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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정보구조 연구
최 윤 지
본고의 목적은 한국어의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를 밝히는 것이다. 정보구
조란 의사소통에서 화자가 발화를 통해 전달하려는 정보가 청자에게 새로운 것인지
아니면 주어져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화자의 가정을 반영하는 언어적 양상을 말한다.
한국어 정보구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본고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구조에 대한 이론적ㆍ개념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정합적이
면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정보구조의 기본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실체
의 절대적 정보구조와 명제 내적 상대적 정보구조뿐만 아니라 명제의 절대적 정보구
조를 포함하는 확장된 정보구조 체계를 세워야 한다. 셋째, 형식과 의미가 맺는 상관
관계를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발화가 나타나는 사용역의 차이를
고려해야 하고, 표현론적 접근법과 해석론적 접근법을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정보구조의 하위 부문은 절대적 정보구조와 상대적 정보구조로 나뉘고, 전자는 다
시 그 대상이 실체인 것과 명제인 것으로 나뉜다. 절대적 정보구조는 어떤 언어 표현
이 청자의 머릿속에서 어떠한 인지적 위계를 가지는지에 따른 것이며, 상대적 정보구
조는 그 표현이 문장에서 다른 부분들과 맺는 정보적 관계에 따른 것이다. 절대적 정
보지위는 주어짐성의 정도에 따라 담화-구, 담화-신ㆍ청자-구, 청자-신 지위의 세
단계로 나뉘며 담화-구 지위는 다시 활성화와 준활성화로 나뉜다. 상대적 정보지위
는 주어짐성의 정도에 따라 신정보인 초점과 구정보인 전제로 나뉘는데, 전제에는 정
언판단의 대상인 화제가 포함된다.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의 각 위계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언어 형식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맺는다. 담화-구 지위는 영형대명사, 지시대명사 및 인칭대명사, 우분리
와, 담화-신ㆍ청자-구 지위는 ‘X 있잖아’ 및 ‘X 말이야’ 구성과, 청자-신 지위는 부
정관형사 및 부정대명사, ‘X이라는 Y’ 구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의 각 위계는 다음과 같은 언어 형식들과 유의미한 상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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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맺는다. 담화-구 지위는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 종결어미 ‘-다니까’, ‘-다고’
와, 담화-신ㆍ청자-구 지위는 ‘-잖-’, ‘-다며’와, 청자-신 지위는 ‘-거든’과 밀접
하게 관련된다.
명제 내적 상대적 정보지위의 주요 범주인 화제와 초점이 보이는 언어 형식과의
현저한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화제는 문두 ‘은/는’, 제시어, ‘이란’, ‘이야’로 표현된
다. 초점은 담화에서 무표적인 경우가 많고, ‘이/가’, ‘을/를’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
지지만 이는 다른 정보지위나 언어 표현들과의 상대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크게 유
의미한 것이 아니다. 화제와 초점을 명시적으로 분절하여 표현하는 통사적 구조로는
‘것은’ 분열문이 있다.
정보지위와 형식 간의 상관관계는 대화, TV 뉴스, 학술문이라는 세 가지 사용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관계의 방향에 따라서도 해석론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와
표현론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로 나뉜다. 또한 정보구조의 각 하위부문들도 서로
일정한 함의관계를 가진다. 본고는 말뭉치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이러한 상관관
계의 실제 양상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주요어: 절대적 정보구조, 상대적 정보구조, 청자-구/신정보, 담화-구/신정보, 활성
화, 화제, 초점, 사용역
학번: 2008-3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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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1.1. 연구 목적과 대상
본고는 한국어의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보구조의 기본 개념과 체계를 정립하고 각 정보지위와 언어 형식
이 맺는 상관관계를 다각도에서 고찰한다.
정보구조란 의사소통에서 화자가 발화를 통해 전달하려는 정보가 청자에게 새로운
것인지 아니면 주어져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화자의 가정을 반영하는 언어적 양상이다.
즉, 어떤 개념이나 의미를 화자가 청자에게 언어로 소통할 때 말하고자 하는 내용뿐
만 아니라 해당 내용이 청자에게 어떠한 정보적 지위로 존재하는지가 언어에 표현된
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러한 청자의 지식이나 인지 상태에 대한 화자의 가정은 크게 절대적인 것과 상
대적인 것으로 나뉘고, 전자는 다시 실체(entity)에 대한 것과 명제(proposition)에
대한 것으로 나뉜다. 이에 정보구조는 실체의 절대적 정보구조, 명제의 절대적 정보
구조, 명제의 상대적 정보구조의 세 가지 하위부문을 가진다. 이를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 간략히 살펴본다.
(1) 정보구조의 하위부문
가. 명사구(실체)의 절대적 정보구조
① 어제 걔가 우리집에 왔어.
② 어제 강주현이라는 애가 우리집에 왔어.
나. 명제의 절대적 정보구조
③ 어제 걔가 우리집에 왔잖아.
④ 어제 걔가 우리집에 왔거든.
다. 명제 내적 상대적 정보구조
⑤ [어제 주현이가 우리집에 왔어].
⑥ [주현이가 우리집에 온 건] [어제]야.

우선 실체의 절대적 정보구조는 주어진 명사구가 가리키는 실체가 청자의 머릿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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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떠한 인지적 상태로 존재하는지와 관련된다. 화자가 청자에게 (1가①)과 같이
말하는 경우, 화자는 ‘걔’로 지시된 사람이 담화세계에서 어떤 실체에 해당하는지 청
자가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발화를 하는 것이다. 반면 (1가②)로 말하는 경
우에는 청자가 ‘강주현’이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다음으로 명제의 절대적 정보구조는 주어진 절이 가리키는 명제가 청자의 머릿속
에 어떠한 인지적 상태로 존재하는지와 관련된다. 위 예에서 이는 서술어의 밑줄 친
요소에 의해 표현되었다. (1나③)과 같이 ‘-잖-’이 붙은 문장은 청자가 이미 그 내
용을 알 것으로 화자가 전제하는 문장인 반면, (1나④)와 같이 종결어미 ‘-거든’을
쓴 문장은 청자에게 미지의 정보를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제 내적 상대적 정보구조는 한 문장이 하나의 단위로 통째로 제시되
느냐 아니면 내적으로 이분되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이분’은 어떤 대
상이 먼저 주어지고 뒷부분이 그것에 대한 발화로 해석된다는 것을 뜻한다. (1다⑤)
는 특별한 내부 구조를 갖지 않는 반면, (1다⑥)은 명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대
적으로 주어져 있는 부분과 새로운 부분으로 나뉜 문장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연구 대상으로서의 한국어 정보구조를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논의의 핵심
① 정보구조에 대한 이론적ㆍ개념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정합적이면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정보구조의 기본 개념 및 범주를 설정한다.
② 실체의 절대적 정보구조와 명제 내적 상대적 정보구조뿐만 아니라 명제의 절대적
정보구조를 포함하는 확장된 정보구조 체계를 세운다.
③ 정보구조의 양상을 살펴보는 데 사용역(register)에 따른 변이를 고려하고 표현론
적/해석론적 접근법을 병용한다.

우선 첫번째 사항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정보구조적 양상을 본격적으로 살피기에
앞서 이론적ㆍ개념적 틀을 정립한다는 것이다. 정보구조와 관련된 개념 및 술어에는
구정보, 신정보, 한정성, 화제, 초점 등등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논저마다
다른 뜻으로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다. 이러한 개념들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한국
어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개념을 확립해야 한다. 외국어를 바탕으로 한 특정 이
론을 깊게 검토하지 않고 수용하거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논의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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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또한 명시적인 개념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연구자가 가정한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발화된 복잡한 구조의 문장이나 담화를 분석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두 번째 사항은 기존 연구에서 설정하는 정보구조의 체계에 새로운 하위부문을 포
함시킨다는 것이다. 앞서 (1)에서 설명한 정보구조의 하위부문 세 가지 중에서 (1
나)에서 보인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는 기존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정보구조의 영역
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위와 같은 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
장한다. 이를 통해 미시적인 관점에서 한국어 어미들의 의미를 더욱 상세히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보구조의 체계를 완성하고 하위 부문들
간의 관계를 포착하며 한국어의 독특한 성격을 드러낼 수 있다.
세 번째 사항은 정보지위와 언어 형식 간의 상관관계를 해석하는 방법론과 관계된
것이다.1) 우선 정보구조는 청자의 지식 상태에 대한 화자의 가정에 관한 것으로 반
드시 실제 발화가 일어나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용
역을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용역의 유형에 따라 특정 정보지위가 표현되
는 양상이나 특정 언어 형식이 사용되는 양상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또
한 사용역적 변이와 더불어, 형식과 기능의 상관관계를 관계의 방향과 성격에 따라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해석론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인지 아니면 표현
론적으로 밀접한 상관관계인지를 따지고, 어떤 방향에서든 밀접한 상관성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경향성을 가지는 관계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1.2. 기존 연구 검토
정보구조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를 통틀어 미처 다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현
재에도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정보구조라는 틀 안에서 살펴보지는 않았
으나 관련된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다룬 논저들도 많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논의에
가장 중심이 되는 문제들을 다룬 주요 연구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정보구조의
전체 틀에 대하여 영어를 중심으로 한 외국 논의와 한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논의를
차례로 검토하겠다.
우선 문법론 혹은 화용론의 연구 대상으로서 정보구조가 어떠한 개념이고 어떠한
1) 이 부분은 1.3절에서 더욱 자세히 제시될 것이다.

