶 一切樂具 奉施如來 云何舉置 <涅後:901c10-12>)

A: 부텨 이 저긔 施혼 부텻 거슨 히 알려니와 부텨 滅度 後에 一切 信心
의 施혼 부텻 거스란 글로 부텻 像과 부텻 옷과 오 (若佛現在 所施佛

物 僧衆應知 若佛滅後 一切信心所施佛物 應用造佛形像 及造佛衣 七寶幡蓋 買

諸香油 寶花以供養佛 <涅後:901c12-15>) <釋詳23:3a-3b>

(12가)는 ‘땅은 그대 몫으로 두고, 나무는 내 몫으로 두어 두 사람이 합하여 정사를

만들어 부처님께 바치리라’ 정도로 해석된다. (12가)의 선행 문맥에서는 ‘太子 祇陁

 東山이 토 平며 나모도 盛더니 (唯王太子祇陀有園 其地正平其樹鬱茂 <釋

迦:64c03-04>) <釋詳6:23b>’라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땅’과 ‘나무’는 모두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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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와의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정보이며 서로 대조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12가)의 ‘-으란’도 대조 화제 표지로 쓰였음을 알 수 있

다. (12나)는 질문과 대답의 쌍으로 이루어진 대화이다. (12나Q)에서 아난이 부처님

에게 “세간에 계시거나 열반하신 후이거나 신심 깊은 단월이 금은칠보 일체의 좋은

것으로 여래께 보시하거든 어디에 두겠습니까?”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부처

님이 “부처 있을 적에 보시한 부처의 것은 중들이 알겠지만 부처 멸도한 후에 일체

신심이 보시한 부처의 것은 그것으로 부처의 상과 부처의 옷을 만들고” 라고 대답

하였다. 질문과 대답의 연결 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텨 이 저긔 施혼 부텻 
것’과 ‘부텨 滅度 後에 一切 信心의 施혼 부텻 것’이 모두 화제이다. 대조의 두

보조사 ‘-는’과 ‘-으란’을 각각 취한 두 명사구는 서로 대조되는 항목으로 나타난다.

다음 (13)은 ‘X-으란’ 성분과 대조되는 항목이 그 외의 다른 격조사를 취한 경우

이다.

(13) 가. 암흐란 사디 말오 다 악대로 라 (着張三買羊去 買二十箇好肥羊 休買母的 都要

羯的) <飜朴上2a>

나. 뉴리히 뉴라 놀애 브르리란 블러 앏픠 나오라 야 저희 야 브르

게 라 (彈的們動樂器 叫唱的根前來 着他唱) <飜朴上6a>

(13가)에서는 ‘X-으란’과 대조되는 ‘악대’ 뒤에는 격조사 ‘-로’가 나타나 있고, (13나)

에서는 ‘X-으란’과 대조되는 ‘뉴리ㅎ’ 뒤에 격조사 ‘-이’가 나타났다. (13가)는

‘암놈은 사지 말고, 다 불깐 짐승(수놈)으로 사게 하라’로 해석할 수 있다. (13가)의

앞 문맥에서는 ‘張三이 야  사라 가게 호 스므 낫 됴 진 을 사게 라’
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번역하면 ‘장삼으로 하여금 양을 사러 가게 하되, 스무 마리

의 좋은 살찐 양을 사게 하시오’로 옮길 수 있다. 양을 사는 상황이므로 ‘암놈’과 ‘수

놈’은 모두 주어진 정보로 보아야 한다. 즉 ‘-으란’은 대조 화제의 표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점은 (13나)도 마찬가지이다. (13나)는 ‘연주할 사람들은 연주를 하라. 노래

부를 사람은 불러서 앞에 나오게 하여 부르게 하여라’ 정도로 옮길 수 있으며 ‘뉴
리히’와 ‘놀애 브르리란’이 서로 대조되고 있다. 즉 여기서도 ‘-으란’은 대조 화

제의 표지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으란’의 기능을 정보구조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X-으란’

이 두 번 혹은 그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와 ‘X-으란’이 한 번만 나타나는 경우를 나

누어 관찰한 결과, 이들 모두가 대조 화제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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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구조적으로 구정보이면서 서로 대조되는 두 항목은 대조 화제가 되는데, 이런

대조 화제가 목적어나 여격어 등 비 주어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사 ‘-으란’이 수반된

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대조 초점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5.2.3.2. 대조 초점

지금부터는 관계적인 신정보가 서로 대조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

(14)의 ‘-으란’은 의미적으로나 정보구조적으로나 앞에서 살펴본 대조 화제의 경우와

매우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14) 가. 쥬이 록산이 졉샤미 부티 샤 군신이 미츠리 업거늘 은덕 갑올
줄란 모고 마 니와다 대궐로 가니 (主上待祿山 恩如父子 群臣莫及 不知

報德 乃興兵指闕) <三綱宣忠15a>

나. 셕연분이 님금 계신듸 고의라  사 브려 님금 엳오 회이 도 자
블 디업승이다 라 야 님금란 아니 가고 회광 아 최의개 라가
닐어늘 <三綱宣忠17a>

다. 내 姒ᅵ 禮란 아니 치고 도 내티일 뎌글 과뎌 니  므스게
리오 고 (吾娰 不敎以居室之禮 而反欲使吾爲見棄之行 將安所用) <三綱烈

2>

라. 됴이 너희 치샤 이런 어려운 예 려 거시 이제 도기 님금 겨

신  범졉거 구디란 아니고 이 어더 도질니 <三綱宣烈18>
마. 王ᄉ 아 拘那羅ᅵ라 호리 王ᄉ 겨틔 안잿다가 말란 아니고 두 가라 드
니 두  곱게 供養코져 논 디러니 (時王子名曰拘那羅 在王右邊舉二指而

不言說 意欲二倍供養 <釋迦:80c04-05>) <釋詳24:47a-47b>

바. 구의 屍身을 검시고 진짓 도즈그란 잡디 몯고 쇽졀업시  임자와 겨틧 평
을다가 의심야 텨 져주니 후에 다  마리  그 도즈글 자바 보내니

올 옥애셔 주그니라 (官司檢了屍 正賊捉不住 乾把地主並左近平人涉疑打拷 後

頭別處官司 却捉住那賊 發將來 今年就牢裏死了) <飜老上27b-28b>

사. 그 므리 漸漸 젹거늘  아기란 업고 새 나니란 치마예 다마 이베 믈오 믌 가
온 드러 도라  아기 보니 버미 차 오거늘 브르노라 다가 치마옛 아기
 디오 소로 얻다가 얻드란 몯고 어분 아기 조쳐 디오 (其水漸小 荷負小
兒 以手牽持 其新產者 以裙盛之 銜著口中 卽前入水 正到河半 反視大兒 見一猛虎

奔走馳逐 開口唱喚 口卽失裙 嬰兒沒水 以手探摸 而竟不獲 其背上者 失手落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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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恩:153a08-13>) <月釋10:24a-24b>

(14가)에서 밑줄 그은 부분인 ‘은덕 갑올 줄란 모고 마 니와다 대궐로 가니’
는 선행 문맥에서 전혀 언급된 적 없는 정보이자 청자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신정보

이자 초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14가)의 발화에서 화자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과 ‘그와 반대되는 것’의 두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항목은 ‘은덕 갑는 것’이고 이와 반대되는 것은 ‘마
니와다 대궐로 가는 것’이다. 이 둘은 서로 대조되고 있다.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은 높은 척도에 해당되고 ‘그와 반대되는 것’은 비교적 낮은 척도에 있다. 그리고 ‘-

으란’을 취한 성분은 높은 척도에 있으며 ‘-ㄹ 줄 모-’와 같은 부정소와 공기한다.
즉 비교적 높은 척도에 있는 성분을 부정하며 비교적 낮은 척도에 있는 성분을 긍

정한 것이다. 이는 대조 초점이 갖는 특성 중 하나이기에 ‘X-으란’ 성분을 대조 초

점으로 볼 수 있다.

(14가)와 비교했을 때, (14나)의 ‘-으란’은 격조사 ‘’ 뒤에 온 것 제외하면 의미적
으로 거의 흡사한 양상을 보인다. 즉 화자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

은 ‘님금 가는 것’이고 이와 반대되는 것은 ‘회광 아 최의개 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님금란 아니 가고 회광 아 최의개 라가 닐어
늘’은 새로운 정보이면서 초점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14나)의 ‘-으란’도 대조

초점의 표지라 할 수 있다. (14다˞사)의 ‘-으란’도 (14가, 나)와 마찬가지로 대조되는

두 항목이 모두 새로운 정보이므로 초점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초점과 대조되

는 항목이 상정될 수 있기에 대조 초점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대조

초점에 나타나는 척도 함축도 (14)의 예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으란’이 나타난 대조 초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조 초점은 대조 화제

와 달리 관계적으로 새로운 정보이면서 대조적 의미를 드러낸다. 앞서 4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보조사 ‘-는’도 대조 초점에 사용될 수는 있다. 그러나 ‘-으란’은 주로 목

적어에 나타난다는 점에서 ‘-는’과 차이를 보인다.

이상으로 ‘-으란’이 실제로 쓰이는 문장들에서 대체로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통해 보조사 ‘-으란’은 화제의 표지라기보다는 대조의 표지라 해야 한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X-으란’을 구정보와 신정보에 따라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

으로 나눌 수 있음도 보았다.



- 178 -

5.3. ‘X-’의 정보구조

허웅(1975: 378)에서는 ‘-’에 대하여 ‘국한’하는 뜻을 나타내며 대상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낸다고 언급하였다. 16세기 한국어를 다룬 허웅(1989: 111)에서는 ‘힘줌’의

뜻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ㅿ/ 음소가 없어짐에 따라 「-아 로 바뀌기도 하였으나

앞 홀소리와의 부딪힘을 피하기 위해서「-사 또는「-야 로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라

고 하였다. 한편 이현희(1995: 525)에서는 ‘’는 ‘아’로 변화하였고 ‘’는 ‘야’로 변화
하였는데, 이 ‘아’와 ‘야’가 16세기 한국어에서 공존하다가 그 뒷 단계에서 ‘-야’가 ‘-

아’를 밀어 내고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는 고대 한국어에서

의 형태가 현대 한국어의 방언형에까지 그대로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온

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막연히 강조나 강세의 의미라고 뭉쳐 표현해

온 ‘-’의 의미를 셋으로 나누어, 한정의 의미[“(오직) -만”의 의미], 결과의 의미[

“{의외로, 오히려, 마침내} (-하여)”의 의미]와 계기의 의미[“-해서야 (비로소)”의 의

미]의 세 문맥 의미로 세분화하였다.

이처럼 흔히 보조사92)로 인식되어온 ‘-’는 그 의미 기능 및 분포93), 그리고 역사
적 변화를 위주로 관찰되어 왔다. 그러나 이현희(1995)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막연히

현대 한국어에 보이는 ‘-야’의 선대형으로만 처리되고 만 듯한 느낌이 없지 않다. 본

고에서는 정보구조적 관점에서 중세 한국어의 ‘-’의 특성을 살펴보고, 나아가 담화
적 의미 기능을 중요시하여 현대 한국어의 ‘-(이)야’뿐만 아니라 ‘-(이)라야’, ‘-(이)

야말로’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밝히고자 한다.