- 3 -

언어 현상을 다루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다. 우리는 정보구조에 실체와 명제
의 정보지위를 묶어 절대적 혹은 독립적 정보지위로 다루고, 한 명제 내의 인지적 구
조에 따른 상대적 혹은 관계적 정보지위를 다루는데, 이러한 관점은 기존 논의와 중
요한 차이를 가진다는 점이 드러날 것이다.
정보구조라는 용어를 처음 쓴 것은 Halliday(1967)로, 그는 문법의 세 영역으로
‘transitivity, mood, theme’을 들고 그 중 ‘theme’을 폭넓은 담화적 개념으로 상정하
여 그 안에 ‘새로운’ 정보와 ‘주어진’ 정보를 구별하는 정보구조를 한 부분으로 설정
하였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음조(tonic) 단위와 음조 핵 등 음운론적인 현상과 직접적
으로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에게 ‘새로운 정보’란 화자가 담화로부터 회복 가
능하지 않은 것으로 제시하는 정보로, 이를 초점이라고 하였다. 또한 theme의 다른
두 부분으로 ‘화제-평언’과 ‘identification’이 있다. 화제(theme)란2) ‘내가 지금 그것
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되는 것이고, identification은 wh-분열문을 포함하
여 명사적 성분을 논항으로 가진 계사문 구조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theme 개
념은 화제, 초점 등 우리의 상대적 정보지위에 완벽히 대응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기의 연구로 또한 중요한 것이 Chafe(1976)이다. 여기에서는 발화에서 전달되는
내용 자체보다는 그 내용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와 관련된 언어 현상들을 다룬다고 하
면서 이를 치약의 포장이 치약 자체와는 상관없이 치약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에 비유하여 정보 ‘포장(packaging)’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정보 포장과
관련된 의미 화용적 개념이나 범주에 다양한 것들을 포함시켰는데, 특히 명사가 나타
내는 지시체와 관련된 것에 주목하여 주어짐성(의식성), 대조성, 한정성, 주어, 화제,
감정이입(empathy) 등을 다루었다.
이후의 정보구조 관련 논의들은 각각 논의하는 현상의 범위 측면에서는 다양한 변
이를 보이지만, 명사구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문장의 내적인 상대적 정보지위를
구분하려는 시각을 취한다는 점은 어느 정도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
어느 한쪽에 집중하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논의로 Vallduví(1990)를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상대적 정보구조에 주목하고 이를 기존의 이분(二分)이 아
닌 삼분(三分) 체계로 새롭게 세웠다. 그는 ‘정보’라는 용어를 명사구 층위와 문장 층
2) Halliday(1967)에서는 ‘theme’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문법의 세 영역 중 하나를 뜻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화제-평언’의 화제에 해당하는 좁은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런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의 ‘화제’ 개념은 우리의 화제와 상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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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모두 사용하는 것은 혼란스럽다고 하여 문장 층위에서만 정보구조를 논하는 관
점을 취한다고 하였다.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정보구조가 담화 지시체의 절대적 지
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정보 포장은 본질적으로 관
계적인 개념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그는 문장의 부분들이 가지는 상대적 정보지위로
연결부(화제, link), 초점, 꼬리부(tail)의 세 가지 요소를 설정하였고, 이들이 문장에
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폈다.
반면, 역시 정보구조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Prince(1978a, b,
1981a, b, 1992, 1997 등)는 일련의 논문들을 통해 상대적 정보지위 중 화제 개념
의 정체와 그 학문적 유용성에 회의를 표하고, 절대적 정보지위와 ‘초점-전제’에 국
한된 상대적 정보지위에 집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Prince(1992)에서는 구
정보와 신정보의 정보지위를 ‘전제와 초점’, ‘청자-구와 청자-신’, ‘담화-구와 담화신’의 세 가지 종류로 구별하였다. 전제와 초점은 Chomsky(1969) 이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문장을 주어진 열린 명제와 그 변항의 예시로 분절하는 것을
말한다. 청자-구/신, 담화-구/신의 지위는 실체가 가지는 절대적 정보지위라는 점이
공통적인데, 그 정보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각각 청자의 지식과 선행 담화라는 점에
서 차이를 가진다. 또한 Prince(1981b)를 바탕으로 영어의 비정형 어순을 설명한
Birner & Ward(1998)도 절대적 정보지위에 집중한 논의라고 할 수 있다.3)
결과적으로 Vallduví와 Prince는 상대적 정보지위와 절대적 정보지위에 대하여 상
당히 상이한 관점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allduví(1990)은 상대적 정보지위에
집중하였고, Prince는 초점-전제 구조를 다루기는 하였으나 명사구의 절대적 정보지
위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명사구 실체의 정보지위와 문장 내적인 상대적 정보지위를 통합하여 정보구조 논
의를 집대성한 것으로 Lambrecht(1994)가 있다. 그의 정보구조는 ‘주어진 담화 맥락
에서 사태의 개념적 표상으로서의 명제가 대화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어휘
문법적 구조와 짝지어지는 문장 문법의 한 부문’으로 정의된다(5쪽). 그리고 정보구
조의 대상 및 영역으로 전제와 단언, 확인가능성과 활성화, 화제와 초점의 세 가지를
포함시킨다. 이 중 확인가능성과 활성화가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에 해당하고, 나머
지 두 가지가 문장의 상대적 정보지위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4)
3) 본고의 절대적 정보지위는 Prince(1992)를 중심으로 하고 Chafe(1976)를 부수적으로 참고하여
설정될 것이다.
4) Lambrecht(1994)의 ‘전제와 단언’에서 다루는 ‘화용론적 전제’는 우리가 다루는 명제의 절대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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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Gundel & Fretheim(2004)도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문장의 상대적 정보
지위를 ‘주어짐성(givenness)’이라는 상위 개념에 포함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전자는 지시적(referential) 주어짐성, 후자는 관계적(relational) 주어
짐성이라고 명명하고, 이 둘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존 논의들과 본고가 취하는 정보구조에 대한 입장이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기존 논의들에서 따로 혹은
함께 다루어진 정보구조의 두 영역인 실체의 절대적 지위와 문장의 상대적 구조를
모두 정보구조에 포괄하여 다루되, 여기에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도 편입시키는 관
점을 취한다.
다음으로 한국어의 정보구조에 대한 주요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어에 대해
서는 문장 내적인 상대적 정보지위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문장이 그것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인 ‘화제’ 혹은 ‘주제’에 대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조사 ‘은/는’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 임홍빈(1972, 2007나),
Yang, D.-W.(1974), 채완(1975, 1979), 박승윤(1986), 윤재원(1989), 임규홍
(1993), 이인영(1996), 임동훈(2012)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최근 여러 편의 학위논문 혹은 단행본에서 정보구조의 개념을 인식하
고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화제와 초점 등의 상대적 정보지위를 심층적으로 다룬
바 있다. Choi, H.(1997/1999), Han, J.(1999), 류남혁(2000), 정희원(2001), 박철
우(2003), Oh, C.(2007), 유유현(2010)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이 중 Choi,
H.(1997/1999), 박철우(2003)은 Vallduví(1990)의 정보포장 이론을 한국어에 적용
한 것이다. Choi, H.(1997/1999)에서는 최적성 이론을 접목하여 정보구조에 의해 화
용론적 어순이 정해지는 양상에 주목하면서 ‘은/는’이 화제와 대조초점을 포괄하는
의미인 ‘현저성(prominence)’을 나타낸다고 하였고, 박철우(2003)는 한국어의 화제
가 ‘은/는’으로만 나타난다고 본 것이 특징적이다.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문장의 상대적 정보지위에 모두 관심을 기울인 이정민
(Lee, C.)(1989, 1992, 1995, 1999, 2003 등), 전영철(Jun, Y.)(2000, 2004, 2005,
2006, 2009, 2013가, 2013나, 2015 등)의 일련의 논의들도 주목된다. 실체의 절대
적 정보지위에 대해서는 한정성(definiteness)이나 특정성(specificity)에 대해 주로

보지위와도 관련되고 명제 내적 상대적 정보구조와도 관련된다. 이에 대해서는 3.2.2절과 5.2.3절
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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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었고, 문장의 상대적 정보지위에 대하여는 ‘은/는’과 화제 혹은 초점과의 관계에
천착하였다. 또한 이 논의들은 ‘대조’라는 또 다른 의미ㆍ화용론적 범주와 정보구조
가 교차하는 지점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앞에서 살펴본 다른 언어에 기반을 둔 정보구조 논의의 외연과 마찬가지로, 한국어
연구에서도 본고의 세 가지 정보지위를 전체적으로 조망한 논의는 찾아보기 힘든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화제라는 의미 기능 범주나 ‘은/는’이라는 형식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대다수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는 한국어 논의에서 정보구조로 다루어지지는 않았으
나 다른 관점에서 상당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박재연(2006)을 들 수 있
다. 이는 양태를 나타내는 어미에 대한 연구인데 기존의 인식양태의 의미 영역을 넓
혀 ‘청자의 지식에 대한 화자의 가정’을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와 관련된 어
미들로 ‘-더-’, ‘-으니-’, ‘-지’, ‘-거든’을 든다. 우리는 2.2.1절에서 이러한 의미
영역이 양태보다는 정보구조에 포함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가 채택하는 주된 방법론인 사용역에 따른 연구에 대해서도 선행
논의들이 어떠했는지 검토해 보기로 한다.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것들을 비롯하여 기
존의 정보구조 논의에서 사용역에 따른 관점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것은 필자의 과문
인지는 모르나 찾아보기 힘들다. 일반적으로 연구자의 직관으로 있을 법하다고 여기
는 가상의 문장이나 질문-대답 쌍의 짧은 담화가 주된 연구 자료였다. 실제로 발화
된 문장들을 대상으로 논의한 경우에도 어떤 사용역에서 나타난 것인지의 구별을 하
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 가지 사용역에만 국한하기도 한다. 예컨대 Lambrecht(1981,
1986, 1994)는 구어 대화에 한정하여 논의하였고, Lambrecht(1994)를 틀로 하고 있
는 Oh, C.(2007)에서는 TV 드라마의 대화를 대상으로 한다.
사용역을 정보구조와 관련한 민감한 변수로 언급한 논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
대 wh-분열문에서 관계절의 정보지위에 대해 논한 Prince(1978a)나 좌분리 구성을
다룬 Gundel(1988)에서 장르나 발화상황, 문체, 사용역 등이 그러한 특정 구성이나
형식을 사용하는 데에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한두 구성의 특
별한 사용에 대한 단편적인 언급 이상으로, 정보구조 전반에 걸쳐 사용역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는 논의는 보기 힘들다. 우리는 2장에서 사용역을 정보구조의
주요 변수로 도입하는 관점의 의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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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 방법과 관점
본격적인 논의를 펼치기에 앞서 본고가 채택하는 연구 방법과 관점에 대해 짚어두
기로 한다. 이는 아래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 사항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를 하나
씩 차례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3) 본고의 주요 연구 방법과 관점
가. 사용역을 나누어 언어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한다.
나. 말뭉치에 기반하여 언어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한다.
다. 언어 형식으로 실현된 의미ㆍ기능을 중시한다.
라. 의미ㆍ기능과 형식의 상관관계를 양방향에서 탐색한다.
마. 언어 보편성과 특수성의 균형을 맞춘다.

첫째, 사용역을 나누어 언어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한다. 이는 정보구조에 맥락과
상황이라는 변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 본고에서 채택하는 사용역
은 대화, TV 뉴스, 학술문의 세 가지이다. 그리고 이 중 대화는 다시 ‘자연대화’와
‘가공대화’로 나뉜다. 자연대화란 실제로 이루어진 자연발생적인 대화를 말하고, 가공
대화는 현실을 모방한 영화나 TV 드라마 등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말한다.
정보구조적 의미나 기능을 가진 특정 언어 형식이 사용역에 따라 그 사용 가능성
이나 사용 양상이 달라지는 예로 아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4) 사용역에 따른 정보구조
가. 대화
A: 막히잖아 광화문 터널.
B: 안 막혀 별루 그 시간에.
나. TV 뉴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두꺼운 점퍼를 입고 담요까지 뒤집어 쓴 채 공부
를 합니다.
다. 학술문
PK-교체의 원인, 적용방향, 적용환경, 적용조건 등 음운론적 체계가 이루어진 것
은 최근의 논의를 통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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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는 대화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특별한 어순을 가진 구문을 보인 것이다. 바로
어느 정도 주어진 정보에 해당하는 성분을 문장의 맨 끝에 위치시킨 우분리 혹은 후
보충 구문이다. 이는 거의 대화에서만 사용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4나)는 어떤
실체나 장소를 우선 한 문장으로 제시한 뒤에, 그것이 참여하는 사건이나 상태를 이
어지는 문장에서 표현하는 구성을 보인 것이다. 이는 TV 뉴스에서 흔히 사용되고 세
사용역 중 TV 뉴스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4다)는 학술문의 한 문장
을 보인 것으로, 명제를 이분한 내부 구조를 표현하는 분열문이라는 특정한 문장 형
식이다. 이는 다른 사용역에서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학술문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된
다는 점이 주목된다.
둘째, 말뭉치에 기반하여 언어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한다. 실제로 발화된 문장들과
담화를 가장 일차적인 자료로 다루고자 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구축한 말뭉치의 규
모는 총 약 30만 어절로, 각 사용역이 동등하게 대략 10만 어절씩 되도록 구성하였
다. 대화 사용역은 자연대화와 가공대화를 각각 5만 어절로 맞추었다. 말뭉치를 구성
하는 텍스트는 기존의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와 본고가 직접 선정하고 전사한 텍스
트들이다. 말뭉치의 상세한 규모와 구체적인 텍스트 목록은 아래 (5), (6)과 같다.5)
(5) 말뭉치의 규모
대분류
대화

중분류
자연대화
가공대화

TV 뉴스
학술문
총합

어절 수
50,808
49,056
100,731
102,262
302,857

99,864

문장 수
16,013
28,153
12,140
9,900
6,966
45,019

(6) 말뭉치 텍스트 목록
가. 대화
자연대화: 21세기 세종계획 구어 말뭉치의 일상대화 13개 파일 (2001, 2003, 2004
년 녹음 전사)
가공대화: 영화 시나리오 5편 (<B형 남자친구>, <가족의 탄생>, <시라노;연애조작
단>, <김종욱 찾기>,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2004~2010년 상영),
5) 이러한 세 가지 사용역과 그 각각을 구성하는 텍스트를 선정한 근거와 의의에 대하여는 2.4.2절에
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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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드라마 시나리오 7편 각 1회분 (<풀하우스> 1화, <내 이름은 김삼
순> 1화, <내조의 여왕> 2화, <최고의 사랑> 2화, <난폭한 로맨스> 3
화, <신사의 품격> 1화, <앙큼한 돌싱녀> 1화; 2004~2014년 방영)
나. TV 뉴스
지상파 3사 주요 뉴스 (KBS 9시 뉴스, MBC 뉴스데스크, SBS 8시뉴스;
2013~2014년 방송)
다. 학술문
학술지 <국어학> 68~70집 게재 연구논문 20편 (2013~2014년 발간)

또한 본고는 말뭉치에 기반한 여타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정보구조를 표현하는
형식들이 말뭉치에서 출현한 빈도를 측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정량적 방법을 이
용할 것이다. 어떤 특정 정보지위나 형식이 말뭉치에 나타난 절대 빈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위나 형식의 빈도를 염두에 둔 상대 빈도를 측정하여 함께 고려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텍스트 분포주의를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
다. 특정 정보지위나 형식의 출현 횟수가 유의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우연한 결과이거나 말뭉치가 가지는 한계에서 유래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
이다. 특히 본고에서 사용하는 말뭉치는 총 30만 어절 남짓한 비교적 소규모의 것이
라는 점에서 단순히 수치만을 가지고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본고가 특정 형태소나 단어처럼 작은 형식적 단위만 고려하는 연구가
아니라, 여러 문장들이 이루는 담화의 의미적인 흐름을 살펴야 하는 연구라는 점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이다. 우리의 연구 대상은 말뭉치에서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추
출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연구자가 일일이 그 맥락을 파악하여 분석해야 하기 때문
에 개인의 연구로서 30만 어절도 그리 작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셋째, 언어 형식으로 실현된 의미ㆍ기능을 중시한다. 이는 화청자의 언어 사용 양
상을 다루는 화용론적인 연구를 수행하지만 그 중에서도 언어 형식과 직접 관련을
맺는 지점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떤 발화에 일정한 의미가
간취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문장의 어떠한 부분에서 기인한 것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대화 함축과 같은 의미는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즉, 의미가 언어
형식에 ‘분리 가능한(detachable)’ 방식으로 반영되는 경우만이 우리의 논의 대상이
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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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의미ㆍ기능과 형식의 상관관계를 양방향에서 탐색한다. 언어 연구는 이 둘의
상관관계를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크게 표현론적 접근법(onomasiological approach)
과 해석론적 접근법(semasiological approach)으로 나눌 수 있다.7) 전자는 명의론적
(名義論的) 접근법이라고도 부르며,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그것이 어떠한 기호와 관
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다. 후자는 의미론적 접근법이라고도 하며, 어떤
기호를 중심으로 그것이 어떤 개념과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한 연구이다. 전자가 기능
중심이라면 후자는 형식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어학에서는 후자, 즉 해석
론적 접근법을 취한 연구가 더 일반적이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최근에는 기능 중심의
표현론적 접근법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본고는 양방향에서의 접근이 모두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형식과 기능이 일대일(一
對一) 관계를 이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한쪽의 방향에서 일대다(一
對多) 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정보구조에서 형식과 기능은
다대다(多對多)의 복잡한 관계망을 가지는 경우가 흔하다. 예컨대 ‘화제’라는 기능은
‘은/는’이라는 한 가지 형식으로만 실현되는 것이 아닐 수 있고, ‘은/는’이라는 형식이
‘화제’라는 기능만 가지는 것도 아닐 수 있다.
단, 기존 논의가 해석론적 접근법에 치우쳐 있다는 것과, 우리의 논의 대상이 정보
구조라는 의미ㆍ기능 범주라는 점을 중시하여, 기능 위주의 표현론적 접근법을 주된
방법론으로 세우려 한다. 우리 논의의 큰 방향은 어떤 주어진 특정 형식들의 목록으
로부터 그것의 정보구조적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정보지위와 상대적
정보지위라는 특정한 의미ㆍ기능 범주로부터 그것이 한국어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직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피는 것이 된다.
이러한

우리의

이원적인

방법론은

Pike(1954)의

‘etic’과

‘emic’의

구별,

Haspelmath(2010)의 ‘비교 개념(comparative concept)’과 ‘기술 범주(descriptive
category)’의 구별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ike(1954)의 ‘etic’은 여러 언
어들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의 일반화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이고 ‘emic’은 특정 언어의
패턴들을 내적으로 살펴보는 접근법이다. Haspelmath(2010)도 이와 흡사한 구별을
6) 이는 Lambrecht(1994: 3-5)에서 ‘담화화용론’이라고 한 이론적 입장과 흡사하다. 담화화용론이란
화청자가 정보에 대해 가지는 의식이나 심리를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어에
표현된 것에 한하여 연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화용론을 크게 담화화용론과 대화화용론으로
나누고 자신은 전자의 시각에서 정보구조를 다룬다고 하였다.
7) 표현론적 접근법과 해석론적 접근법이라는 번역 술어는 박진호(2011: 292-3)에서 가져온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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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것으로, 범언어적으로 여러 언어들을 비교하는 논의에서 사용하는 비교 개념과,
개별 언어 내적인 논의에서 사용하는 기술 범주의 구별이 기존 연구들에서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구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예컨대 ‘형용사’
라는 술어는 비교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기술 범주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둘은 서
로 구별되는 상이한 것이며 이 점이 분명히 인식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어떤 개별 언
어 내적인 문법에서 ‘형용사’라고 불리는 어휘들이, ‘묘사적 속성을 가리키고 명사 지
시체를 좁히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어휘소’라는 범언어적인 형용사의 비교 개념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정보구조 논의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이
러한 관점을 화제 범주에 적용시켜 보면, 어떤 개별 언어에서 ‘화제’라는 술어로 설명
되는 요소가, 범언어적으로 정의된 개념으로서의 ‘화제’에는 부합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표현론적 접근법과 해석론적 접근법의 두 방향에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Pike(1954)와 Haspelmath(2010)에서 강조한 구별을 뚜렷하게 보일 것이다.
다섯째, 언어 보편성과 특수성의 균형을 맞춘다. 이는 범언어적인 현상들과 이론들
을 바탕으로 하는 동시에 한국어의 특정적인 성격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기존에 구축된 설명의 틀인 개념이나 이론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것이 한국어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평가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 없이 무작정 외
국의 특정 이론을 도입한다면 논의의 궁극적인 설명력을 담보하기 힘들 것이다. 예컨
대 ‘화제’에 대한 이론들 중 많은 것이 어떤 특정 언어에 국한된 현상에서 출발한 경
우가

많다.

뒤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Vallduví(1990)은

카탈란어,

Lambrecht(1994)는 프랑스어의 독특한 구조를 바탕으로 정보구조 이론을 세운 것으
로 보인다. 일본어를 바탕으로 한 Kuroda(2005)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다른 언어들
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현상이나 개념을 참조하지 않은 채 한국어만의 독자적인 이론
을 세우는 것도 불통(不通)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우리는 다른 언어의 현상이나
개념과 소통할 수 있으면서도 한국어의 특징적인 양상을 포착할 수 있는 이론을 구
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12 -

1.4. 논의의 구성
본고는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1장에서는 연구 대상과 목적을 밝히고 개략적인 연구사를 검토하며 연구 방법과
관점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논의의 큰 틀이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도입하고 설명한다. 정보지위
를 크게 절대적 정보지위와 상대적 정보지위로 나누고 전자는 다시 실체와 명제에
대한 것으로 나눌 것이다. 절대적 정보지위는 주어짐성의 정도에 따라 담화-구, 담
화-신ㆍ청자-구, 청자-신 의 세 가지 지위로 구분하고, 상대적 정보지위에 대해서
는 화제와 초점의 두 가지 주요 지위를 설정할 것이다. 또한 정보구조에서 사용역이
중요한 변인이라는 것을 보이고 본고에서 논의 대상이 되는 사용역을 살펴본다.
3장과 4장에서는 각각 절대적 정보구조와 상대적 정보구조에 대하여 자세히 논의
한다. 우선 3장에서는 담화-구, 담화-신ㆍ청자-구, 청자-신의 세 가지 단계적 지위
가 각각 어떠한 언어 형식과 긴밀한 관련을 맺는지를 탐색한다. 명사구가 나타내는
실체의 정보지위와 문장이나 절이 나타내는 명제의 정보지위를 차례로 논할 것이다.
4장에서는 화제와 초점에 대하여 살펴보는데 우선 화제는 적절한 개념을 세운 후
이것이 표현되는 형식들을 알아볼 것이며 초점에 대해서는 실제 담화에서 이를 판별
하는 문제를 상론하고 역시 관련 형식들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또한 이 두 범주
간의 관계에 대하여도 논의하고 관련된 표현인 분열문에 대해서도 상세히 살펴본다.
5장은 3ㆍ4장에서 도출된 결과들의 관계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찰하고 해석하는
자리이다. 형식과 기능의 상호관계, 그리고 세 가지 정보지위 간의 상호관계에 대하
여 알아보고, 이러한 관계들을 사용역을 기준으로 평가해 본다.
마지막으로 6장은 본론의 핵심적인 논의를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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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기본적 논의
이 장에서는 한국어의 정보구조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구체적으로 살피기에
앞서 본고에서 사용하는 정보구조와 관련된 기본 틀과 개념들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청자의 지식 혹은 인지 상태에 대한 화자의 가정이 어떠한 특정 어휘나 문법적 구성
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청자의 지식 혹은 인지 상태에 대한
가정이라는 것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인지 확립되어야 한다. 분석의 틀로 작
용하는 이론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또한 그러한 개념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되
는 어휘나 문법적 구성에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그러한 형식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
는지를 알아야 한다. 즉, 정보구조의 주요 개념과 표현의 관계에 대한 양방향적인 탐
색이 필요한 것이다.
일견 순환론적이라 볼 수 있는 이러한 접근법은 담화화용론이 가지는 필연적인 성
격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한 문법 형태나 문법 범주에 대한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이 존재하고,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의 일방향적인
연구가 비교적 쉽게 가능하다. 예컨대 조사 ‘은/는’에 대한 연구나 문장종결법에 대한
연구라고 할 경우, 논의 대상 자체의 확인을 위한 절차가 그다지 길게 요구되지 않
고, ‘은/는’이 어떠한 의미나 기능을 가지는지, 문장종결법이 어떠한 언어형식으로 실
현되는지를 살필 수 있다. 그러나 담화적 기능에 대한 연구, 예컨대 ‘화제’에 대한 연
구에서는, 우선 ‘화제’라는 개념의 모호함을 해소하는 절차가 요구되는 것이다. ‘주어
진/새로운 정보’에 대한 연구라고 할 때에도 어떠한 것이 ‘주어진’ 것이며 어떠한 것
이 ‘새로운’ 것인지 그 상세한 개념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 대상의 개념 정립은 단순히 아무 것으로나 약정하면 되는 수준의 것
이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어떠한 개념도 그 자체로 잘못을 가지지 않는다. 예컨대
‘화제’를 ‘문두 성분’이라고 가정하든 혹은 ‘은/는’ 성분이라고 가정하든, 일관된 논의
이기만 하면 개념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어학적 개념이 언어적 현
상의 설명을 위한 도구라고 할 때, 보다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하는 점이 중요할 것
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자질을 가지는 개념이 더욱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앞서 말한 담화화용론의 시각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 중 언어형식에 직접적으
로 관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도구의 자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본다. 즉, 어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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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의미 기능 범주에 포함되지만 서로 변별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을 때, 이
중 특정한 언어 형식 P의 사용을 유발하거나, 상이한 언어형식 P와 Q 사이의 선택에
관여하는 개념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구조와 관련된 이론과 개념들은 본고에서 이루 다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광
범위하고 다양하다. 우리는 이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검토하여, 그 중
한국어의 정보구조를 설명할 때 가장 유용한 도구가 된다고 판단되는 틀을 채택할
것이다. 우선 정보지위의 두 유형인 절대적 정보지위와 상대적 정보지위가 나뉘어야
하는 필요성을 살펴보고, 각 유형의 정보지위에서는 어떠한 의미 요소들이 중요한 역
할을 하는지를 또한 알아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정보구조 실현의 중요한 변인인 사용
역에 대해서도 그것이 왜 설정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를 살
펴보도록 한다.1)