채완(1977: 29)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보조사 ‘-야’의 의미를 ‘對照+當爲性94)’이라고

92) ‘-’를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체언 어간과 체언의 곡용형, 용언의 활용형에 통합하는 보
조사, 용언 어간에 직접 통합하는 어미 등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본고는 보조사에 해당되는

것, 특히 명사구 뒤에 통합되는 경우만을 다루기로 한다. 허웅(1975)에서는 명사구 뒤에 온 ‘-

’는 ‘국한’의 보조사로 다루었고, 고영근(2010)에서는 특수의 보조사로서 현대 한국어의 ‘

(이)야(말로)’의 직접적 소급형태라고 주장하였다. ‘-’는 자음 아래서 ‘이’로 형태를 바꾸는
데, 이현희(1995: 547) 등 논의에서는 중세 한국어에서 명사구 뒤에 직접 통합한 ‘-’의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명사구와 ‘-’ 사이에 계사 어간 ‘이’가 반드시 와야 한다고

하였다. 중세 한국어에서 표면적으로 명사 어간에 직접 ‘-’류가 통합한 듯한 예는 계사 어
간이 ‘i’와 음절 부음의 ‘j’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 ‘∅-’으로 실현되어 있는 예들 밖에 없다고

하였다. 본고는 허웅(1975) 및 고영근(2010)의 견해를 따라 ‘-’를 보조사로 보고자 한다.
93) 보조사 ‘-’의 분포에 대해서는 이현희(1995)과 하귀녀(2005)에서 상세하게 다룬 바가 있기

에, 본고에서 따로 깊이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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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 화제의 ‘-는’을 ‘-야’로 바꾸면 본래 화제였던 요소가 대조를 나타내게 되는

데, 그것은 ‘-야’가 언제나 대조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의 경우, 대조로 쓰인 ‘-’도 있지만 화제와 동반하여 나타나는 ‘-’도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후대로 갈수록 화제와 동반하는 ‘-’는 대체로 ‘-는’으로 바뀌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5.3.1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그리고 현대 한국어

에서는 ‘-야’가 초점과 동반하여 나타날 수 없지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초점과 동반

하여 나타난 ‘-’의 예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 때 쓰인 중세 한국어의 ‘-

’는 현대 한국어의 ‘-야’보다는 ‘-(이)라야’ 혹은 ‘-야말로’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5.3.2에서 상술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대조’

를 나타낸 ‘-’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5.3.1. ‘X-’-화제

현대 한국어의 ‘-(이)야’는 화제와 동반하여 나타날 수 있다.95) 이 때 ‘당연함’ 또

는 ‘물론’의 의미가 드러낸다.

(15) 가. Q: 우리 저녁 스테이크 먹는 거 어때?

A: 나야 좋지. /나는 좋아.

나. Q: 철수 사람이 어때?

A: 사람이야 더할 나위 없이 좋지./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

다. Q: 철수 어디 갔어?

A: 철수야 학교에 갔지./철수는 학교에 갔지.

(15)는 보조사 ‘-(이)야’와 ‘-는’이 모두 화제와 동반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그러나 ‘-(이)야’가 쓰일 경우에는 ‘-는’이 쓰일 때보다 ‘˞는 당연히’라는 의

94) ‘當爲性’은 보통 ‘˞해야 함’의 의미로 쓰이지만 채완(1977)에서 ‘물론’ 또는 ‘당연히’라는 화자의
견해를 반영한 개념으로 쓰였다.

95) 현대 한국어에서 조사 ‘-(이)야’와 형태적으로 비슷한 조사로 ‘-(이)라야’가 있다. 그러나 정보

구조적으로 이들은 차이를 많이 보인다. 우선 ‘-(이)라야’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떤 일의 조건으로서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이 꼭 필요함을 나타내는 보

조사’로 뜻풀이 하고 있는데, ‘-(이)야’와는 달리 초점에 동반되어 나타날 수 있다.

Q: 이 일은 누가 감당할 수 있어?

A: 이 일은 자네라야 감당할 수 있을 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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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이)야’는 상황에 따라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

다. (15가A)에서 ‘-(이)야’로 인해 나타나는 의미는 ‘나는 당연히 좋지’와 같은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또는 ‘나는 당연히 좋지만 다른 사람은 잘 모르거나, 좋을 것 같

지 않다’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15나A)에서 ‘-(이)야’가 사용된 문장을

‘사람은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 ‘사

람은 당연히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돈은 못 번다’ 정도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

다. (15다A)의 의미는 ‘철수는 당연히 학교에 갔다’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

에서는 특별한 문맥이 주어지지 않으면 ‘대조’의 의미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 따라서

채완(1977)에서처럼 보조사 ‘-(이)야’가 항상 ‘대조’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문맥에 따라 대조적 의미가 드러날 수도 있고(15가A, 나A), 대조적 의미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15다A). 그러나 이들은 보조사 ‘-는’이 쓰일 때보다 ‘당연함’이나 ‘확

실함’의 의미가 덧붙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에서의 보조사 ‘-

(이)야’는 흔히 화제 표지라고 다루어온 ‘-는’보다 조금 더 유표적인 의미 기능을 수

행한다고 볼 수 있다.

화제와 동반하여 ‘당연함’의 의미가 덧붙은 예는 중세 한국어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다음 (16)이 그것이다.

(16) 가. Q: 네 해 가 져그나 니쳔 잇녀 (到你那地面裏 也有些利錢麽)
A: 긔 잇니라 내 젼년희 되벋 조차 高唐의 가 소옴과 깁 거두워 사 王

京의 가져가 라 져기 니쳔 어두라 (那的也中 我年時跟着漢兒火伴到高唐

收買些綿絹 將到王京賣了 也尋了些利錢) <飜老上13a>

나. Q: 王이 듣고 즉자히 가 무로 부텻 功德이 엇더터시뇨 (卽往問 佛何功德耶

<釋迦:77c28>)

A: 對答호 世尊ㅅ 神奇신 이리 經에 다 닐엣거니와 내 나히 열힌 저긔

부톄 오샤 우리 大闕에 드르시니 大闕 안히 고 金ㅅ 비치러다 (尼答曰

世尊威神備於經說 我時年十歲佛來入宮殿內 地皆作金色<釋迦:77c28-78a01>)

<釋詳24:19a>

(16가Q)에서는 “당신네 땅에 가서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었는가?”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16가A)에서는 “그거야 있지요. 내가 작년에 중국인 동행을 따라 고당에

가서 무명이나 깁 비단을 거두어 사서 서울로 가져가 팔았는데, 돈을 조금 벌었소”

라고 대답하고 있다. 즉, 대답을 풀어 쓰면 ‘이익이야 당연히 있지요’로 나타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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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만약 ‘당연함’이라는 의미가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면, 중세 한국어의 특성상

주격 조사 ‘-이’가 나타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飜譯老乞大> 시기에는 보조사 ‘-는’

이 개별문에서의 화제를 나타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16나)도 마찬

가지이다. (16나Q)에서는 아육왕이 부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에게 “부처님의 공

덕이 어떠하셨는가?”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16나A)에서 “세존의 신기하신 일

이야 경에 다 이르셨거니와 …”라고 대답하였다. 질문의 ‘부텻 功德’과 대답의 ‘世尊

ㅅ 神奇신 일’은 같은 것을 지시하므로 화제이다. (16나A)에서는 이 화제 명사구

뒤에 ‘-’를 취하고 있다. 즉, ‘당연함’의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무표적인 화제 표

지 ‘-이’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이후부터는 보조사 ‘-(이)야’가 화제와 동반하여 나타날 때 ‘-는’으로 바뀐

경우가 많다. 이 때 ‘당연함’의 의미는 약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7) 가. 孔子ㅣ 드르시고 니샤 子路ㅣ 사랫거든  孝道고 죽거든 몯내
그리다 리로다 (孔子聞之曰 由也 可謂 生事盡力 死事盡思者也) <三綱孝

2>

가'. 공 드르시고 니샤 로 사랏거든 힘장 효도고 죽거든 몯내 그리

다 리로다 <三綱宣孝2>
가''. 공 들으시고 오샤 로 가히 살아시매 힘을 다 여 셤기고 죽으매

아 각다 닐으리로다 <三綱英孝2>
나. A: (都彌의 겨지비 樣子ㅣ 곱고 節个ㅣ 잇더니 盖婁王이 드르시고 都彌려 니

샤) 겨지비 현마 正야도 어드  이셔 工巧히 달애면  뮈우리
라(都彌妻 美麗亦有節行 盖婁王聞之 語都彌曰 婦人雖貞 在幽昏處 誘以巧言

則動心矣)

B: 都彌  내 겨지비 현마 주거도 두  업스리다 (都彌曰 若臣妻 雖
死無貳) <三綱烈30>

나'. 도미의 겨지비  곱고 졀개 잇니 개루이 드르시고 도미려 니샤 
겨지비 현마 졀야도 어도온  이셔 교로이 달애면  리라 
신대 도미 오 내 겨지비야 현마 주거도 두  업스이다 <三綱宣烈30>

나''. 도미(都彌)라  사은 졔 나라 벼 됴라 그 쳬 얼굴이 곱고 졀

이 잇니 왕이 도미려 닐너 오 녀 아리 졀이 잇 야도 그
윽 곳의셔 달내연 을 동치 아니리 업니 네 쳐 내 말노 달내미

엇뇨 도미 오 신의 쳐 죽어도 변치 아니리이다 <三綱英烈30>
다. A: (樊彦琛이 病얫거늘 겨집 魏氏 닐오) 그듸의 오 주구믈 디 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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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라 야 (樊彦琛妻魏氏揚州人 彦琛病 魏曰 公病且篤 不忍公獨死)
B: (彦琛이 닐오) 아 길어 내라 조차 주구미 몯리라 (彦琛曰 死

生常道也 幸養諸孤使成立 相從而死 非吾取也) <三綱烈15>

다'. 번언팀의 안해 위시니  사미라 번언팀이 이 디텃 위시 닐오 
그듸 혼자 주구믈 디 몯노라 야 언팀이 닐오 주굼 사믄 니
모 아 길어내라 조차 주구미 내의 과호미 아니라 <三綱宣烈15>

다''. 당나라 번언심의 쳐 위 양쥬 사이라 언심이 병들매 위 오 공의
병이 듕고 내 아 홀로 사라 공의 죽 양을 엇지 보리오 언심이 오 
어린 식들을 길너 가문을 보젼미 올흔디라 와 죽음은 나의 라 배
아니로다 <三綱英烈15>

(17)은 <三綱行實圖>에서 나온 예들이다. (17가)를 현대 한국어로 번역하면 ‘공자가

들으시고 “자로는, 부모가 살아 있을 적에는 힘껏 효도하고, 죽은 후에는 못내 그리

워한다고 할 만한 사람이구나”라 말씀하셨다’ 정도로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선행 문

맥은 ‘子路의 孝行’에 대한 이야기이며 (17가)의 ‘子路ㅣ’가 화제에 해당된다. 선조

판 중간본(1581년)과 영조판 중간본(1730년)에서는 화제 명사구 뒤에 ‘-’ 대신에 ‘-
는’을 취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96) (17나A)를 옮기면 ‘도미의 아내가 자태가 곱

고 절개가 있더니, 개루왕이 그 소문을 들으시고 도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아

무리 올발라도 어두운 데 있으면서 교묘히 유혹하면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

하셨다’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17나B)는 ‘도미가 말씀드리기를 “제 처야(는) 아

무리 죽어도 두 뜻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로 옮길 수 있다. 여기서 ‘내 겨지비’
는 선행 문맥 (17나A)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상이므로 화제인데, 보조사 ‘-’를 취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7나')에서도 ‘-야’를 취하고 있지만, 18세기 문헌인 (17나'')

은 화제 명사구 뒤에 ‘-는’을 취하는 양상을 보인다. (17다A)를 번역하면 ‘번언침이

병들었을 때, 그의 처 위씨가 “그대가 혼자서 죽는 것을 참지 못한다”라 말하였다’로

나타낼 수 있다. 이에 대해 (17다B)에서는 언침이 ‘아이들을 길러 내어라. 나를 좇아

서 죽는 일은 옳지 못할 것이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17다B)의 ‘조차 주

굼’이 화제인데, ‘-’를 취하고 있다. (17다')에서는 화제 명사구 뒤에 ‘-이’를 취하

고 있는데, 이는 16세기가 주격 조사 ‘-이’로 화제를 많이 나타냈던 시기였기 때문이

다. 이와는 달리 (17다'')에서는 ‘와 죽음은’에서와 같이 화제 명사구 뒤에 ‘-는’을

취하고 있다.

96) (17가')은 16세기 예인데 ‘-는’은 총칭문의 화제 표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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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통해 중세 한국어에서 보조사 ‘-’가 화제와 동반하여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보조사 ‘-’가 화제를 나타낼 경우, ‘-는’으로 화제를 나타낼

때보다 ‘당연함’ 또는 ‘물론’의 의미가 덧붙음도 알 수 있었다. 중세 한국어에서 화제

와 동반하여 나타났던 ‘-’는 이후 보조사 ‘-는’으로 바뀌었음을 보았는데, 이 역사

적 변화에 대해서는 6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5.3.2. ‘X-’-초점

현대 한국어의 보조사 ‘-야’는 초점과 동반하여 나타날 수 없다. 보조사 ‘-야’에

‘당연함’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라는 초점의 성격상 ‘당연함’과 상

충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X-야’에 대해 무엇인가 언급하려면 ‘X’는 먼저 전제되

어야 한다. 이 조건이 갖춰져야만 ‘X-야’가 ‘당연함’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에서 ‘-야’는 초점과 동반하여 나타날 수 없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에서는 보

조사 ‘-’가 초점과 함께 나타나는 예를 찾을 수 있다.

(18) 가. Q: 누가 우리 아들의 스승이 될 수 있을까?

A: *철수야 될 수 있습니다.

나. Q: 王이 百官 뫼호시고 니샤 天下ㅅ 內예 뉘 智慧 이시며 죄 자
太子ㅅ 스스 외려뇨 (時 淨飯王知其太子年已八歲 即會百官群臣宰相 而

告之言 卿等當知 今我化內 誰最有智 誰具技能 種種悉通 堪為太子作於師匠

教使學書及餘諸論 <佛本: p0703b02-05>)

A: 모다  毗奢波 蜜多羅ㅣ  어디니다 (時諸臣等 即報王言 大王 當
知 今有毘奢婆蜜多羅 善知諸論 最勝最妙 如是大師 堪教太子種種書論 <佛

本:p0703b05-08>) <釋詳3:7a>

(18가Q)의 질문에 대해 (18가A)의 대답은 대단히 어색하다. 이는 초점에 보조사 ‘-

야’가 올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8가A)가 적절한 문장이 되려면 밑줄 친

부분이 ‘철수가’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와는 달리, 중세 한국어에서는

보조사 ‘-’가 초점을 나타낼 수 있다. (18나)는 중세 한국어의 예이다. (18나Q)에서
는 왕이 “천하 내에 누구야말로 지혜 있으시며 재주가 갖추어져 태자의 스승이 됩

니까?(될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18나A)에서 사람들이 “毗奢

波 蜜多羅이(야/라야) 가장 어집니다”라고 대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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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보인 ‘毗奢波 蜜多羅’ 뒤에는 ‘-’가 나타나 있다. 초점과 동반하여 나타난
‘-’는 화제를 나타낼 경우와 달리 ‘당연함’ 또는 ‘전제됨’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

인다.

초점이란 초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잠재적 초점들 중에서 뽑힌 하나를 뜻한

다. 초점 이론의 대안 집합(alternative set)은 바로 이러한 잠재적 초점들의 집합을

말한다. 대안 집합을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정보를 그 집합 안에서 한정하

여 뽑아서 청자에게 전달한다는 의미이다. 대안 집합 안에서 초점이 될 수 있는 원

소가 유일하게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원소가 모두 초점으로 뽑힐 수도 있는

데, 유일한 한 원소만이 초점이 될 경우 총망라성(exhaustivity)을 지닌다. 총망라성

이란 어떤 속성이 적용되는 개체들이 모두 제시되었으며 그 밖의 개체는 해당 속성

을 지니지 않음을 의미한다. 중세 한국어에서 ‘-’와 함께 나타나는 초점은 이러한

총망라성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총망라성과 관련하여 초점을 나타내는 ‘-’의 예를 더 살펴보도록 하자.

(19) 가. Q1: 王: 내 아 보라 나 업슨 後에 뉘 王 외료 (觀我諸子 於我滅後 誰

當作王 <釋迦:76c18>)

A1: 相師: 이 中에 好乘 니 王 외리로소다 (此中若有好乘者 是人當作王
<釋迦:77a02>)

Q2: 王: 다시 보고라 (願更爲觀之 <釋迦:77a05>)

A2: 相師: 이 中에 第一座애 안니 王 외리로소다 (此中有第一坐者 彼當
作王 <釋迦:77a05-06>)

Q3: 王: 다시 보고라 (更爲重觀 <釋迦:77a08>)

A3: 相師: 이 中에 爲頭 그르세 爲頭 밥 먹니 王 외리로소다 (此

中上器上食 此當得王 <釋迦:77a08>) <月釋25:67b-71a>

나. Q: 須達이 무로 여슷 하리 어늬  됴니가 (問舍利弗 是六欲天何處

最樂 <釋迦:65c28-29>)

A: 舍利弗이 닐오 아랫 세 하 煩惱ㅣ 만고  우흿 두 하 너무 게
을이 便安고 가온 네찻 하리 녜 一生補處 菩薩이 그 와 나샤

法訓이 긋디 아니니라 (舍利弗言 下三天中色欲深厚 上二天中憍逸自恣

第四天中少欲知足 恒有一生補處菩薩 來生其中法訓不絕<釋迦:65c29-66a02>)

<釋詳6:35b-36a>

다. 婆羅門이 그 말 듣고 고  얻니노라 야 빌머거 摩竭陁國 王舍城의 가니

그 城 안해  大臣 護彌라 호리 가멸오 發心더니 婆羅門이 그 지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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糧食 빈대 그 나랏 法에 布施호 모로매 童女로 내야 주더니 그 짓 리  
가져 나오나 婆羅門이 보고 깃거婆羅門이 보고 깃거 이 각시 내 얻니논

매 맛도다 (諸婆羅門便爲推覓 展轉行乞到王舍城 城中有一大臣 名曰護彌 財
富無量信敬三寶 時婆羅門到家從乞 國法施人要令童女持物布施 護彌長者時有一

女 威容端正顏色殊妙 卽持食出施婆羅門 婆羅門見心大歡喜 我所覓者今日見之

<釋迦:63b21-27>) <釋詳6:13b-14b>

(19가Q1)에서는 왕이 “내 아들들을 보라. 내가 죽은 후에 누가 왕이 되겠는가?”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19가A1)에서는 “이 중에 호승 타는 이만이/라야 왕이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여기서 초점이 되는 ‘이 中에 好乘 니’는 보조사 ‘-

’를 취하여 총망라성을 지닌다. 즉 왕의 아들 중에서 ‘好乘 니’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왕의 아들’로 구성된 대안 집합 안에 ‘好乘 니’라는 원소만이 초
점으로 선택되어 ‘-’와 함께 표현된 것이다. (19가A2, A3)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9나Q)에서는 수달이 “여섯 하늘이 어느 것이(야) 가장 좋습니까?”라고 질문하였

는데, 이에 대해 (19나A)에서 사리불이 “아래 쪽에 있는 세 하늘은 번뇌가 많고, 가

장 위에 있는 두 하늘은 너무 게을리 편안하고, 가운데 넷째 하늘이라야/이야말로97)

늘 일생보처 보살이 거기에 와 나시어 법의 가르침이 그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대

답하였다. 초점이 되는 ‘네찻 하’ 뒤에 ‘-’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여슷 하
’로 구성된 대안 집합 안에서 ‘네찻 하’만이 초점으로 뽑힐 수 있기에 총망라성

을 지닌 초점으로 이해된다. (19다)는 질문-대답의 쌍이 아니다. ‘이 각시’가 초점이

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를 현대어로 옮기

면 다음과 같다.

(20) ‘바라문이 그 말을 듣고 고운 딸을 얻으러 다니느라고 구걸하여 마갈타국의 왕사

성에 갔다. 그 성 안에 한 대신 호미라 하는 사람이 가멸고 발심하였는데, 바라문

이 그 집에 가서 양식을 빌었다. 그 나라의 법에 보시를 하되 반드시 동녀자 (양

식을) 내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집 딸이 쌀 가져 나오자 바라문이 보고 기

97) 초점과 함께 나타나는 ‘-’는 현대 한국어 ‘-(이)라야’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야말로’로 번
역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의 보조사 ‘-야’는 초점과 함께 나타날 수

는 없지만 같은 계열의 보조사 ‘-(이)라야’나 ‘-(이)야말로’는 초점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

으로 보인다. 현대 한국어의 ‘야’ 계열 보조사의 정보구조적 관계에 대해서는 후고로 미루기

로 하고, 여기서는 깊이 다루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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뻐하여, “이 젊은 여자야말로 내가 구하러 다니는 마음에 맞도다”라 하였다.

마지막 문장은 ‘바로 이 젊은 여자가 내가 찾아다니는 사람이구나’라는 뜻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즉 ‘이 각시’에 총망라성이 나타난다.
초점과 동반하여 나타난 ‘-’는 이현희(1995)에서 제시한 한정의 의미[“(오직) -

만”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한정’의 의미와 초점의 성격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많다. 흔히 현대 한국어에서 ‘한정’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는 보조사 ‘-

만’이 초점사로 다루어지는 이유도 그것이다. 현대 한국어의 ‘-야’에는 이러한 ‘한정’

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초점과 함께 나타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중세 한국어에서 초점과 동반하여 나타난 ‘-’는 현대 한국어의 ‘-(이)라야’와 비슷

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 한국어의 ‘-(이)라야’는 ‘어떤 일의 조건으로서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불가능하며 그것이 꼭 필요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기에 ‘한정’의 의미와

유사하다. 따라서 중세 한국어에서 하나의 형태 ‘-’는 현대 한국어의 ‘-(이)야’와

‘-(이)라야’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은 의문사 뒤에 ‘-’가 통합하였음에도, 대답이 되는 문장에서 초점 뒤에 ‘-

’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초점에 총망라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21) 가. Q: 길 녈 한 사 보고 무로 내 설 노니 어듸 시름 업슨  잇뇨
(路見多人 卽便問言 諸人當知我今苦惱 何處能有忘憂除患 <報

恩:153b14-15>)

A: 그제 얼우넷 늘근 婆羅門히 어엿비 너겨 닐오 釋迦牟尼佛ㅅ 法中에 便

安 이리 만시고 衰며 셜 일히 업스시다 듣노라 야 (時有長
老婆羅門等 以憐愍心 卽語我言 曾聞 釋迦牟尼佛法之中 多諸安隱 無諸衰惱

<報恩:153b16-17>) <月釋10:25b-26a>

나. Q: 太子(ㅣ 절고 무로)98) 어듸 果實 됴코 (믈 됴코 머므람)직니고
(太子作禮却住白言 今在山中 何所有好甘果泉水可止處耶 <須大:421a20-21>)

A: 阿州陁(ㅣ 닐오) 이 山中 다 有福( 히니) 아모 도 됴니라 (阿州
陀言 是山中者 普是福地 所在可止耳 <須大:421a21-22>) <月釋20:73b>

(21가Q)에서는 “내가 서러워하니 (이 세상에) 어디라야 시름없는 곳이 있느냐?”고

질문하였는데 (21가A)에서 늙은 바라문들이 이 모습을 가엾이 여겨 “석가모니불의

98) 괄호 안의 내용은 가와사키 케이고 외(2013)에서 복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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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가운데 편안한 일이 많으시고 쇠잔하며 서러운 일들이 없으시다 들었다”라고 대

답하였다. ‘釋迦牟尼佛ㅅ 法中에’는 초점이지만 그것이 유일하게 초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원소인지는 알 수 없다. 즉 초점이 총망라성을 지니지 않는다. 이 점은 (21

나)에서 더 명백해진다. (21나Q)에서 “어디라야 과일 좋고 (물 좋고 머므람)직합니

까?”라고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대답으로 (21나A)에서는 “이 산중은 다 유복(한

땅이니) 아무데라도 좋으니라”라 하였다. 초점인 ‘아모 도’ 뒤에는 ‘-’가 나타나

지 않았다. 즉 ‘이 산속이 아무 곳이나 (과실과 물이) 다 좋다’로 이해할 수 있다. 초

점이 유일하게 한 곳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산중의 아무 곳이나’가 모두 다 초점

이기 때문에 총망라성을 띠지 않는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에서 초점의 총망라성은 보조사 ‘-야’로 표현되지 않는다. 이는