2.1. 정보구조의 유형: 절대적 정보구조와 상대적 정보구조
청자의 지식이나 인지 상태에 대한 화자의 가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구조 혹
은 지위를 절대적 정보와 상대적 정보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필
요하다. 이 절에서는 문장에서 나타난 명사구 실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필요성을 확인
하고 각 정보지위의 성격을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1)과 같은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자.
(1) 가. 너는 무슨 운동을 해? - 나는 수영을 해.
나. 누가 수영을 해? - 내가 해.

(1가, 나)에서 밑줄 친 형식이 가리키는 실체 ‘나’ 혹은 ‘내’(화자)는 두 가지 관점에
서 정보지위를 평가할 수 있다. 첫째로, 발화 시점에서 이 실체의 표상이 청자의 머
릿속에서 어떠한 인지적 상태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1가)에서 ‘나’
는 대답 문장의 직전 질문에 명시적으로 주어져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화자가 이 대
답 문장을 발화하는 순간 이미 청자의 머릿속에서 상기된 요소가 된다. (1나)의 ‘나’
1) 본고는 ‘정보구조’와 ‘정보지위’라는 술어를 큰 의미 차이 없이 사용하고자 한다. 기존 논의 중
Gundel(2003: 177)에서도 이 두 술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단, 주어진 언어 표현이 가
지는 특정한 정보구조적 상태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정보지위’라는 술어를, 그러한 정보지위들의
전체 체계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일 때에는 ‘정보구조’라는 술어를 보다 중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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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가)처럼 언어 형식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대화에서 화청자는 이미 현저한
관심을 받는 실체라는 점에서, 역시 청자의 머릿속에 두드러진 상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1가, 나)의 ‘나’가 가리키는 실체는 모두 청자의 현재 의식에 존재하고,
이러한 점에서 주어진 정보 혹은 구정보의 지위를 가진다.
둘째로, 문장에 나타난 실체는 그 자체의 주어진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문
장의 다른 부분과의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즉, 명제
가 전달하는 정보에서 수행하는 상대적인 역할에 따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는 청자가 어떠한 정보를 요구하였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질문이 요구하는 정보는
(1가)에서는 목적어인 ‘무슨 운동’이고, (1나)에서는 주어인 ‘누가’이다. 이에 따라 대
답 문장에서 (1가)의 ‘나’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에 속하는 반면 (1나)의
‘나’는 대답이 제공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직접 나타내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정보에
속한다. (1가)의 ‘나는’은 생략되어도 상관이 없는 성분이지만 (1나)의 ‘내가’는 생략
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1가)의 ‘나’는 주어진 정보 혹은 구정보
의 지위를 가지고 (1나)의 ‘나’는 신정보의 지위를 가진다.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정보지위를 각각 ‘절대적 정보지위’와 ‘상대적 정보지위’라
고 부를 것이다. 전자는 다른 말로 ‘독립적 정보지위’, 후자는 ‘관계적 정보지위’라고
할 수도 있다. 기존 논의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 정보지위를 분별하는 관점이 일반적
이다. 예컨대 Lambrecht(1994)에서는 이를 각각 ‘담화 지시체의 심적 표상’과 ‘문장
의 화용론적 관계’라고 하였고, Gundel & Fretheim(2004)에서는 ‘지시적 주어짐성’
과 ‘관계적 주어짐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존에 논의된 개념들 중 절대적 정보지위
에 관련된 것으로 한정성이나 특정성을 들 수 있고, 상대적 정보지위에 관련된 것으
로 화제나 초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본고의 정보구조 체계가 위에 언급한 기존 논의들의 것과 다른 점은 절대
적 정보지위를 가지는 대상을 명사구 실체에 한정하지 않고 문장 혹은 절이 나타내
는 명제도 포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의해 정보구조는 우선 절대적 정보구조와 상대
적 정보구조로 나뉘고, 전자는 다시 실체의 절대적 정보구조와 명제의 절대적 정보구
조로 나뉜다. 이제부터 이러한 정보구조의 각 하위 부문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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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절대적 정보구조
2.2.1. 절대적 정보지위의 대상: 실체와 명제
정보구조를 이루는 한 부문은 실체와 명제를 아우르는 지시체의 절대적인 인지적
지위이다. 이는 앞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는 명제에서 그 명
제를 이루는 지시적인 성분들 자체의 표상이 청자에게 어떠한 인지적 상태로 존재하
는지에 대한 것을 말한다. 가장 단순한 차원에서 보면 어떤 명사구가 발화에 나타났
을 때,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가 청자의 담화 세계에 이미 주어져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고 새로운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표적으로 이와 관련된다.
(2) 옛날옛날에 한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님은 …

예컨대 (2)와 같은 짧은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서 처음에 언급되는 ‘한 임금님’은 청
자의 담화 세계에 이미 존재해 있지 않은 ‘새로운’ 실체이고, 반면 그 뒤에 같은 지시
체가 다시 언급된 ‘그 임금님’은 청자의 담화 세계에 이미 ‘주어져 있는’ 실체이다.
이러한 인지적 지위는 기존 정보구조 논의에서는 주로 명사구가 가리키는 실체에
만 적용되어 왔다. 그리고 절이 가리키는 지시체인 명제에 대해서는 ‘전제’나 ‘단언’
등의 차원에서 논의해 왔으나, 이것을 명사구 실체의 주어짐성과 동궤에 놓지는 않았
다. 즉 어떤 명사구 표현이 나타내는 실체가 어떤 차원에서든 주어져 있는 것인지 아
니면 새로운 것인지 하는 문제와, 어떤 문장이나 절이 나타내는 명제가 주어져 있는
것인지 새로운 것인지 하는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렇게 두 가지 현상을 분리하여 생각한 것은 단순히 각각을 주된 논의 대상으로
다룬 이론적 전통이 다른 것이기 때문일 수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기존에 두 현
상을 적극적으로 분리하였다기보다는, 이들이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별반 없었던 것이다. 명사구 실체의 주어짐성에 대한 논의는 담
화화용론이나 인지언어학의 시각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전
제와 단언 같은 명제의 주어짐성에 대해서는 논리학이나 의미론에서 다루어진 것으
로 보인다.
물론 전제와 단언에 대해 의미론적인 전제와 단언뿐만 아니라 화용론적인 전제와
단언의 차원도 새롭게 설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실체의 주어짐성과 명제의 주어짐
성은 개별적인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이들이 어떤 ‘주어짐성’과 관계되는 공통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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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다는 점보다는, 일반적으로 각자가 기여하는 소통적 의미가 다르다는 점이 더 두
드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화용론적 전제와 단언은 문장이 나타내는 정보와 직접 관련
되지만, 명사구는 그 자체가 정보를 전달하는 단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언어형식에 반영되는 양상이 상이하다. 이를테면 영어로 대표되는 인
구어에서 실체의 주어짐성은 외현적으로 대명사나 관사 등의 명사구 내적인 형식으
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인데, 어떤 명제가 전제인지 아니면 단언인지 하는 명제의 주
어짐성은 분열문이나 문장 강세 같은 특별한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제에 직
접 표현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고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는 두 가지 지시체의 인지적 지위가 적어도
한국어에서는 함께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어의 정
보구조 체계를 더욱 분명히 파악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점이 한국어가 가지는
흥미로운 특성임을 밝히려고 한다.
우리말에서는 아래와 같이 명제의 주어짐성을 형태통사적으로 반영하는 형식들이
존재한다.
(3) 가. 어제 개강했잖아.
나. 어제 개강했거든.
(4) 가. 어제 개강했대.
나. 어제 개강했다며.

(3가)에서 ‘-잖-’은 청자가 이 명제를 알고 있으리라는 화자의 가정을 반영하며, (3
나)의 ‘-거든’은 반대로 청자가 이 명제를 알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화자의 가정을
반영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말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4가)와 같이 ‘-대’를 사
용하면 청자는 그 명제가 나타내는 정보를 아직 모르리라고 화자가 생각한 경우이고,
(4나)와 같이 ‘-다며’를 사용하면 청자도 그 정보를 알고 있다고 화자가 가정한 경
우이다.
이러한 형식들을 기존 논의에서 주목하지 않은 바는 아니다. 특히 한 어미의 의미
적 특성을 기술하는 차원을 넘어서, 청자의 지식 상태에 대한 화자의 가정이라는 의
미가 어미에 나타나는 체계적인 양상을 기술한 박재연(2006)이 주목된다. 여기에서
는 이 의미를 인식 양태를 구성하는 한 의미 요소로 보고 ‘-더-’, ‘-으니-’, ‘-지’,
‘-거든’이 그 의미 요소를 가진 어미라고 하였다. 이 중 ‘-지’는 청자기지(旣知)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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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표현하고 나머지는 청자미지(未知) 가정을 표현한다고 한다.
그러나 명제에 나타나는 청자의 지식 상태에 대한 화자의 가정이 과연 인식양태의
범주 내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
는 양태의 개념에는 이러한 청자의 지식 상태에 대한 화자의 가정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박재연(2006)은 Palmer(1986)에 기대어 ‘청자의 지식에 대한 화자의 가
정’도 양태 의미에 포함시켰다고 하였으나 Palmer(1986)이 이러한 의미를 양태에 포
함시키는 것을 적극 주장한 논의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논의는 기본적으로 양태의 범
언어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를 규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며, 청자
의 지식과 관련된 의미를 인식양태의 주변적인 의미 요소로 볼 수 있다고 하여 그
예로 콜롬비아의 Kogi어, 브라질의 Nambiquara어에 대한 논의를 인용했을 뿐이다
(57, 76-7쪽).
박재연(2006)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 형태들을 양태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에는 한국어의 종결어미나 선어말어미들이 가지는 기능이 보통 시제, 상,
양태, 상대높임법, 문장유형 중에서 하나로 설명되어 왔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추측된다. 청자의 지식 상태에 대한 가정을 여기에 소속시키려면 양태가 가장
적절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았듯이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지위를 가지는 의
미를 양태에 포함시켜서 일반적ㆍ보편적 개념에서 벗어나는 양태 개념을 한국어에서
따로 세우기보다는, 그 형태들이 속하는 더욱 적절한 의미 범주를 찾아주고 그 안에
서 설명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명제를 대상으로 하는 청자의 인지 상태에 대한 화자의 가정은 정보구조 체계 내
에서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로 설명하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이를 통해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해당 어미들의 의미를 더욱 상세히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시적
인 관점에서는 정보구조의 체계를 완성하고 하위 부문들 간의 관계를 포착할 수 있
다. 이렇게 본고와 같은 관점을 택하는 동기 및 그로부터 획득되는 이점은 이어지는
3~5장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지만, 여기에서 미리 간략히 제시하도록 하
겠다.
첫째로, (3)과 (4)에서 제시한 ‘-잖-’ 등의 어미들이 나타내는 청자의 지식 상태
에 대한 화자의 가정이라는 의미는 정보구조에서 다루는 핵심 의미에 해당한다는 점
이다. 정보구조의 정의에서 이 점이 명확히 드러난다. 앞서 인식양태에 이러한 의미
를 포함시키는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념적인 문제가 정보구조의 관점에서는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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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지 않는다.
둘째로, 정보구조에서는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를 복합적인 기준에서 평가하여 어
미들의 의미를 보다 세분할 수 있다. ‘-잖-’ 등의 어미들이 나타내는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는 ‘기지’와 ‘미지’의 두 단계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정도성을 가진 여러
단계로 구분된다. 우리는 담화와 청자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절대적 정보지위의
위계를 세 가지로 설정하고 여러 어미들이 다양한 지점과 깊게 관련된다는 것을 보
일 것이다.
셋째로, ‘-잖-’ 등의 어미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명사구 실체의 정보지위와 통합적
으로 설명하고, 이를 통해 실체와 명제의 정보지위를 비교ㆍ대조할 수 있다. 바로 위
에서 언급한 담화와 청자라는 두 가지 기준은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뿐만 아니라
명사구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를 설명하는 데에도 적용될 것이다.
넷째로, 이러한 의미가 정보구조의 다른 하위 부문들과 가지는 일정한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5.2절에서 명사구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
그리고 문장의 내적인 상대적 정보구조라는 세 가지 정보구조 하위 부문이 서로 어
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보일 것이다. 특히 기존에 혼란을 보였던 전제 개념을 명
제의 절대적 정보지위로서의 전제와 명제의 내적인 상대적 정보지위로서의 전제로
구별하여 설명할 것이다.
다섯째, 세 가지 하위부문으로 구성된 정보구조를 설정함으로써 언어보편적인 이론
적 논의에 기여하고 그 안에서 한국어의 특수성을 드러내줄 수 있다. 그동안 한국어
는 정보구조적으로 ‘은/는’이라는 특수한 첨사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아
왔는데, 주절에서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형태소들이 있다는
점도 우리말의 두드러진 특성으로 부각될 것이다.
요컨대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는 정보구조에서 그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잖-’을 비롯한 해당 어미들에 대한 기존 논의의 성과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이를 기반으로 정보구조에서 의미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에
서 전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절대적 정보지위의
위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되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2.2.2. 절대적 정보지위의 위계
이제 절대적 정보지위를 평가하는 틀을 세우고 그 위계를 설정하도록 한다. 실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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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가 나타내는 정보의 지위를 단순히 구정보와 신정보라는 이분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정보지위를 평가하는 주요 기준들은 그 동안 다양한 종류가 제
시되어 왔는데 그 중 어떤 것이 한국어에 가장 적절한지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주어
짐성의 위계를 세우려 한다. 특히 명사구 실체와 명제를 모두 아우르는 지시체의 절
대적 정보지위를 평가할 수 있는 통합적인 틀을 마련할 것이다.
기존 논의에서 절대적 정보지위의 위계는 명사구 실체에 한한 것이지만 여러 관점
에서 세밀한 분석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우리의 통합적인 절대적 정보지위의 설정
에 참고할 수 있다. 명사구 실체를 이분적으로 구정보 혹은 신정보에 해당하는 것으
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구정보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신정보적인 것에 이르기
까지 정도성을 가진다고 보거나 혹은 불연속적 위계를 설정하더라도 셋 이상의 여러
단계의 지위를 설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중 대표적인 체계로 Prince(1981b)
의 가정된 친숙성 위계, Prince(1992)의 청자/담화-구/신 위계, Chafe(1987)의 활성
화 위계, Ariel(1988)의 접근가능성 위계, Gundel et al.(1993)의 주어짐성 위계 등
을 들 수 있다. 각각을 아래에 간략히 소개하도록 한다.
(5) 가. Prince(1981b)
환기됨 > 미사용 > 추론가능 > 추론가능을 포함 > 고정된 최신 > 최신
가′. Prince(1992)
담화-구ㆍ청자-구 > 담화-신ㆍ청자-구 > 담화-신ㆍ청자-신
나. Chafe(1987)
활성적 > 준(semi)-활성적 > 비활성적
다. Ariel(1988)
∅ > herself > she > SHE > This > That > This hat > That hat >
That/this hat we bought last year > Joan > Smith > The president > Joan
Smith > Joan Smith, the president
라. Gundel et al.(1993)
초점에 있음 (it) > 활성화 (that, this, this N) > 친숙 (that N) > 유일 확인
가능 (the N) > 지시적 (비한정적 this N) > 유형 확인가능 (a N)

(5)의 위계들은 모두 왼쪽으로 갈수록 높은 주어짐성, 즉 가장 구정보적인 것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낮은 주어짐성, 즉 가장 신정보적인 것을 가리킨다. 논의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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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인지적 단계나 대응하는 언어 형식들의 단계가 다양한데, 공통된 것은 모두 이
러한 실체의 인지적 지위와 언어 형식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본 점이다. (5
가, 가′, 나)는 인지적 지위 자체에, (5다)는 언어 형식에 주목한 것이고, (5라)는 이
러한 관련성을 보다 직접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각 인지적 지위와 언어 형식을 대응
시킨 논의이다.
이때 어떤 특정 인지적 지위에 해당하는 언어 표현은 언어마다 다를 수 있다. 예컨
대 어떤 특정 인지적 지위에 대하여 한 언어에서는 대명사가 깊게 관련된다고 하더
라도 다른 언어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5)에 보인 여러 체계
중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하고 설명력이 높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언어마다 다른
답을 내놓을 것이다. 한 언어에서 하나의 인지적 위계로 개념화되는 의미가 다른 언
어에서는 더 분화될 수도 있을 것이며, 반대로 한 언어에서 여러 인지적 위계로 설정
되는 의미가 다른 언어에서는 하나로 뭉뚱그려질 수 있고, 아예 인지적 위계의 분할
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한국어를 대상으로 명사구 실체뿐만 아니라 명제까지도 포괄하여 그 인
지적 지위를 살펴보는 본고에서 분석의 틀로 채택하는 것은 (5가′), Prince(1992)의
‘청자-구/신’, ‘담화-구/신’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지니
는지는 2.2.2.1절에서 살펴보려 하고, 여기에서는 이를 채택한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하도록 하겠다.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러한 개념 체계가 우리말의 여러 형식들의 쓰
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기 때문인데, 그 외에도 Prince(1992)가
가지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개념이 비교적 명쾌하여 담화 분석에서 적용하기 용이하다는 점이다. ‘청자
지식’과 ‘담화’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주어짐성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논의들에서
세운 지위의 판별과 비교할 때 보다 객관적이고 명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위의
(5가, 다, 라) 등의 체계는 6개 이상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섬세한 구분
이 이상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담화 분석에서 문제없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본고와 같이 말뭉치 자료를 분석하여 정보지위를 논의하는 Birner &
Ward(1998)에서도 Prince(1992)의 위계가 다른 위계에 비해 자료를 기술하는 데에
보다 구체적인 방식을 제공한다고 하여(14-5쪽, 각주 11) 이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로 Prince(1992)의 체계는 언어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 (5다, 라)의 체계는 영어를 중심으로 설립된 것이다. (5다)의 Ariel(1988)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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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정보지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영어의 명사구 형식들 간의 위
계를 세웠다는 점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나고, (5라)의 Gundel et al.(1993)은 정보지
위들을 설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역시 일차적으로는 영어의 명사구 형식들 간의
변이를 설명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언어 보편적이라고 하기 힘들다. Gundel et
al.(1993)은 (5라)의 위계를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 영어 외의 다양
한 언어들에도 적용하고 있는데, 영어는 (5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위계마다 대응
되는 형식이 존재하지만 다른 언어들은 그렇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일본어에
대하여는 맨명사구 형식을 ‘유일 확인가능’, ‘지시적’, ‘유형 확인가능’의 세 가지 지위
에 대응시키고 있다. 즉, (5라)의 위계는 영어를 위해 최적화된 것이고 다른 언어에
서는 이것이 반드시 최적의 설명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다. 반면 (5
가′)과 같은 Prince(1992)의 위계는 청자 지식과 담화라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판별
될 수 있는 기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언어 보편적인 성격을 가진다.
셋째로, 명사구 실체와 명제를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는 점을 들 수 있
다. (5)에서 살펴본 절대적 정보지위의 다양한 위계들은 모두 명사구 실체를 설명하
는 데에만 집중된 것이었는데, 우리는 앞서 강조하였듯이 명제 역시 절대적 정보지위
를 가지는 대상에 포함하였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Prince(1992)의 위
계는 명사구 실체만이 아니라 명제의 주어짐성 정도를 설명하는 데에도 적절한 것으
로 나타났다. 실체와 명제가 모두 절대적 정보지위를 중요한 자질로 가지는 대상이라
고 할 때 이들을 함께 하나의 체계로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체계는 분석적 도구로 상
당한 유용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두 가지 정보지위를 한 체계에서
설명함으로써 이들 간의 관계도 더욱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가 담화-구의 지위를 가진다면, 그 문장을 구성하는 명사구도 담화구 실체여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2)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본고는 Prince(1992)의 담화-구, 담화-신ㆍ청자-신, 청자
-구의 위계를 중심으로 절대적 정보지위를 기술할 것이다. 그런데 이 중 ‘담화-구’
지위에 대해서는 (5나)에서 보인 Chafe(1987)의 ‘활성화’와 ‘준-활성화’의 구분을
접목하려 한다. 실제 언어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담화-구 지위가 포괄하는 정보지위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그 성격도 다양한 변이를 보여서, 그 안에서 주어짐성의 정도를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아래에서

2) 이러한 정보지위 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5.2절에서 상세히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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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Prince(1992)와 Chafe(1987)의 요지를 검토하고 수정하여 최종적인 위계의 틀을 정
립할 것이다.