어느 시점에서부터 ‘-’에서 초점의 총망라성을 표현하는 기능이 사라졌다는 뜻이

다. 다음 예를 보면 초점에 ‘-’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가. 그 이 오새 크긔 쓰고 길녀 가아 마 나래 가아 아아 보아 남진 무

둔  무르니 개욤남기  기거늘 張氏 슬허 마 죽게 외야 잇거늘

(乃大書其事于衣以行 行四十日至福寧 見零 問夫葬地 則榛莽四塞) <三綱烈24>

가'. 그이 오새 크게 스고 닐너 가 마 나래야 가 아 아 보아 남진 무든 
 무르니 개얌남기며 플리  기엇늘 시 슬허 마 죽게 도외야 잇

늘 <三綱宣烈24>
가''. 옷 우 배셔 닙고 지아븨 골을 려 나갈  마은 닐만의 복녕  니

러 녕이 만나 지아비 무친 근처 드치거 골 려 니 가덤
블이 네 부 맛켯지라 <三綱英烈24>

이상으로 현대 한국어에는 나타나지 않는 ‘-’-초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대 한

국어의 경우 보조사 ‘-야’는 화제와 함께 나타날 수 있지만 초점과 함께 나타나지는

않는다. 초점과 함께 나타난 ‘-’는 이현희(1995)에서 제시한 ‘한정의 의미’로 쓰인

다. 그리고 이러한 ‘-’ 요소는 총망라성을 지닌다. 즉, 중세 한국어에서는 초점의

총망라성을 보조사 ‘-’로 나타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5.3.3. ‘X-’-대조

채완(1977)에서는 현대 한국어의 보조사 ‘-야’는 언제나 대조의 ‘-는’과 바꿀 수 있



- 188 -

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화제의 ‘-는’을 ‘-야’로 바꾸면 화제였던 요소가 대조를 나

타내게 되는데, 그것은 ‘-야’가 언제나 ‘대조’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물

론 ‘-야’는 단순히 ‘대조’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또는 ‘당연히’라는 화자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야’의 의미를 ‘대조+당위성(당연함)’이

라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야’는 대조를 나타내지만 대조의 ‘-는’

에 비해 그 분포가 제한되어 있음을 밝혔다. 특히 서법에 있어서 ‘-는’이 어떤 서법

의 문장에서나 잘 사용되는데 비해, ‘-야’는 객관적인 묘사문에 사용되면 어색해진다

고 하였다. 이에 채완(1977)에서는 ‘-는’을 화자의 주관과 무관한 객관적 의미의 특

수조사로, ‘-야’를 화자의 주관을 나타내는 주관적 의미의 특수조사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15다)에서 보인 바와 같이 현대 한국어에서도 보조사 ‘-야’에 ‘대조’의 의

미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마찬가지로 중세 한국어에서도 ‘-’가 반드

시 ‘대조’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15가)가 그 예이다. 편의를 위해 (16다)

와 (16가)를 다시 가져 오기로 한다.

(23) 가. Q: 철수 어디 갔어?

A: 철수야 학교에 갔지.

나. 孔子ㅣ 드르시고 니샤 子路ㅣ 사랫거든  孝道고 죽거든 몯내
그리다 리로다 (孔子聞之曰 由也 可謂 生事盡力 死事盡思 者也) <三綱孝

2>

그런데 ‘-’에 ‘대조적 용법’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24) 가. 人 天이 외야 衆生 調伏호 어렵디 아니커니와 畜生이 외야 衆生 調伏호

미 어려니라 (若爲人天調伏衆生 是不爲難 若爲畜生調伏衆生 是乃爲難)

<月釋23:18b>

나. 이듬예 建康애 옮겨 가도더니 미 닐오 이 다 그위예 드려  외
리로다 李氏 듣고 두 아 지며 우더니 左右ㅣ 닐오 비록 드러도 그윗 官

員의 겨집 외요미 일티 아니리어니 엇뎨 우는다 (明年 徙囚建康 或指李

言曰 是當沒入矣 李聞之 撫二子凄然而泣 左右曰 雖沒入 將不失爲官人妻 何泣

也) <三綱烈19>

(24가)에서 보조사 ‘-는’을 취한 ‘人 天이 외야 衆生 調伏홈’과 ‘-’를 취한 ‘畜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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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야 衆生 調伏호미’는 서로 대조되고 있다. 이를 해석하면 ‘인간이 되어서 중

생을 조복(교화)하는 것은 어렵지 아니하거니와 축생이 되어서 중생을 조복하는 것

이야 어려우니라’ 정도로 옮길 수 있다. 여기서 서로 대조되는 항목들은 모두 화제

이다. 앞의 문맥에 ‘이 世界옛 菩薩히 시혹 種種앳 天人 畜生 像이 외야 閻浮
提예 노녀 種類옛 衆生 敎化니’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해석하여 옮기면

‘이 세계의 보살들이 혹 여러 가지의 천생과 인생과 축생의 모습이 되어 염부제에

노닐어 여러 종류의 중생을 교화하니’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여러 가지의 천생

과 인생과 축생의 모습이 되어’는 선행 문맥에서 거론된 문맥으로 이해된다. ‘인간이

되어서 중생을 조복하는 것’과 ‘축생이 되어서 중생을 조복하는 것’은 모두 선행 화

제의 일부분이며 서로 대조된다.

(24나)의 ‘X-’도 ‘대조’로 이해할 수 있다. (24나)를 번역하면 “…비록 들어가도

관청 관원의 아내는 정말 잃지 않을 터인데 어찌 우느냐?” 정도로 옮길 수 있을 것

이다. 즉 ‘그 이상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관청 관원의 아내는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앞에서 다룬 대조 화제와 달리 (24나)의 ‘-’는 대조 초점을 나타

내고 있다.

이상을 통해 ‘X-’가 대조의 의미로 쓰일 경우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이들 대조 화제, 대조 초점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한다.

5.3.3.1. 대조 화제

전형적인 대조 화제는 이전 발화에서 논의 중인 화제의 일부분만을 선택하여 다

시 화제로 삼는 것이다. 앞의 (24가)가 그것이다. 여기서는 대조 화제의 예를 더 살

펴보기로 하자.

(25) 가. 후에 나 사미 조 이 두곤 더으니 저프디 아니고 오직 글 닐

구매 자 각야 구니 저프니라 (後生이 才性過人者 不足畏오

惟讀書尋思推究者 爲可畏耳니라) <飜小8:37b>

가'. 前읫 사히 일즉 닐오 後生이 질이 사의게 넘은 이 足히 두립디

아니고 오직 글 닑우매 자 각며 미러 구니 可히 두리우니라 
고 (前軰ㅣ 嘗說後生이 才性過人者 不足畏오 惟讀書尋思推究者ㅣ 爲可畏耳

라고) <小學5:115b-1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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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 아 드로니 高麗ㅅ 해  회  됴 거슨 도혀 디 몯고
다 둘워  회 맛야 도혀 님자 어도미 다 다 (我曾打聽

得 高麗地面裏賣的貨物 十分好的倒賣不得 則宜將就的貨物 倒着主兒快) <飜老

下66ab>

다. 이 너므 오 이  굴고 둔박다 이  가짓 치 맛다 시 됴타

(這的忒細 這的却又粗倴 似這一等兒着中 恰好 這弓和弦都買了也) <飜老下

32ab>

라. 孟子ㅣ 萬章려 닐어 샤 一鄕엣 善士ㅣ 이예 一鄕엣 善士 友고
一國엣 善士ㅣ 이예 一國엣 善士 友고 天下엣 善士ㅣ 이예 天下엣 善

士를 友니라 <孟子10:32b-33a>
마. 別室이 一千二百이오 쇠붑  지비 一百 스믈 고디러라 (別房住止千二百處

凡百二十處 <釋迦:66a20>) <釋詳6:38a>

(25)는 모두 대조 화제의 예이다. (25가, 나, 다)에서는 ‘-는…-’의 순서로 ‘-는’과

‘-’가 함께 나왔고, (25라, 마)에는 ‘-…-’가 나왔다.
우선 (25가)부터 살펴보자. (25가)는 훈학 문헌에서 가지고 온 것인데 ‘후배 중에

재주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은 두렵지 않고 오직 글을 읽을 때 깊이 생각하고 근본

이치를 캐 연구하는 이야 두렵다’로 풀이할 수 있다. 전체 문장은 ‘후에 나 사
미’에 대해 언급한 문장이므로, 이를 전체 문장의 화제로 볼 수 있다. ‘조 이
두곤 더으니’와 ‘오직 글 닐구매 자 각야 구니’는 ‘후에 나 사’ 중
의 일부이며 대조적으로 쓰였기에 대조 화제로 파악된다. 이때 ‘-’에서는 ‘(이어야)
만’과 같은 한정의 의미가 나타난다. (25가')은 <小學諺解>에서 가지고 온 예인데 ‘-

’가 나타나지 않았다.
(25나)는 ‘내가 전에 듣기로 고려 땅에서 팔리는 물품 중에 너무 좋은 것은 오히

려 안 팔리고 다만 두루 쓸 물건이야 마땅하여 반대로 살 사람 얻는 것이 빠르다고

하데그려’ 정도로 옮길 수 있는 문장이다. (25나)의 앞 문맥에서는 ‘고려 땅에 파는

물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25나)의 ‘高麗ㅅ 해  회’은 전체 문

장의 화제이다. 그리고 ‘ 됴 것’과 ‘둘워  회’은 모두 전체 문장 화제의 일
부분이다. 이 두 하위 화제가 서로 대조되며 대조 화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런 경우도 ‘-’에는 ‘(이어야)만’과 같은 한정의 의미가 나타난다.
(25다)는 ‘이쪽은 너무 가늘고, 이쪽은 너무 굵고 투박하다. 이 하나야(말로) 알맞

을 것 같다’ 로 옮길 수 있다. 서로 대조되는 항목이 셋 있는데, 앞의 두 항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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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을 취하고 마지막 대조 항목은 ‘-’를 취하였다. 여기서 ‘-는’과 ‘-’를 취한 ‘이’

는 모두 발화 현장에 있는 물건을 가리키는 표현이며 (25다)는 그것들에 대해 언급

하는 문장이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대조 화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25라, 마)를 살펴보자. (25라, 마)에서는 서로 대조되는 항목들이 모두

‘-’를 취하였는데 한대 한국어였다면 ‘-는’을 취했을 것이다. (25라)는 ‘一鄕엣 善

士’, ‘一國엣 善士’와 ‘天下엣 善士’에 대해 언급한 문장이며, 이들 ‘-’를 취한 명사

구들은 대조 화제이다. (25마)는 ‘별실이 일천 이백이나 되고, 종을 단 집이 일백 스

물 곳이나 되더라’ 정도로 옮길 수 있는데 ‘-’를 취한 ‘別室’과 ‘쇠붑  집’이 서로
대조된다.