2.2.2.1. 담화-구, 담화-신ㆍ청자-구, 청자-신 지위
Prince(1992)는 담화에서 나타난 어떤 실체가 가지는 정보지위를 ‘청자’와 ‘담화’의
두 가지 기준에서 평가한다. 우선, 청자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화자가 가정하기에
해당 명사구가 가리키는 실체의 표상이 청자의 머릿속에 이미 주어져 있는지 아닌지
와 관련된다. 이에 ‘청자-구’ 정보라는 것은 그것이 청자의 영구기억(Kuno 1972)
혹은 장기기억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청자-구/신’의 의미는 ‘한정성(definiteness)’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보통 한정적인 것이 청자-구 정보인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담화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화자가 가정하기에 해당 명사구가 가리키
는 실체의 표상이 현재 발화되고 있는 담화의 앞선 부분에 이미 주어져 있는지 아닌
지와 관련된다. 이에 ‘담화-구’ 정보라는 것은 그것이 선행 담화에 존재한다는 것이
다. 역시 완전히 일대일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담화-구 정보와 관련된 문법적
형식으로 대명사를 든다. 청자-구/신 지위가 청자의 장기기억과 관련되는 것과 대조
적으로, 담화-구/신 지위는 청자의 현재 작업기억 혹은 단기기억과 관련된다고 하겠
다.3)
이러한 청자와 담화라는 두 가지 기준에서 구정보와 신정보로 판단되는 각각의 예
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한다.
(6) 가. 아 참, 나 어제 학교 가는 길에서 네 동생을 봤어.
나. 걔가 어떤 여자애랑 손을 잡고 걸어가더라.

3) 정보구조의 기존 논의에서 ‘장기기억(long-term memory)’과 ‘단기기억(short-term memory)’,
‘작업기억(working memory)’ 등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만 이들이 엄밀히 어떠한 뜻을 지
니는지 상세히 제시한 경우는 찾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보통 장기기억은 영구적인 기억을, 단기기
억이나 작업기억은 현재 발화의 순간에 의식되어 활성화되는 인지적 대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런데 단기기억과 작업기억은 인지심리학이나 신경과학에서 서로 분명히 구별되는 것으로,
Chafe(1987)의 ‘활성화’나 Prince(1992)의 ‘담화-구 지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념은 단기기억
보다는 작업기억인 것으로 보인다. 김미선 역(2014: 247-8)에 의하면 단기기억은 장기기억으로
가는 관문으로서 기억의 공고화 과정에서 생기는 새로운 기억이라는 개념인 반면, 작업기억은 단
기간 동안의 ‘활동 기억(active memory)’, 즉 ‘문제를 해결하고 인지적 조작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이용하는 감각 자극의 일시적 기억’(Atkinson & Shiffrin 1968)을 가리킨다고 한다. 이러
한 점을 중시하여 이하 논의에서는 ‘단기기억’보다는 ‘작업기억’이라는 술어를 취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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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여자애가 키가 아주 크던데.
라. 선아보다 더 클 것 같아.

(6)의 문장들은 순차적으로 발화되어 하나의 담화를 이루는 것이며 친구 사이인 화
청자가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한 경우라고 가정하자. 이때 밑줄 친 명사구는 각각 차
례로 청자-구 실체, 청자-신 실체, 담화-구 실체, 담화-신 실체를 나타낸다. 우선
(6가, 나)를 청자에 기반하여 살펴보면, ‘네 동생’이 가리키는 실체는 청자의 장기기
억에 이미 존재하는 것인데 ‘어떤 여자애’가 가리키는 실체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6가)는 청자-구 실체이고 (6나)는 청자-신 실체이다. 다음으로 (6다, 라)를 담화
에 기반하여 살펴보면 (6다)의 ‘그 여자애’는 바로 앞 문장에서 도입된 ‘어떤 여자애’
를 다시 가리키는 것이므로 담화에서 이미 주어진 실체가 되는 반면, (6라)의 ‘선아’
는 화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인물을 가리키지만4) 이 담화 맥락에서는 처음으로 등
장한 실체이기 때문에 담화-신 실체가 된다.
두 기준에 의한 정보지위는 담화-구 실체이면 청자-구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일방
향적인 함의 관계를 가진다. 담화에서 주어진 것이면 그로 인해 청자의 장기기억에서
도 주어진 것이 되지만, 청자의 장기기억에 주어져 있는 실체라고 해서 반드시 담화
에서 이미 나타난 것일 필요는 없다. 청자-구정보인 요소는 담화-구정보일 수도 있
고 담화-신정보일 수도 있다. 청자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현재 담화에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담화-구정보인 요소는 청자에 기반하여 평
가하더라도 항상 구정보이다. 담화에 주어져 있다면, 그것으로 바로 청자의 기억이나
지식에 편입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하면 산술적
으로는 네 가지의 정보지위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청자-신이면서 담화-구인 지위
는 존재할 수 없다. 그 외의 세 가지 지위, 즉 청자-구이면서 담화-구인 지위, 청자
-구이면서 담화-신인 지위, 청자-신이면서 담화-신인 지위가 가능하다.
청자와 담화를 기준으로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정보지위는 주어짐성의 관점에서 아
래와 같은 위계를 보인다.

4) 이는 ‘선아’라는 형식의 특성, 즉 고유명사라는 것이 그 자체로 청자-구정보를 표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유명사와 그 인지적 지위에 대해서는 3.1.4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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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절대적 정보지위의 위계
가. 담화-구ㆍ청자-구 > 담화-신ㆍ청자-구 > 담화-신ㆍ청자-신
⇓
나. 담화-구 > 담화-신ㆍ청자-구 > 청자-신

가장 구정보적인 것은 청자에게도 주어져 있고 담화에서도 주어져 있는 실체이고,
가장 신정보적인 것은 청자에게도 새롭고 담화에서도 새로운 실체이다. 그리고 그 중
간의 정보지위를 가지는 것이 청자에게는 주어져 있지만 담화에서는 새로운 실체이
다. 이때 앞서 말했듯이 담화-구정보인 실체는 항상 청자 기준으로도 구정보가 되기
때문에 ‘청자-구’를 생략하고 ‘담화-구’로만 표시해도 충분하다. 또한 청자-신 실체
는 담화라는 기준에서 항상 신정보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지위는 ‘청자-신’이라고만
나타내도 된다. 즉, (7가)와 (7나)는 같은 의미이고, 앞으로 우리는 더욱 간명한 (7
나)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Prince(1992)의 청자-구/신, 담화-구/신 개념을 받아들이지
만, 여기에 두 가지 변경을 가하는 부분이 있다. 모두 ‘담화-구/신’ 지위와 관련된 것
인데,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우선, Prince(1992)의 담화-구/신 지위에서 ‘담화’ 개념을 보다 정밀하게 다듬는다
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담화(discourse)’는 좁은 의미로는 언어적인 맥락, 즉 텍스트
맥락을 가리킬 수 있고, 넓은 의미로는 텍스트와 비언어적인 발화 상황을 모두 포괄
하여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런데 Prince(1992)에서는 이 중 어떤 개념을 의도한 것인
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Prince(1992)를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논의들은 ‘담화-구’를 뒤에서 살펴볼

Chafe(1987)의 ‘활성화’와 흡사한 것으로, 즉 텍스트와 상황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담화에 기반한 구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
체 논의의 흐름에도 부합된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는 좁은 의미의 담화, 즉 언어적 맥락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
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인칭대명사가 담화-구 실체를 나타낸다는 주장의 반
례로 보이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Prince 1992: 304, 각주9)이다. 그는 1ㆍ
2인칭 대명사는 그 실체를 가리키는 비-대명사 명사구가 앞서 출현하지 않는데도
쓰이는데 이는 상황적으로 환기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였다. 만약 Prince(1992)가
‘담화-구’의 ‘담화’를 넓은 의미의 담화로 의도하였다면 인칭대명사가 텍스트에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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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있지 않지만 상황에 존재하는 실체를 가리키는 경우를 굳이 반례로 처리할 이
유가 없었을 것이다. 즉, 이 부분에서 ‘담화’는 ‘텍스트’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된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청자-구/신’, ‘담화-구/신’ 정보지위의 ‘담화’를 텍스트만을 가리키
는 것이 아니라 발화가 이루어지는 언어적 맥락과 비언어적 맥락, 즉 텍스트와 상황
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담화’와 ‘텍스트’는 동일한 의
미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따르면 Prince(1992)에서 예외적인 것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즉 텍스트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상황에서 주어진 실체를 가
리키는 대명사의 용법을 예외적인 것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를 텍스트에 등장한
실체와 마찬가지로 담화-구 지위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인칭대명사
출현의 정보적 환경을 단일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둘째로, Prince(1992)에서는 담화-구와 담화-신 지위의 중간적인 지위로 ‘추론가
능(inferrable)’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
는 것은 담화-구에 소속시키는 입장을 취한다.5) 예컨대 아래와 같은 것이 추론가능
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다.
(8) 가. He passed by the Bastille and the door was painted purple. (Prince 1992: 305)
나. I picked up that book I bought and a page was fell out. (Prince 1992: 306)

(8가, 나)에서 밑줄 친 ‘the door’, ‘a page’는 그것과 동일지시적인 언어 요소가 선
행 맥락에서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담화-구라고 할 수
는 없다. 그런데 이들은 또한 담화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앞서
나타난 ‘the Bastille’, ‘the book’으로부터 추론을 통해 어느 정도 주어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중시하여 Prince(1992)에서는 이
들에 추론가능이라는 지위를 부여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선행 담화 요소에 의하여 간접적인 주어짐성을 획득하는 추
론가능의 경우에 대하여 담화-구와 담화-신의 중간에 놓이는 또 다른 개별 지위를
설정하기보다는, 담화-구 지위에 소속시키고 그 안에서 전형적인 담화-구 지위의
정보와 구별하는 관점을 택한다.6) 담화-구 요소로부터 추론으로 연결되는 지위를
5) Gundel et al.(1993), Birner & Ward(1998) 등에서도 본고와 흡사한 관점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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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언어 요소는 실제 담화 분석을 통해 담화-신보다는 담화-구 지위와 가까운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행 요소와 해당 요소가 나타내는
지시체가 동일지시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추론에 의한 관계인지 모호한 사례가 비일
비재하기 때문에, 이를 엄밀히 구별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이러한 관점을 지지해준
다.
다음으로, 어떤 지시체가 특정한 절대적 정보지위를 가지게 되는 정보의 원천에 대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정보의 원천은 언어적 맥락인 텍스트, 비언어적 맥락인 발화
상황, 그리고 청자의 지식이라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각 원천에 따라 주어
진 정보로 평가되는 예를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9) 가. 나 어제 네 동생 봤어. 걔가 1동 앞을 지나가더라.
나. (길 건너편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저기 저 사람 너희 과 교수님 아니야?
다. 선아가 올봄에 결혼한대.