이상으로 ‘-’로 나타난 대조 화제를 살펴보았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보조사 ‘-야’
가 거의 대부분 ‘대조적’ 의미를 지니고, 일부의 경우에만 ‘대조적’ 의미가 잘 나타나

지 않는다. 중세 한국어에서도 모든 ‘X-’에 다 대조적 의미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

다. 대조 화제로 쓰이는 경우 ‘-’와 ‘-는’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 ‘-’가 두 번

혹은 두 번 이상으로 나타나서 서로 대조적으로 쓰이기도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

고 ‘-’를 취한 항목과 대조되는 항목이 모두 선행 화제의 일부분인 경우, 서로 대

조 화제가 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대조 화제로 쓰이는 ‘-’는 무표적 화제로 쓰일 경우 의미가 달라진다. 무표적 화
제로 쓰이는 ‘-’에는 ‘당연함’의 의미가 드러나지만 대조 화제로 쓰이는 ‘-’에는
‘(이어야)만’과 같은 ‘한정’의 의미가 드러난다. 이점은 초점으로 쓰인 ‘-’와 유사한

데, 이는 초점으로 뽑힌 원소와 집합 속에 있는 다른 원소 사이에 ‘대조적’인 성격이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5.3.3.2. 대조 초점

앞서 본고에서는 보조사 ‘-는’을 다루면서 대조 초점에 대해 자세히 언급한 바 있

다. 여기서는 ‘-’가 나타난 대조 초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26) 가. 이듬예 建康애 옮겨 가도더니 미 닐오 이 다 그위예 드려  외
리로다 李氏 듣고 두 아 지며 우더니 左右ㅣ 닐오 비록 드러도 그윗 官
員의 겨집 외요미 일티 아니리어니 엇뎨 우는다 (明年 徙囚建康 或指李

言曰 是當沒入矣 李聞之 撫二子凄然而泣 左右曰 雖沒入 將不失爲官人妻 何泣

也) <三綱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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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듬예 건애 옴겨 가도왓니 미 밀오 이 이 구위예 드러  도
외리로다 대 니시 듣고 두 아 지며 우더니 자위 닐오 비록 드러도 구
윗과 원의 겨지 일 될 거시니 엇 우뇨 <三綱宣烈19>

본고에서는 앞서 ‘-는’-대조 초점을 다룰 때 (26가')를 제시하였다. (26가)와 (26가')

을 살펴보면, 그 차이점은 대조 초점이 되는 성분 뒤에 하나는 ‘-’를 취하였고 다

른 하나는 ‘-는’을 취하였다는 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26가)를 현대 한국어로 옮

기면 ‘이듬해에 건강에 옮겨 가두었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응당 관

가에 들여서 종이 되게 하겠구나”하였다. 이씨가 듣고서 두 아들을 만지며 울고 있

더니, 옆 사람들이 말하기를 “비록 들어가도 관청 관원의 아내는 정말 잃지 않을 터

인데 어찌 우느냐?”’ 정도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26가)에서 전후 문맥을 통해

‘그윗 官員의 겨집 외요미’가 언급된 적 없는 새로운 정보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문장 표면에 나타나지 않지만, 무엇인가와 대조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챌 수 있다.

즉, ‘그 이상은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관청 관원의 아내는 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대조 항목들 사이에는 척도가 형성되며, 높은 척도에 있는 항목에 대해 부

정적인 정보나 무지의 정보를 부여하게 된다. 즉, 대조 초점에 척도 함축이 발생한

것이다. (26가')처럼 16세기의 대조 초점에는 ‘-’ 대신에 ‘-는’을 취하고 있다.
대조 초점에 있어서는 현대 한국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나타난다.

(27) Q: 경기 결과가 어떨 것 같니?

A: 은메달은 따겠지. / 은메달이야 따겠지.

(27A)에 나타난 것과 같이 ‘은메달은’과 ‘은메달이야’는 모두 대조 초점으로 파악될

수 있다. 다만 ‘-야’를 취할 경우 ‘…는 당연히’라는 의미가 더 첨가된 것으로 보인

다. 이처럼 중세 한국어와 현대 한국어는 대조 초점에 나타난 ‘-는’과 ‘-야’의 양상에

비슷한 점이 많다.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대조로 쓰인 ‘X-’가 대조 화제뿐만 아니라 대조 초점에도

쓰인다는 것을 밝혔다. 대조 초점으로 쓰일 경우에는 척도 함축이 수반되며, 이 점

은 ‘-는’의 경우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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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결

본장에서는 ‘X-으란’과 ‘X-’의 정보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본장에서 다룬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로 한다.

5.2에서는 보조사 ‘-으란’의 정보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러 기존 논의에서 ‘-으

란’은 ‘화제’ 및 ‘대조’의 기능을 가지는 조사로 다루어졌으나, 본고에서는 ‘화제’적 성

격보다는 ‘대조’적 성격을 갖는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목적어가 문장 앞으로 이동하

여 화제의 역할을 담당할 경우, ‘-으란’이 아닌 ‘-는’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으란’이 실제로 쓰이는 문장들에서 대체로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

했을 때 화제의 표지라기보다는 대조의 표지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X-으란’을 구정보와 신정보에 따라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으로 나눌 수 있

음도 보았다.

다음으로 중세 한국어의 보조사 ‘-’의 정보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세 한국어
에서 ‘-’는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화제와 함께 나타날 수도 있고 대조로 쓰이

기도 하는데, 현대 한국어와는 달리 초점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현대 한국어에서

‘-야’가 초점과 함께 나타나지 않는 것은 ‘X-야’에 포함되어 있는 ‘당연함’의 의미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X’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데, 전제된 요소가 초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의 ‘-’는 ‘당연함’의 의미를 필수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점과 함께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초점으로 쓰일

경우 ‘한정’의 의미가 부각되어 총망라성을 띠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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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제표지의 통시론

6.1. 도입

중세 한국어에서의 보조사 ‘-는’의 쓰임은 현대 한국어에 비해 매우 한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세 한국어의 ‘-는’도 현대 한국어와 같이 ‘화제’ 및 ‘대조’의 기능을

담당하였으나 그 사용의 폭이 현대 한국어에 비해 훨씬 좁다. ‘화제’의 기능에 있어

서는 보조사 ‘-는’과 격조사 ‘-이’가, ‘대조’의 기능에 있어서는 보조사 ‘-는’과 ‘-으란’

이 공존하여 사용되었다. 이 외에도 화제 및 대조로 모두 쓰인 보조사 ‘-’도 있었

는데, 이들은 대체로 변천 과정에서 의미 영역을 ‘-는’에 빼앗긴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따라 현대 한국어에서 ‘-는’의 쓰임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우선 격조사 ‘-이’가 ‘-는’으로 대치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본고에서는 중세 한국어

의 화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는 보조사 ‘-는’이 아닌, 주격 조사 ‘-이’라고 보았

다. 현대 한국어에서는 보조사 ‘-는’이 화제를 나타내지만, 중세 한국어에서는 주격

조사 ‘-이’는 개별문과 총칭문 모두에서 화제의 표지로, 보조사 ‘-는’은 주로 총칭문

에서 화제의 표지로 쓰였다. 따라서 현대 한국어에서 ‘-는’이 담당하고 있는 화제 기

능을 중세 한국어에서는 ‘-이’와 ‘-는’이 동시에 담당했으며, 그 중 ‘-이’가 더 큰 기

능부담량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화제 표지의 변화는 언제부터 나타난 것일까? 본고에서 그것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三綱行實圖>류99) 문헌, <老乞大>류100) 문헌과 <朴通事>류101) 문헌

을 대략적으로 대조하여 살펴볼 때 19세기 이전까지는 ‘-이’로 화제를 많이 나타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19세기경부터 그간 격조사

‘-이’로 나타내 왔던 화제를 보조사 ‘-는’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그

러나 모든 구문의 화제가 단시간에, 한꺼번에 ‘-는’으로 바뀌게 되었을 리는 없기에

점진적인 과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6.2에서 자세히

99) <성종판 초간본> (성종 12년, 1481년), <선조판 중간본> (선조 14년, 1581년), <영조판 중간

본> (영조 6년, 1730년) 등이 있다.

100) <번역노걸대> (1517년), <노걸대언해>(1670년), <몽어노걸대>(1790년), <청어노걸대>(19세

기) 등이 있다.

101) <번역박통사>(1517년) ,<박통사언해>(1677년), <박통사신석언해>(1765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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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룰 것이다.

보조사 ‘-는’은 ‘화제’의 기능 면에서뿐만 아니라 ‘대조’의 기능 면에서도 현대 한

국어에 비해 한정적인 쓰임을 보였다. 현대 한국어에서 ‘-는’은 주격이든 대격이든,

대조적인 기능을 나타낼 경우에는 거의 빠짐없이 사용된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에서

는 주격 위치의 ‘대조’는 ‘-는’으로 나타냈지만, 대격 등 비-주격 위치의 대조는 보조

사 ‘-으란’으로 나타내고 있다. 6.3에서는 대조의 보조사 ‘-으란’이 ‘-는’으로 바뀌는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중세 한국어에서 보조사 ‘-’는 현대 한국어의 보조사 ‘-야’에 비해 정보구조적으

로 더 큰 기능 부담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시기부터인가 보조사 ‘-는’에

의미를 빼앗기기 시작하여, 현대 한국어에 이르러서는 매우 한정된 화제의 역할만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중세시기의 보조사 ‘-’는 화제뿐 아니라

초점, 대조 화제 및 대조 초점과도 나타났다. 현대 한국어에서도 보조사 ‘-야’가 화

제와 동반하여 나타날 수 있지만 무표적인 화제의 표지 ‘-는’에 비해서는 ‘당연함’이

라는 의미가 덧붙은 한정된 문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는 화제의 표지

‘-는’과의 경쟁에서 밀려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6.4에서 보조사 ‘-’가 ‘-는’으로

바뀌는 경우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6.2. ‘-이’에서 ‘-는’으로의 변화

본고에서는 앞서 중세 한국어에서 격조사 ‘-이’가 화제와 초점을 모두 나타냈음을

밝혔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의 경우 ‘-이’가 초점의 표지라는 점은 매우 일반적인 사

실로 받아들여져 왔다. 이는 화제의 의미 기능에 대한 경쟁에서 격조사 ‘-이’가 보조

사 ‘-는’에 밀린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1) 가. Q:  됴신 원판님하 어듸 가시고 (好院判哥 到那裏)
A: 쇼이 례부에 가노이다 (小人到禮部裏) <飜朴7b>

나. Q:  됴흔 院判 형아 어 가다
A: 小人이 禮部의 가노라 <朴通上8a>

다. Q: 院判 형아 네 어듸 가다
A: 小弟ㅣ 禮部에 가노라 <朴新1: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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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Q: 이제 어드러 가다 (如今那裏去)
A: 내 北京 야 가노라 (我往北京去) <飜老上1a>

나. Q: 큰 형아 네 이제 어로 가다
A: 나 皇城으로 向여 가노라 <淸老1:9a>

(1, 2)의 술어는 모두 장면층위술어이다. 이들의 대조를 통해 화제 표지의 변화를 살

필 수 있다. (1가)는 16세기 문헌이고 (1나)는 17세기 문헌, (1다)는 18세기 문헌이

다. 질문-대답의 쌍에서 화자 본인을 지칭하는 어휘는 변하였지만 화제 표지는 모두

주격 조사 ‘-이’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2가)는 16세기 문헌이고 (2나)는 19세기

문헌인데 화제표지가 ‘-이’에서 ‘-는’으로 바뀌어 나타나 있다. 다만 <淸語老乞大>의

모든 화제가 전부 ‘-는’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시기에도 아직 변화의 과정

에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9세기 말의 문헌 <독립신문>에서도 이러한 변화된 화제의 표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몇몇 예만 살펴보기로 한다.

(3) Q: 무르되 평양셩은 쥬형 (行舟形) 이라 니 그 말이 을흐뇨
A: 션이  평양셩은 대동강 물을 림 야 를   모양이 텬작으로 되
엿스니 풍량을 맛나면 복션 것치 그 곳에 사 셩들이 허다 산을
일죠에 탕패  리치가 잇고 셩즁에 우물을 판즉 의 밋판을 것 지
라 <독립신문13>

(3Q)에서는 지도의 모양에 대해 이야기하는 도중에 ‘평양셩’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데 (3A)는 그에 대한 대답이다. 화제가 되는 ‘평양셩’ 뒤에 보조사 ‘-는’이 통합된 것

을 볼 수 있다. 그리고 (3A)는 총칭문과 대응되는 개별문이라는 점도 주의할 만하

다. 중세 한국어에서는 개별문의 화제에는 ‘-는’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가. 학부 대신 리건하씨 오 셩균관에 가셔 관학 유 즁三十인을 샤 야 모

도 박 벼들노 챠함 식힌다더라 <독립신문13>
나. 경무쳥에 잡혀 갓첫더라던 젼 시죵 신셕린씨 평리원으로 넘어 갓다 말이 잇
다더라 <독립신문13>

(4)는 신문 보고의 성격을 띤 문장이다. 닻내리기로 한정성을 띤 명사구 ‘리건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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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조사 ‘-는’과 통합하여 화제가 된다. 즉 ‘학부 대신’이라는 수식이 독자로 하여

금 ‘리건하씨’를 구정보로 인식하게 한 것이다. (4나)도 마찬가지로 ‘경무쳥에 잡혀

갓첫더라던 젼 시죵’의 수식을 받은 ‘신셕린씨’가 구정보로 인식되어 화제가 된다.

(4)의 술어는 모두 장면층위술어이다. 이런 경우 중세 한국어였다면 ‘-이’로 화제를

나타냈겠지만, 19세기 말에는 보조사 ‘-는’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문헌의 성격에 따라, 똑같이 19세기 말라도 격조사 ‘-이’로 화제를 나타내

는 경우가 있다. 1887년 <예수셩교젼서>와 1900년 <신약전서>가 이에 해당된다. 이

들 문헌과 1997년 <현대인의 성경>을 대조시켜보면 화제 표지의 변화를 볼 수 있

다.

(5) 가. 한나 부인이 증 열두에 열어 의원의게 숫탄 고상고 잇 바 다 허비

여되 유익미 업고 병은 도리여 더지라 예수의 일 듯고 뭇 사 가온
 석겨 그 뒤여 나아가 그 옷슬 지문 말이 다못 그 옷슬 진즉 나리라 
미더라 증 근원이 즉시 멋고 몸에 병이 나으물 닷갓지라 예수 능미
자긔로 나오물 알고 곳 몸 뭇 사 가온 돌이워 갈아샤 뉘가  옷슬 
지냐 니 뎨자 갈오되 쥬 뭇 사이 옹위물 보고 뉘가 나 지냐 
니잇가 예수 두루 보와 이 한 부인 보고져 니 부인이 두려워 고
며 자긔게 일운 바 알고 나아와 그 압페 업데여 다 참으로써 고니 (<예

수셩교젼셔>마가복음5:25-33)

나.  열 두  혈루증 잇던 녀인 나히 잇니 여러 의원에게 심히 괴로옴을

밧앗고  잇던 거 다 허비엿시되 나홈이 업고 증셰가 도로이 즁던 
이라 ∅ 예수의 신 일을 듯고 뭇 사 가온 셧겨 와셔 뒤흐로 그 옷 
지기 제가  내 다만 그 옷 만 져도 셩리라 일너니 혈루 근원

이 곳 마매 제 몸에 병이 나흔 줄을 지라 예수ㅣ 곳 능이 긔로브
터 나간 줄을 아시고 뭇 사 가온셔 도라보아 샤 누가 내 옷 졋
냐 시니 뎨들이 엿오 뭇 사이 옹위 거 보시며 누가 나 
졋냐 무시니잇가 예수ㅣ 이 일  녀인을 보려 둘너 보시니 녀인이 제게

신 일을 알고 두려워 야 며 압헤 나아와 업여 실샹으로 엿오니 (<신

약전서>마가복음5:25-33)

다. 군중 가운데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앓던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많은 의사

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느라고 무척 고생하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였으

나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병만 더 악화되었다. 마침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 틈에 끼어 가다가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 그 여자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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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옷만 만져도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예수님의 옷자락

을 만지는 순간 즉시 피가 맞었고 그녀는 병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님은 곧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

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군중이 이렇게 밀어닥치는 것을 보시면

서 누가 만졌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예수님이 둘러보시자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사실대로 말하였다. (<현대인의 성경>:마가복음

5:25-33, 생명의 말씀사.)

(5가, 나)는 근대 개화기의 문헌, (5다)는 현대 한국어로 된 문헌에서 가져온 동일한

이야기이다. (5다)를 보면 처음으로 등장한 인물을 가리키는 명사구 ‘한 여자’ 뒤에

서만 격조사 ‘-이’를 취하고 그 다음부터는 같은 인물을 지시하는 명사구가 화제로

쓰일 때 그 뒤에 모두 보조사 ‘-는’을 취하고 있다. 이에 비해 (5가, 나)에서는 앞서

나타났던 인물을 지시하는 표현 ‘부인’과 ‘녀인’은 화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모

두 주격 조사 ‘-이’를 취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상으로 총칭문과 대응되는 개별문에서 화제 표지가 ‘-는’으로 바뀌는 모습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모든 ‘X-이’-화제가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는’으로 바뀐 것이 아

니라 점차적으로 바뀌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구문의 따라, 혹은 ‘-

이’가 가진 기능에 따라 ‘-는’으로 바뀌는 순서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화제화 구문’의 경우를 통해 이 추측의 정당성을 검증해보기로 한다.

(6) 가. 수리 셔욼 술집해 비록 하나 져젯 수를 야 온  엇디 머글고 (酒 京城槽房
雖然多 街市酒打將來怎麽喫) <飜朴上2a-2b>

나. 술은 京城예 술집이 비록 만나 져젯 술을 가져오면 엇디 머그리오 <朴通上

2a>

다. 술은, 서울에 있는 술집(들)에 비록 많으나, 시장에서 빚은 술을 어찌 먹을꼬?

(장숙영(2008): 번역박통사(상)주석)

(6)은 화제화 구문이다. 3장에서 언급하였지만 중세 한국어 시기의 화제화 구문에서

는 격조사 ‘-이’로 화제를 나타낸다. 17세기부터 화제화 구문에서 화제 표지 ‘-이’가

나타나던 위치에 화제 표지 ‘-는’이 대치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가)

는 16세기의 문헌 <飜譯朴通事>에서 가지고 온 예이고 (6나)는 17세기 말의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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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通事諺解>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이 둘을 통해 화제화 구문에서 화제의 표지가

격조사 ‘-이’에서 보조사 ‘-는’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다)는 (6가)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이다.102)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세 한국어 시기에 주격 조사 ‘-이’는 화제

의 표지로 쓰이다가 17세기경 ‘화제화 구문’ 등에서부터 조금씩 ‘-는’으로 바뀌어 갔

다. 그리고 19세기경에는 대폭 ‘-는’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19세기

에도 아직 변화가 계속되는 중이었다는 것을 1887년의 <예수셩교젼서>와 1900년의

<신약전서>를 통해 알 수 있다.

6.3. ‘-으란’에서 ‘-는’으로의 변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동일하지 않은 형식이 둘 이상 존재하게 되면 이들

간의 경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형태 사이의 차이는 그 기능 수행 효과 면의 차

이를 불러오고 또 어느 형태를 채택할 것인가 하는 선호의 문제와도 관계가 있다.

중세 한국어에서 대조라는 한 가지 기능을 나타내는 형식이 둘이었음을 앞서 5장에

서 지적한 바가 있었다. ‘-는’에 의한 경우와 ‘-으란’에 의한 경우가 그것이다. 물론

‘-는’은 주격 위치의 대조, ‘-으란’은 비-주격 위치의 대조를 나타냈지만, 비-주격 위

치의 대조로 ‘-는’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조라는 한 가지 기능에 ‘-으란’과

‘-는’이라는 두 형식이 있었기에 이들의 충돌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17세기 초

반까지는 이들이 공존하였으나 18·19세기를 거쳐 현대 한국어에 접어들면서 ‘-으란’

은 ‘-을랑’의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다. 이는 변함없이 이어져 온 ‘-는’의 형식에 밀린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정연찬 1984).103)

본고에서는 5장을 통해 ‘-으란’의 기능을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으로 나누어서 살

펴보았다. 이 중에서 우선 대조 화제가 ‘-으란’에서 ‘-는’으로 바뀌는 양상을 살펴보

기로 한다.

(7) 가. 奴婢란 늘그니 가지며 닐오 나와 야  일얀 디 오라니 너희 몯 브

102) 17세기부터 보조사 ‘-는’으로 화제를 나타낸 예문을 또 발견할 수 있는데 아래 (9)와 (10)이

다. 이는 ‘-’에서 ‘-는’으로 바뀐 경우이다.
103) 대격 조사 ‘-를’로 대체된 예도 많이 발견된다.



- 200 -

리리라 란 사오나니 가지며 닐오 져믄 제브터 던 거시라 됴히

너기노라 器具란 야디니 가지며 닐오 아래브터 던 거시라 내게 便安
얘라 고 가지더라 (奴婢引老者 曰與我共事父 若不能使也 田廬取荒頓者 曰少

時所治意所戀也 器物取朽敗者 曰素所服食 身口所安也) <三綱孝7>

가'. 노비란 늘그니 가지며 닐오 나와 야  일얀 디 오라니 너희 몯 브
리리라 뎐디란 사오나오니 가지며 닐오 져믄 제브터 던 거시라 됴히 너

기노라 긔몰란 야디니 가지며 닐오 아래브터 던 거시라 내게 편안애
라 고 가지더라 <三綱宣孝7>

가''. 노비 늘근 거슬 잡으며 오 날노 더브러 가지로 일연디 오라니 너 
능히 브리디 못리라 고 밧과 집은 됴티 아닌 거 가지며 오 져머셔
븟터 다리던 배라 됴히 녀기노라 고 긔믈은 석고 파 거 잡으며 오 
내 본 던 거시라 몸과 입의 편안 배라 고 가졋니 <三綱英孝7>

나.  됴홈 구주므란 살 님재 제 보고 다가  來歷이 不明 일라  
님재 혼은자 맛리니   후에 각각 므르기를 듣디 마져 (如馬好歹 買主
自見 如馬來曆不明 賣主一面承當 成交已後 各不許番悔) <飜老下16a-17b>

나'. 의 됴쿠즘으란 살 님재 제 보고 다가 의 來歷이 不明거든  님재
혼자 맛리라 흥졍  후에 각각 므르기를 허티 마쟈 <老乞下15a-15b>

나''. 의 죠쿠즘은 산 님재 제 알고 만일 의 來歷이 不明호미 이시면  님재
홈자 맛드리라 흥졍 후에 므르기 許치 마쟈 <老乞重下16a-16b>

(7)의 ‘-으란’은 대조 화제를 나타낸 것이다. 15세기의 예 (7가)와 16세기의 예 (7가

')에서는 대조 화제가 모두 ‘-으란’과 통합하였으나 18세기의 영조판 중간본 <三綱

行實圖>에 나타난 (7가'')에서는 ‘-으란’이 ‘-는’으로 바뀌어 있다. 마찬가지로 16·17

세기 문헌인 (7나, 나')에서도 대조 화제가 ‘-으란’과 통합하고 있으나 18세기 문헌

인 (7나'')인 <重刊老乞大諺解>에서는 ‘-는’으로 대조 화제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대조 초점을 나타내는 ‘-으란’이 ‘-는’으로 바뀐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8) 가. 구의 屍身을 검시고 진짓 도즈그란 잡디 몯고 쇽졀업시  임자와 겨틧 평
을다가 의심야 텨 져주니 (官司檢了屍 正賊捉不住 乾把地主並左近平人涉疑

打拷) <飜老上27b-28b>

가'. 구의 주검을 검시고 진짓 도적은 잡디 못고 쇽졀업시 地主와 겨틧 平人을
다가 의심여 텨져 주더니 <老乞上2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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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가)의 ‘X-으란’은 앞의 5장에서 대조 초점으로 다룬 바 있는 예이다. (8가)는 16세

기 문헌이고 (8가')은 17세기 문헌이다. 전자는 ‘-으란’으로 대조 초점을 나타냈지만

후자에서는 그 자리에 ‘-는’이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을 통해 대조의 보조사 ‘-으란’이 ‘-는’으로 바뀐 경우들을 살펴보았다. 이상에

서 나온 바와 같이 보조사 ‘-는’은 화제의 기능뿐만 아니라 ‘대조’의 기능에 있어서

도 중세 한국어 시기보다 그 쓰임이 넓어졌다. 그리고 그 변화 양상은 17세기부터

그 자취를 추적할 수 있다.

6.4. ‘-’에서 ‘-는’으로의 변화

중세 한국어에서 보조사 ‘-’는 현대 한국어의 ‘-야’와 같이 화제와 대조를 나타

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현대 한국어에서 없는 ‘-’-초점 용법도 있었다.

그 중에서 화제 및 대조의 용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조사 ‘-는’으로 바뀐 경우

가 많았다. 비록 현대 한국어의 보조사 ‘-야’에도 화제와 대조의 용법이 남아 있긴

하지만 매우 한정적인 쓰임으로만 남아 있다.