(9)의 밑줄 친 명사구들은 모두 어떤 측면에서 ‘주어진’ 정보를 표현한다. (9가)의
‘걔’는 앞선 문장에 동일지시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표현(‘네 동생’)이 있다는 점에서
구정보이다. 이는 텍스트를 원천으로 하는 구정보이다. (9나)의 ‘저기 저 사람’은 발
화 상황에 그 실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황을 원천으로 하는 구정보이다. (9다)의
‘선아’는 청자의 장기기억에 그 실체의 표상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청자 지식을 원천
으로 하는 구정보이다.
이때 텍스트를 원천으로 하는 구정보는 Prince(1992)의 ‘담화-구’ 정보에, 그리고
청자 지식을 원천으로 하는 구정보는 ‘청자-구’ 정보에 해당한다. 상황을 원천으로
하는 구정보는 텍스트를 원천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담화-구’ 정보에 포함된다
고 할 수 있다. 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0) 정보의 원천에 따른 정보지위
텍스트(언어적 맥락)에 주어져 있는 정보

⇒

담화-구

발화 상황(비언어적 맥락)에 주어져 있는 정보

⇒

담화-구

청자의 지식에 주어져 있는 정보

⇒

청자-구7)

6) 이렇게 담화-구 지위를 내적으로 다시 나누는 방식에 대해서는 바로 뒤 2.2.2.2절에서 자세히 논
의할 것이다. 전형적인 담화-구 지위는 ‘활성화’에, 추론가능 지위는 ‘준활성화’에 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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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발화에서 담화-구정보는 상황보다는 텍스트에 그 원천을 두는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상황에 기반한 정보지위를 담화-구 지
위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로써 지시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에 ‘담화-구’, ‘담화-신ㆍ청자-구’, ‘청자-신’의
위계를 설정하고, 정보가 주어지는 세 가지 원천인 텍스트, 상황, 청자 지식과의 관
련성을 분명히 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담화-구 지위를 다시 나누는 관점을 살펴본
다.

2.2.2.2. 담화-구 지위의 내적 위계: 활성화와 준활성화
여기에서는 앞에서 나눈 세 단계의 절대적 정보지위 중 담화-구 지위를 더 세분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담화적으로 구정보인 실체나 명제를 다시 상대적으로 주어짐
성이 높은 것과 낮은 것으로 나누는 것이다. 앞서 Gundel et al.(1993)이나
Ariel(1988)에서 나눈 정도로 미세한 구분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두 단계로는 구
별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Prince(1992)에서도 이전 담화에서 나타났다고 하여 그것
이 다 대명사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처럼, 담화-구 정보는
이를 표현하는 언어 형식을 고려하면 더 나눌 수 있다.
이에 우리는 Chafe(1987)의 개념을 이용하여 담화-구 지위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주어짐성을 가지는 ‘활성적’인 담화-구 지위와, 그보다 낮은 단계인 ‘준활성적인’ 담
화-구 지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활성적’인 상태는 그 지시체의 표상이 현재
청자 의식의 중심에 있다고 화자가 가정하는 상태이고, ‘준활성적’인 상태는 그것이
청자의 주변적인 의식에 있다고 판단하는 상태이다. 예컨대 여러 개의 담화 지시체가
모두 담화-구정보라고 하더라도, 그 중 어느 것은 의식에서 더욱 높은 주어짐성을
가진 활성화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류는 ‘담화-구/신’, ‘청자-구/신’ 정보를 나누는 것보다는 다소 모호한 측
면이 있다. 어떤 요소가 담화에 나타났는지 아닌지, 그리고 청자 지식에 있는지 없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간단하지만, 담화에 나타난 요소에 대하여 그것이 얼
마나 더 주어짐성이 높은지는 정도성을 가지는 문제가 된다. 어느 정도의 주어짐성이

7) 물론 어떤 지시체의 표상이 청자의 지식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텍스트나 상황에 주어져 있다면, 이
는 청자-구정보일 뿐만 아니라 담화-구정보이기도 하다.

- 29 -

있어야 더 높은 단계에 해당하는지 그 경계에 대한 기준이 객관적인 설득력을 가져
야 하고, 주어짐성 자체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담화-구 정보 중에서 텍스트를 원천으로 하는 경우에 대하여 활성화와 준활
성화를 나누는 문제를 살펴본다. 텍스트에서 주어진 담화-구 정보는 해당 요소를 담
화-구로 만들어 주는, 앞선 언어 맥락에 나타난 언어 표현이 존재하는데, 이를 우리
는 ‘선행어’라고 부를 것이다. 예컨대 위의 (8가)에서 ‘걔’의 선행어는 ‘네 동생’이
다.8)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구정보를 표현하는 언어 형식은 선행어와의 ‘거리’와
‘의미적 관계’라는 두 변인의 관점에서 활성화와 준활성화로 나눌 수 있는데, 이에 대
해 상술하기로 한다.
우선 ‘선행어와의 거리’는 Givón(1983a, b), Chafe(1987) 등에서 담화 실체의 인
지적 지위 판별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변인이다.9) 선행어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해
당 표현이 가리키는 지시체의 정보지위가 높고, 그 거리가 멀수록 정보지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선행어와의 거리’는 다시 물리적 거리와 주제적 거리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물리적 거리란 해당 표현과 선행어 사이에 개입된 언어 형식의 수량 혹은 중
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선행어가 나타난 후 해당 표현이 나
타나기까지 개입된 문장의 수를 말한다. 이 ‘거리’가 몇 문장 이내이면 활성적이고 몇
문장 이상이면 준활성적인지 하는 경계는 본질적으로 모호한 것이지만, 이것이 활성
화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을 부정하기는 힘들다.
우리는 편의상 해당 실체를 주어져 있는 것으로 만드는 선행어가 바로 앞 문장에
나타난 경우와, 그렇지 않고 한 문장 이상 최대 20개의 문장 이하의 사이를 둔 경우
를 구별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를 각각 ‘직전문장’과 ‘근접문장’이라 부를 것이다. 아
래의 예를 통해 이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1) 가. ⓐ어떤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숲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때 한 소녀가 나타나
ⓑ그 소년을 불러 세웠다.
나. ⓐ어떤 소년이 자전거를 타고 숲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때 한 소녀가 나타났

8) 우리의 ‘선행어’는 Ariel(1996)의 ‘선행어(antecedent)’, Birner & Ward(1998)의 ‘유발어(trigger)’
와 거의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 Givón(1983a)에서는 이러한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를 ‘화제 연속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의 ‘화제’는 본고에서 사용하는 ‘화제’와 다른 개념으로, 곧 후술될 ‘담화주제’에 가까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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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소녀는 앞을 볼 수 없어서 지팡이를 짚고 숲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길에는 다람쥐와 사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소녀는 조금 가다가 갑자기 나타
난 사슴에 놀라 넘어지고 말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소년이 그 소녀를 발견
하고 일으켜주려 다가갔다.

(11가, 나)에서 각각 ⓑ가 나타내는 실체는 모두 텍스트 앞부분에서 선행어 ⓐ를 통
해 주어져 있는 담화-구 실체이다. 그런데 그 선행어가 (11가)는 직전문장에서, (11
나)는 근접문장에서 나타났다. 즉, 이 두 예는 선행어와의 물리적 거리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때 직전문장인 경우가 근접문장인 경우에 비해 그 실체가 청자의 머릿속에
서 더 활성화되어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제적 거리란, 개입된 문장의 수와 상관없이 담화의 의미적 흐름이나 구
조와 관련된 내용적인 거리를 말한다. 선행어가 텍스트의 어떤 구체적인 지점에 존재
한다기보다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담화에서 의미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
하는 실체나 명제는 주변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비하여 선행어와의 주제적 거리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담화의 의미적 흐름이나 구조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실체 혹은 명제를
우리는 ‘담화주제’라고 부를 것이다.10) Carlson(1983), Brown & Yule(1983) 등 기
존 논의에서도 비슷한 개념과 용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은 담화의 중심이 되는
실체와 명제를 구별하였지만 우리는 이를 묶어서 모두 ‘담화주제’로 통칭하고자 한
다.11) 이는 실체와 명제 모두에 대하여 일관된 체계의 절대적 정보지위를 파악하는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위 (11나)의 짧은 이야기에서 중심이 되는 실체는 ‘소년’과 ‘소녀’이다. 어쩌면 ‘사
슴’도 이야기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 미약하게나마 담화주제로 볼 가능성
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전거’는 담화주제로 평가되기 어렵다. (11나)에서 ⓑ의
‘소년’과 ‘자전거’는 모두 담화-구정보이고 선행어가 근접문장에서 나타났지만, ‘소년’
은 담화주제이고 ‘자전거’는 그렇지 않다는 측면에서 주제적 거리는 상이하며, 따라
서 이 발화 직전에 청자의 작업기억에서 ‘자전거’보다는 ‘소년’이 더 높은 활성화 상
10) 담화에서 이야기되는 중심 실체인 ‘담화주제’는 우리의 ‘화제’와 다른 개념이다. 본고의 화제 개념
은 2.3.1절과 4.1.1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11) 담화의 중심 실체와 담화의 중심 명제를 Carlson(1983)에서는 각각 ‘dialogue subject’와
‘dialogue topic’이라고 하였고, Brown and Yule(1983)에서는 각각 ‘topic entity’와 ‘topic’이라고
하였다(이인영 1996: 65에서 재인용).

- 31 -

태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정리하면, 해당 표현과 그 선행어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가까운 경우가 먼 경우보
다, 그리고 해당 지시체가 담화주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그 주
어짐성이 높은 활성화 지위를 가진다. 이에 따라 어떤 언어 표현이 선행어와의 물리
적 거리가 가깝거나 주제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활성화 지위를 가진 것으로 판
단한다.12)
이제 텍스트에서 주어진 지시체의 활성화 정도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 중 ‘선행
어와의 거리’ 외에 다른 기준인 ‘선행어와의 의미적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선행어와 해당 표현이 가리키는 지시체가 동일지시적인지의 여부를 말한다. 어떤 표
현이 나타내는 지시체가 텍스트에서 주어져 있다는 것은 그 자체를 직접 가리키는
선행어가 존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지시체가 이전 담화에서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전 담화에 나타난 어떤 요소와 담화적으로 두드러진 연결관
계 혹은 추론관계를 가져서 주어짐성이 획득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선행어와 해당 표
현이 동일한 지시체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그 의미적 관계가 ‘직접적’이고, 그렇지 않
고 추론을 거쳐 연결되는 경우에는 그 의미적 관계가 ‘간접적’이라고 할 수 있다.13)
그리고 직접적으로 주어진 동일지시 관계의 담화-구정보가, 간접적으로 주어진 추론
관계의 담화-구정보보다 더 주어짐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단순한 예를 통해 이를 살펴보겠다.
(12) 가. 어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맥주를 마셨다. ⓑ맥주가 꽤 맛이 좋았다.
나. 어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다. ⓑ맥주가 꽤 맛이 좋았다.