우선 ‘-’-화제의 경우를 살펴보자.

(9) 가. Q: 네 해 가 져그나 니쳔 잇녀 (到你那地面裏 也有些利錢麽)
A: 긔 잇니라 (那的也中) <飜老上13a>

가'. Q: 네 뎌  가 져그나 니쳔 인냐
A: 그  무던니 <老乞上11b>

(9가)는 16세기의 <飜譯老乞大>에서 가지고 온 문장이고 (9가')은 17세기의 <老乞

大諺解>에서 가지고 온 문장이다. 이들을 비교해보면 화제 표지가 ‘-’에서부터 ‘-

는’으로 바뀌었음을 볼 수 있다. (9)의 경우 화제에 ‘당연함’의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

에 현대 한국어의 ‘그야/이익이야 있지요’처럼 이어질 법도 한데, 화제의 표지 ‘-는’

으로 대체되어 나타났다. 이 외에도 화제를 나타낸 ‘-’가 ‘-는’으로 바뀐 예들은 많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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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 孔子ㅣ 드르시고 니샤 子路ㅣ 사랫거든  孝道고 죽거든 몯내
그리다 리로다 (孔子聞之曰 由也 可謂 生事盡力 死事盡思 者也) <三綱孝

2>

가'. 공 드르시고 니샤 로 사랏거든 힘장 효도고 죽거든 몯내 그리

다 리로다 <三綱宣孝2>
가''. 공 들으시고 오샤 로 가히 살아시매 힘을 다 여 셤기고 죽으매

아 각다 닐으리로다 <三綱英孝2>
나. 都彌의 겨지비 樣子ㅣ 곱고 節个ㅣ 잇더니 盖婁王이 드르시고 都彌려 니
샤 겨지비 현마 正야도 어드  이셔 工巧히 달애면  뮈우리라 都

彌  내 겨지비 현마 주거도 두  업스리다 (都彌妻 美麗亦有節行

盖婁王聞之 語都彌曰 婦人雖貞 在幽昏處 誘以巧言 則動心矣 都彌曰 若臣妻 雖

死無貳) <三綱烈30>

나'. 도미의 겨지비  곱고 졀개 잇니 개루이 드르시고 도미려 니샤 
겨지비 현마 졀야도 어도온  이셔 교로이 달애면  리라 
신대 도미 오 내 겨지비야 현마 주거도 두  업스이다 <三綱宣烈30>

나''. 도미(都彌)라  사은 졔 나라 벼 됴라 그 쳬 얼굴이 곱고 졀

이 잇니 왕이 도미려 닐너 오 녀 아리 졀이 잇 야도 그
윽 곳의셔 달내연 을 동치 아니리 업니 네 쳐 내 말노 달내미

엇뇨 도미 오 신의 쳐 죽어도 변치 아니리이다 <三綱英烈30>
다. 樊彦琛이 病얫거늘 겨집 魏氏 닐오 그듸의 오 주구믈 디 몯노라

야 彦琛이 닐오 아 길어 내라 조차 주구미 몯리라 (樊彦琛妻

魏氏揚州人 彦琛病 魏曰 公病且篤 不忍公獨死 彦琛曰 死生常道也 幸養諸孤使

成立 相從而死 非吾取也) <三綱烈15>

다'. 번언팀의 안해 위시니  사미라 번언팀이 이 디텃 위시 닐오 
그듸 혼자 주구믈 디 몯노라 야 언팀이 닐오 주굼 사믄 니
모 아 길어내라 조차 주구미 내의 과호미 아니라 <三綱宣烈15>

다''. 당나라 번언심의 쳐 위 양쥬 사이라. 언심이 병들매 위 오 공의
병이 듕고 내 아 홀로 사라 공의 죽 양을 엇지 보리오 언심이 오 
어린 식들을 길너 가문을 보젼미 올흔디라 와 죽음은 나의 라 배
아니로다 <三綱英烈15>

(10)은 모두 <三綱行實圖>에서 가지고 온 예이다. (10가')의 선조판 중간본(1581년)

과 (10가'')의 영조판 중간본(1730년)에서는 화제 명사구 뒤에 ‘-’ 대신에 ‘-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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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고 있다. (10가)의 경우는 총칭문이기 때문에 16세기부터 ‘-는’으로 화제를 표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10나'')과 (10다'')은 18세기가 되어서야 ‘-는’으로 화제를 나

타내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전 시기는 대체로 ‘-’와 그 후대형 ‘-야’로

화제를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조로 쓰인 ‘-’의 역사적 변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의 5장에
서는 ‘-’의 대조도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중세 시기 이후로 ‘-’의 대조 화제 기능과 대조 초점 기능의 대부분은 ‘-

는’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우선 대조 화제의 경우를 확인해보자.

(11) 가. 그 아비  請호 내 아리 날 爲야 잇니 내 주거도 므던커니와 이

아 사고라 (我不惜死 乞活此兒) <三綱孝20>
가'. 그 아비  호 내 아리 날 위야 잇니 내야 주거도 므던커니와 이

아 사쇼셔<三綱宣孝20>
가''. 아 날을 위여 지 아니니 나 죽기 앗기지104) 아니니 날을 죽

이고 아 살오라 <三綱英孝20>

나. 내 아 드로니 高麗ㅅ 해  회  됴 거슨 도혀 디 몯고
다 둘워  회 맛야 도혀 님자 어도미 다 다 (我曾打聽

得 高麗地面裏賣的貨物 十分好的倒賣不得 則宜將就的貨物 倒着主兒快) <飜老

下66ab>

나'. 내 일즉 드르니 朝鮮   貨物이 장 죠흔 거시면 더옥 기 어렵고

죠치 아닌 거슨 오히려 기예 쉽다 더라 <淸老8:16a>
다. 이 너므 오 이  굴고 둔박다 이  가짓 치 맛다 시 됴타

이 활와 시울와 다 사다 <飜老下32ab>

다'. 이 너모 고 이  과히 굵고 이 나흔 마즘 죠흐니 내 사쟈 <淸老

6:21a>

(11)의 ‘-’는 모두 대조 화제를 나타낸다. (11가)와 (11가')에서 대조 화제의 ‘-’
는 18세기에 와서 ‘-는’으로 바뀌었다. (11가'')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1나,

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1나)의 대조 화제 ‘둘워  회’가 (11나')에서는

‘죠치 아닌 거슨’으로 바뀌었으며 (11다)의 대조 화제 ‘이  가짓 치’가 (11다')에

104) 규장각본에서는 ‘앗기여’(奎)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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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 나흔’으로 바뀌어 있다.

다음으로 대조 초점의 경우를 살펴보자.

(12) 가. 이듬예 建康애 옮겨 가도더니 미 닐오 이 다 그위예 드려  외
리로다 李氏 듣고 두 아 지며 우더니 左右ㅣ 닐오 비록 드러도 그윗 官
員의 겨집 외요미 일티 아니리어니 엇뎨 우는다 (明年 徙囚建康 或指李

言曰 是當沒入矣 李聞之 撫二子凄然而泣 左右曰 雖沒入 將不失爲官人妻 何泣

也) <三綱烈19>

가'. 이듬예 건애 옴겨 가도왓니 미 밀오 이 이 구위예 드러  도
외리로다 대 니시 듣고 두 아 지며 우더니 자위 닐오 비록 드러도 구
윗과 원의 겨지 일 될 거시니 엇 우뇨 <三綱宣烈19>

(12가)의 대조 초점 성분 ‘그윗 官員의 겨집 외요미’가 (12가')에서는 ‘구윗과 원
의 겨지’으로 바뀌어 있다. 15세기의 대조 초점 뒤에 취한 ‘-’가 16세기에는 ‘-

는’으로 대체된 것이다.

이상으로 보조사 ‘-’가 ‘-는’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화제의 경

우 16세기에서부터 변하기 시작하여 대부분이 17세기나 18세기경에 ‘-는’으로 바뀌

었다. ‘-’-대조의 경우 16세기에서부터 ‘-는’으로 바뀌기 시작하였다.

6.5. 소결

6장에서는 화제 표지의 통시론을 다루어 보았다. 현대 한국어에서 화제의 표지로

쓰이는 ‘-는’은 중세 한국어 시기에서부터 전형적인 화제의 표지로 사용된 것은 아

니었다. 본고에서는 여러 시기의 자료들을 통해 ‘-는’의 사용의 폭이 점차 넓어졌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대 한국어에서 ‘-는’은 화제 이외에 대조의 표지, 즉 대조 화

제 및 대조 초점으로도 쓰이지만, 중세 한국어 시기에는 ‘-는’ 외에도 대조로 쓰인

보조사로 ‘-으란’과 ‘-’가 더 있었다. 서로 다른 형식이 비슷한 기능을 할 경우 그

각각의 쓰임의 폭은 좁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는’ 역시 중세 한국어시기에는

좁은 폭으로 사용되었지만 점차 넓은 폭으로 사용 영역을 확장하여 결국 현재의 복

잡한 사용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는 비슷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던 다른 언어 형

식들이 소멸되거나 의미의 변화를 일으켜 그 기능을 ‘-는’에 내어주게 되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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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본 장에서는 세 측면에서 ‘-는’의 확장을 살펴보았다.

우선 화제의 표지로 쓰였던 ‘-이’가 17세기부터 ‘-는’으로 바뀌기 시작하여 19세기

경 대폭으로 전환된 점을 확인하였다. 중세 한국어 시기에 대표적인 화제의 표지 ‘-

이’는 초점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므로, 화제의 기능을 점차적으로 ‘-는’에 넘겨준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19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보조사 ‘-는’은 대표적인

화제의 표지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격조사 ‘-이’는 전형적인 초점의 표지로 쓰이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쓰이고 있는 ‘-는’-화제는 역사적으로 총칭문을 비롯하여, 초점

분열문 등 몇몇 특수 구문에서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모든 문장으로 확산된 것으로

이해된다.

다음으로 비-주격 위치에서 대조로 쓰이던 ‘-으란’의 양상을 살폈다. 17세기 초반

까지 ‘-는’과 함께 공존하였으나 18·19세기를 거쳐 현대 한국어에 접어들면서 ‘-을

랑’의 모습으로 바뀌고 말았는데, 이는 경쟁 과정에서 ‘-는’에 의해 밀려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는’의 사용 영역이 주격 위치에서부터 대격 등 비-주격 위

치까지로 점차 확산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 화제 및 대조의 기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는’으로 바뀐 양

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보조사 ‘-야’의 직접적인 선대형인 ‘-’는 화제뿐 아니라
대조의 기능도 가졌지만, 현재는 무표적인 화제 표지로 사용되지 못할 뿐 아니라 사

용되는 영역도 상당히 한정되어 버렸다. 이에 따라 ‘-’가 본래 가지고 있던 정보구
조적 기능은 ‘-는’이 넘겨받게 되었다. 이로 인해 보조사 ‘-’의 기능까지 담당하게

된 ‘-는’의 사용 양상은 한층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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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본고는 조사 ‘-이’, ‘-는’, ‘-으란’과 ‘-’를 중심으로 중세 한국어의 정보구조에 대

해 살펴보았다. 결론에서는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여 총정리하기로 한다.

2장에서는 본고에서 쓰일 한국어의 화제, 초점 및 대조 화제, 대조 초점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화제는 ‘문장이 그것에 대한 것’이고 초점은 ‘화제에 대

해 말해지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관계적 구정보 및 관계적 신정보가 각각 이

들과 대응되는 개념인 것으로 보았다. 특히 관계적 구정보 중에서 ‘대하여성’을 지닌

화제 성분 뒤에 붙는 화제 표지에 대해 주된 관심을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시적

주어짐성과 정보구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지시적 구정보는 화제가

되는 필수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시적 구정보도 관계적 신정보로 사용되

어 초점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대조 화제 및 대조 초점에 대

해서도 살펴보았는데, 본고에서 대조는 화제-초점의 관계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견해를 취하여 대조가 화제와 초점 모두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3장에서는 ‘X-이’의 정보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3.2에서는 ‘X-이’로 실현되는 화

제에 대해 다루었다. 먼저 ‘X-이’-화제를 가진 문장에 장면층위 술어와 개체층위 술

어가 모두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술어의 영향으로 문장의 정보구조가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술어에 따라 문장의 부류를 둘로 나누어서 주격

조사 ‘-이’의 화제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먼저 장면층위 술어가 비총칭문에서 사용될

때 보조사 ‘-는’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이’만이 나타남을 보았는데, 이는 ‘X-이’가

초점뿐만 아니라 화제로도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개체층위 술어가 사용

되는 총칭문에서 ‘X-이’가 자연스럽게 나타나 화제로 실현됨을 보았다. 이러한 관찰

들을 통해 ‘X-이’-화제가 견고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3에서는

특수 구문을 통해 ‘X-이’가 화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3에서는 ‘X-이’로 나타낸 초점에 대해 다루었다. 현대 한국어를 대상으로 할 경

우 초점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중 중세 한국어에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을 3.3.1에서 소개하였다. 3.3.2에서는 Lambrecht(1994)의 견해에 따

라 문장의 정보구조를 전체문장-초점, 논항-초점, 서술어-초점의 세 가지 구조로 나

누었다. 그리고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중세 한국어에서도 전체문장-초점과 논항

-초점 구조에서 ‘X-이’가 초점으로 실현됨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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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와 3.3의 논의를 통해, 중세 한국어에서 주격 조사 ‘-이’는 초점뿐만 아니라 화

제도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X-이’-화제와 ‘X-이’-초점은 실현되는

위치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데, 전자는 문두에서만 실현되는 반면에 후자는 문두

및 문중에서도 실현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중세 한국어의 ‘X-는’의 정보구조를 고찰하였다. 우선 4.2에서는 ‘X-

는’-화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대 한국어의 ‘-는’이 모든 종류의 문장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화제 표지라는 사실을 중세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하는 논의들이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중세 한국어에서 보조사 ‘-는’은 일반적으로 총칭문에서만 화제

표지로 사용됨을 관찰하였다. 총칭문은 어휘특성문과 습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X-는’-화제는 이 두 총칭문 모두에서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한편 비총칭문에서도

‘X-는’-화제가 나타나곤 하지만, 이는 특수 구문에 한정된다. 따라서 화제 표시 기능

은 현대 한국어보다 상당히 약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화제 표지 ‘-이’와 ‘-는’을 비교해보면 개별문의 화제는 주격 조사 ‘-이’로만

나타내는 반면에 총칭문의 화제는 주격 조사 ‘-이’와 보조사 ‘-는’으로 모두 나타냄

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세 한국어에서 주격 조사 ‘-이’가 조금 더 넓은 범위를

가진 화제 표지로 쓰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論語諺解>을 대상으로 하여, 총

칭문의 화제 표지로서의 ‘-이’와 ‘-는’이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우선 출현 빈도에

있어서 ‘-이’보다 ‘-는’이 더 많이 쓰인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이’는 습관문에서

그리고 ‘-는’은 어휘특성문에서 더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었다.

4.3에서는 ‘X-는’-대조가 실현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앞서 개별문에서는 화제 표

지 ‘-는’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개별문에서도 ‘-는’이 나타나

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는’이 화제 표지가 아닌 대조 표지임

을 밝혔다. 한편 정보구조에 따라 대조는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으로 구분되는데,

대조 초점에는 보통 척도 함축이 수반되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대조 초점은 대조

화제와는 달리 문중에도 올 수 있으므로 체언뿐만 아니라 부사나 용언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점에서 일부 기존 논의에서 ‘주제’로 다루었던 예들 중 몇 부분을 본고

에서는 대조로 보았다.

5장에서는 ‘X-란’과 ‘X-’의 정보구조를 살펴보았다. 여러 기존 논의에서 ‘으란’은
‘화제’ 및 ‘대조’의 기능을 가지는 조사로 다루어졌으나, 본고에서는 ‘화제’의 성격보

다는 ‘대조’의 성격을 나타낸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목적어가 문장 앞으로 이동하여

화제의 역할을 할 경우, ‘-으란’을 취하지 않고 ‘-는’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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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란’이 실제로 쓰이는 문장들에서 대체로 ‘대조’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

했을 때 화제의 표지라기보다는 대조 표지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리고 ‘X-으란’을 관계적 구정보와 신정보에 따라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으로 나눌

수 있음도 보았다.

중세 한국어에서 ‘-’는 현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화제와 함께 나타날 수도 있

고 대조로 쓰이기도 하는데, 현대 한국어와는 달리 초점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현

대 한국어에서 ‘-야’가 초점과 함께 나타나지 않는 것은 ‘X-야’에 포함되어 있는 ‘당

연함’의 의미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X’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데, 전제된 요소가

초점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세 한국어의 ‘-’는 ‘당연함’의 의미를 필

수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점과 함께 나타날 수도 있는 것으로 이해된

다. 초점으로 쓰일 경우 ‘한정’의 의미가 부각되어 총망라성을 띠게 된다.

6장에서는 화제 표지의 통시론을 살펴보면서 세 측면에서 ‘-는’의 쓰임이 확장됨

을 관찰하였다. 우선 화제의 표지로 쓰였던 ‘-이’가 19세기 경에 광범위하게 ‘-는’으

로 바뀌었음을 밝혔고, 비-주격 위치에서 대조로 쓰이던 ‘-으란’이 ‘-는’으로 바뀐 양

상도 살펴보았다. 현대 한국어에서 조사 ‘-는’은 화제의 기능뿐만 아니라 ‘대조’의 기

능에 있어서도 중세 한국어 시기보다 그 쓰임이 넓어졌는데, 그 변화 양상은 17세기

부터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의 화제 및 대조의 기능이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는’에 옮겨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보조사 ‘-’의 기능까지 담당
하게 된 ‘-는’의 사용 양상은 한층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음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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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formation Structure of Middle Korean

: With a Special Reference to ‘-이’, ‘-는’, ‘-으란’ and ‘-’

Du, Linli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ormation structure in Middle Korean with a

special reference to '-이', '-는', '-으란' and '-'. Furthermore, it aims to
explai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information structure in Modern Korean

and the information structure in Middle Korean.

There is significant diversity among the theories of information structure of

Korean grammatical markers. Having a general literature review of various

existing theories in chapter 1, we research one of the particular theories of

information structure more thoroughly in chapter 2. We will use the concept

of topic in terms of aboutness, in which the topic is what the sentence makes

a predication about. The concept of focus will be used to mean new

information that changes the hearer's knowledge. Topic and focus correspond

to relationally old information and relationally new information respectively.

In chapter 3, we examine the information structure of 'X-이' in Middle

Korean. In part one of the chapter, we delve into topichood of 'X-이' which

shows it is different from that in Modern Korean. We have found that the 'X-

이'-topic appeared in both particular sentences and generic sent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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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quently, we identified that '-이' could be used as a topic marker in

Middle Korean. In part two of the chapter, we have carefully studied 'X-이

'-focus. We have observed that 'X-이' could be used both to mark the topic

and to mark the focus in Middle Korean sentences; however, 'X-이' appears

in different positions in sentences according to whether it marks the topic or

the focus.

In chapter 4, we research into the information structure of 'X-는' in Middle

Korean. First of all, we have found that '-는' appeared only in generic

sentences as a topic marker, therefore, we concluded that the usage of '-는'

as a topic marker was more constrained in Middle Korean than it was in

Modern Korean. Moreover, we have compared the usage of '-이' and '-는' as

topic markers in sentences, and we found that both '-이' and '-는' were used

as topic markers in generic sentences, while only '-이' was used as a topic

marker in particular sentences. Second, we have examined 'X-는'-contrast,

and observed that its usage could be classified as demonstrating a contrastive

topic and contrastive focus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structure.

In chapter 5, we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X-으란' and 'X-' from
the information structure point of view. In the first part of this chapter, we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X-으란', and observe that many scholars

believe it to be the marker for both "topic" and "contrast". However, in this

research, we found that 'X-으란' was being used only as a contrast marker

but not as a topic marker. In the second part of this chapter, we found that

'X-' in Middle Korean was chosen to show focus as well as topic or

contrast unlike that Modern Korean shows the occurrence of 'X-' only in
topic and contrast.

In chapter 6, we trace along the historical evolution for the usage of topic

markers in three aspects. We found that '-는' started to be used as a topic

marker without constraint from 19th Century, substituting for the previous topic

marker '-이'. Furthermore, we have identified the whole course of historical

evolutions of both '-으란' and '-' into '-는' accordingly.



- 221 -

key words : information structure, topic, focus, contrast, generic

sentences, particular sentences, individual-level predicates,

stage-level predicates

Student Number : 2008-31080


	1. 서론 
	1.1. 연구 목적
	1.2.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
	1.2.1. 프라그학파 및 영미에서의 연구
	1.2.2. 현대 한국어에 대한 연구
	1.2.3. 중세 한국어에 대한 연구

	1.3. 연구의 구성
	1.4. 연구 자료

	2. 한국어의 정보구조
	2.1. 도입
	2.2. 화제와 초점
	2.3.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
	2.4. 소결

	3. ‘X-이’의 정보구조
	3.1. 도입
	3.2. ‘X-이’-화제
	3.2.1. ‘X-이’-화제의 확인
	3.2.2. ‘X-이’-화제: 장면층위 술어 대 개체층위 술어
	3.2.3. ‘X-이’-화제: 특수 구문
	3.2.3.1. 화제화 구문
	3.2.3.2. 주격 중출 구문
	3.2.3.3. 이야기


	3.3. ‘X-이’-초점
	3.3.1. ‘X-이’-초점의 확인
	3.3.2. ‘X-이’-초점과 정보구조 유형
	3.3.2.1. 전체 문장 초점
	3.3.2.2. 논항-초점

	3.3.3. ‘X-이’-초점과 어순
	3.3.3.1. 문두의 ‘X-이’ 성분
	3.3.3.2. 문중의 ‘X-이’ 성분


	3.4. 소결

	4. ‘X-는’의 정보구조
	4.1. 도입 
	4.2. ‘X-는’-화제
	4.2.1. 총칭문에서의 화제 표지 ‘-는’
	4.2.1.1. 총칭문의 개념
	4.2.1.2. 어휘특성문
	4.2.1.2.1. 협주문 
	4.2.1.2.2. 법칙-교훈 구문
	4.2.1.2.3. 속성적 계사구문 
	4.2.1.2.4. 형용사 구문

	4.2.1.3. 습관문
	4.2.1.4. 총칭문의 화제 표지 ‘-는’에 대한 재확인 

	4.2.2. 초점 분열문에서의 화제 표지 ‘-는’  
	4.2.3. 기타 구문에서의 화제 표지 ‘-는’
	4.2.3.1. 목적어 화제
	4.2.3.2. 부사어 화제
	4.2.3.3. 틀 설정 화제

	4.2.4. 화제 표지 ‘-이’와 ‘-는’의 비교

	4.3.  ‘X-는’-대조 
	4.3.1. 대조의 확인
	4.3.2. 대조와 정보구조
	4.3.2.1. 대조 화제
	4.3.2.2. 대조 초점 


	4.4. 소결

	5. ‘X-으란’과 ‘X-?’의 정보구조
	5.1. 도입
	5.2. ‘X-으란’의 정보구조
	5.2.1. ‘X-으란’의 화제성 검토
	5.2.2. 대조의 확인 
	5.2.3. 대조와 정보구조
	5.2.3.1. 대조 화제
	5.2.3.2. 대조 초점


	5.3. ‘X-?’의 정보구조
	5.3.1. ‘X-?’-화제
	5.3.2. ‘X-?’-초점
	5.3.3. ‘X-?’-대조
	5.3.3.1. 대조 화제
	5.3.3.2. 대조 초점


	5.4. 소결

	6. 화제표지의 통시론
	6.1. 도입
	6.2. ‘-이’에서 ‘-는’으로의 변화
	6.3. ‘-으란’에서 ‘-는’으로의 변화
	6.4. ‘-?’에서 ‘-는’으로의 변화
	6.5. 소결

	7.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