(12가, 나)의 ⓑ는 모두 직전문장에 선행어 ⓐ를 가진 담화-구 실체를 나타낸다. 그
런데 (12가)에서는 선행어가 ⓑ와 동일한 실체를 나타내지만, (12나)의 선행어 ‘술’
은 ‘맥주’의 상위 개념인 실체에 해당한다. 즉, (12나)에서 ‘맥주’는 텍스트로부터 간
12) 이와 같은 기준으로 활성화 지위를 가진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물리적 거리와 주제적 거리의 기준에서 모두 가까운 거리를 가지는 경우와, 그 두 기준 중
하나의 기준에 대해서만 가까운 거리를 가지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들 간의 차이보다는, 두 기준
모두에 의해 먼 거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경우와의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우리는 활성
화 지위를 더 세분하지 않는다.
13) 이와 유사한 구분이 기존 논의에서도 많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Daneš(1974: 110)에서는 ‘주어
진’ 정보를 이전 맥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과 간접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나누었는데, 전자는
우리의 직접적 텍스트-구 지위에, 후자는 간접적 텍스트-구 지위에 거의 대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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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으로 주어진 정보지위를 가진다.14)
이상으로 텍스트에서 주어짐성을 획득하는 담화-구 지시체는 거리와 의미적 관계
라는 두 변인에 의해 그 상대적인 활성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
다면 이 두 변인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선행어와 가까운 거리를
가지면서 의미적 관계가 동일지시인 경우가 가장 높은 주어짐성을 가질 것이고, 선행
어와의 거리가 멀면서 추론에 의한 의미적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가장 낮은 주어짐
성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거리는 가깝지만 의미적 관계가 추론인 경우, 반대로 거리
는 멀지만 동일지시 관계인 경우는 중간적인 주어짐성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텍스트를 원천으로 하는 담화-구 지시체의 주어짐성 위계를 정
리하면 아래와 같다.
(13) 텍스트를 원천으로 하는 담화-구 지시체의 주어짐성 위계
가. 거리
물리적 거리: 선행어가 직전문장에 나타남 > 선행어가 근접문장에 나타남
주제적 거리: 해당 지시체가 담화주제에 해당함 > 해당하지 않음
나. 의미적 관계
선행어와 동일지시적임 (직접적 선행어를 가짐) > 선행어와 동일지시적이지 않으
나 추론에 의해 연결됨 (간접적 선행어를 가짐)

다음으로 텍스트를 원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 상황을 원천으로 하는 담화구 정보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 살펴본다. 텍스트 맥락에 주어진 실체와 마찬가지로
발화 상황에 존재하여 담화-구로 평가되는 지시체들도 청자의 의식에서 더 현저한
것이 있고 덜 현저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텍스트에서 해당 표현과 선행어 간의
거리와 의미적 관계에 따라 활성화 정도가 달라진 것처럼, 발화 상황에서도 화청자와
해당 지시체가 위치하는 실제 공간적 거리나 주제적 거리에 따라, 그리고 해당 언어
표현이 나타내는 실체와 그것의 선행어 역할을 하는 발화 상황에 존재하는 실체의
14) 이러한 연결관계 혹은 추론관계에는 다양한 유형의 의미적 관계가 포함된다. 위에서 예로 든 ‘술
-맥주’는 ‘상위-하위 개념’의 관계에 해당하는데, 그 외에도 ‘전체-부분’, ‘유형-토큰’의 관계나
‘대안 관계’, ‘인과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발화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이러한 선행어와의 다양한
의미 관계는 3장에서 절대적 정보지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언어 형식의 분석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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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성 여부에 따라 활성화 정도가 다를 것이다. 예컨대 대화에서 화자와 청자라는
실체는 거의 항상 청자의 의식 속에서 현저한 실체가 되어 담화-구 지위 중에서도
높은 주어짐성을 가진 활성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발화 상황에서 화청자에
게 가까이 위치한 대상은 더 멀리 위치한 대상보다 더 높은 주어짐성을 가진다고 생
각할 수 있다. 단, 발화 상황을 원천으로 하는 담화-구 지시체는 실제 발화에서 텍
스트를 원천으로 하는 경우보다 드물게 나타났기 때문에, 거리나 의미적 관계 등에
따른 활성화 정도의 구별이 가능하다고 언급해두는 정도로 그치기로 한다.
그런데 발화 상황을 기반으로 하는 담화-구정보는 그 지시체가 실체인지 아니면
명제인지에 따라 그 주어짐성의 정도가 다르다. 실체의 경우에는 발화 상황에 주어진
것이면 활성화 정도가 높지만, 명제는 발화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라도 상대적으로 활
성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14) 가. 철수 말이야, 걔 어제 밤 새서 공부했대.
나. 얘는 어제 밤 새서 공부했대. (화청자 옆에 있는 인물을 가리키며)
다. 어제는 미안해요. - 예? - 아유, 미안하다고요.
라. 매형, 좀, 좀 빨리. - 기어가 잘 안 들어가잖아. (화자가 차를 운전하는 상황.
기어가 잘 들어가지 않아서 계속 기어를 만지고 있고 이를 청자가 보고 있음.)

(14가, 나)는 담화-구 지위의 실체, (14다, 라)는 담화-구 지위의 명제를 보인 것
이다. 그리고 그 주어짐성의 원천이 (14가, 다)는 텍스트인 경우이고, (14나, 라)는
발화 상황인 경우이다. 이때 실체의 경우에는 주어짐성의 원천에 따라 청자의 인지
상태에서 그 표상의 활성화 정도가 다른 것으로 가정되지 않는다. 즉, (14가)와 (14
나)의 밑줄 친 성분이 가리키는 실체의 표상은 모두 활성적이다. 그런데 명제의 경우
에는 (14다)와 같이 해당 명제와 동일한 명제를 나타내는 문장이 선행하는 경우가,
(14라)와 같이 해당 명제가 상황으로부터 주어진 경우에 비하여 청자의 의식 속에
그 명제가 확실히 존재하는 것으로 화자가 가정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실체와 명제가 지시체로서 가지는 속성이 서로 다른 점에서 연유한다. 사람이
나 사물 등의 실체는 언어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반면 명제는 언
어로 빚어짐으로써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언어에 의존적인 지시체이다. 예컨대 ‘철
수’라는 명사가 가리키는 지시체는 이 언어 형식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존재하지만,
‘철수가 웃는다’라는 명제는 철수가 웃는 현실세계의 상황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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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상황을 언어로 기술함으로써 인간의 인지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명제가 발화상황에 의해 비언어적으로 주어진다고 할 때 이는 항상 ‘간접적’으로 주
어진 것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담화-구 지위 중에서도 낮은 단계인 준활성화
지위를 점하게 된다.
지금까지 논의한 상황을 원천으로 하는 담화-구 지시체의 주어짐성 위계를 아래
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5) 상황을 원천으로 하는 담화-구 지시체의 주어짐성 위계
가. 거리
물리적 거리: 화청자와 실제 지시체가 가까이에 있음 > 화청자와 실제 지시체가 떨
어져 있음
주제적 거리: 해당 지시체가 담화주제에 해당함 > 해당하지 않음
나. 의미적 관계
실제 지시체와 해당 표현이 동일지시적임 > 실제 지시체와 해당 표현이 동일지시적
이지 않으나 추론에 의해 연결됨
다. 실체와 명제의 차이
실체: 거리와 의미적 관계에 따라 활성적 혹은 준활성적 지위를 가짐.
명제: 거리와 의미적 관계에 상관없이, 항상 준활성적 지위를 가짐.

이상으로 절대적 정보지위를 크게 세 위계, ‘담화-구’, ‘담화-신ㆍ청자-구’, ‘청자
-신’으로 나누고, 이 중 담화-구 지위의 내적 위계를 선행어와의 거리와 의미적 관
계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활성화와 준활성화로 나누었다. 이러한 틀은 명사구 실
체와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라는 두 가지 지시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의 판별에 모두
적용될 것이다.

2.3. 상대적 정보구조
2.3.1. 화제
‘화제(topic)’는 한국어를 포함하여 여러 언어 연구에서 수많은 논의를 낳은 주제이
고 그만큼 많은 혼란을 일으킨 주제이다. 화제의 개념에서 호소되는 직관이 바로 이
많은 논의를 탄생시켰으나 또한 그것이 바로 큰 혼란을 낳은 주범이라고 생각된다.
그 직관은 바로 ‘문장이 그것에 대한 것’(‘what the sentence is about’)이라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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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이다.15) 사람들이 말을 할 때 맥락이나 담화주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한’ 말을 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보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는 생각이다. 물론 ‘불이야!’와 같은 특정한 사건보고문에는 이러한 대하여
성 성분이 없을 수 있으나, 보통의 문장은 어떤 대상과 그것에 대한 서술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하여성’ 혹은 ‘언급대상성’(aboutness)에 입각한 ‘화제’를 언어 분
석에 적극 활용한 논의들은 그 개념이 가지는 모호성과 내성적 판단에 의존적인 특
성으로 인하여, 문장에서 화제에 해당하는 요소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는 등 서로 크
고 작은 견해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 동안 화제를 나타내는 언어 형식으로 다루어진
것 중 대표적인 것만 해도 문두 성분(Halliday 1967), 주어(Chafe 1976), 형태 표지
‘wa’(Kuno 1972, 1978), 좌분리 혹은 ‘about’ 성분(Reinhart 1981)16), IP 외부 좌분
리 성분(Vallduví 1990), 악센트 없는 대명사(Lambrecht 1994) 등이 있다.17)
이렇게 합치된 견해를 찾기 힘든 것은 화제 개념의 모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
제 연구들에서 화제가 순수하게 ‘대하여성’으로만 정의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특정
언어 형식으로 표현된다는 가정 하에 그러한 언어 형식에 기대어 화제를 정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사실상 화제라는 개념의 설정 자체에 그것이 표현되는 형
식이 무엇인지가 큰 역할을 한 것이다. 대부분의 논의들이 이를 직접적으로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분석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면 이러한 내막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 관련 형식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의 답에는 연구 대상이 되는 언어의 언어특정적
인 성격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다시 말해, 화제 논의는 언뜻 보면 ‘대하여성’이라
는 의미 혹은 기능에 대한 논의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표현되는 언어 형식에 더
욱 초점이 맞춰져 온 경우가 많다.
우리는

이를

정보구조의

대표적인

논의

중

하나인

Vallduví(1990)와

15) 이 개념 자체는 단순한 것이지만 우리말로 표현하면 위와 같이 조금 기이한 내핵 관계절의 형식
을 빌릴 수밖에 없는데, 이것의 속성을 나타내는 명사는 영어에서도 기묘한 방식으로 조어하여
‘aboutness’이라고 한다. 우리말 논의에서는 이를 축자적으로 ‘대하여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의역
하여 ‘언급대상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6) Reinhart(1981)은 좌분리나 ‘about’이 화제 표지라고 주장한 것은 아니고 문장의 어떤 성분이 화
제인지 확인하는 검증법으로 이 두 구성으로의 전환가능성을 든 것이다.
17) 이는 기존 논의의 화제 정의를 총망라한 것은 아니고, 화제의 핵심 의미를 대하여성으로 본 논의
들만 보인 것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화제를 대하여성 외의 다른 개념으로 빚은 논의들도 있다.
예컨대 Steedman(2000)에서는 화제(theme)를 ‘해당 발화를 담화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하는 부
분’으로 보고 이것이 특정한 운율패턴 ‘L+H*’으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 36 -

Lambrecht(1994)를 살펴봄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들은 모두 대하여
성을 화제의 기본적인 의미에 포함시켰는데, 각각 다루는 언어의 상이한 형식적 특성
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화제의 실질적인 개념이 다르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18)
우선 Vallduví(1990)의 화제, 그의 용어로는 ‘연결부(link)’는 문장에서 청자의 지
식을 업데이트하는 요소인 초점이 청자의 지식저장소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주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실제 문장의 분석에서 어떤 요소가 연결부
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과정을 검토하면, 그가 세운 화제의 개념적 정의에 들어맞
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들이 발견된다.
(16) 가. A: And what about the president? How does he feel about chocolate?
B: The president [HATES] chocolate.
(‘대통령은 초콜릿을 싫어해.’)
나. The president has a weakness. He hates chocolate.
(‘대통령에게는 약점이 있다. 그는 초콜릿을 싫어한다.’)

예컨대 Vallduví(1990)의 화제에 대한 입장을 따르는 Vallduví & Engdahl(1996)에
서는 (16가)에서 밑줄 친 ‘the president’는 화제이지만 (16나)의 ‘he’는 화제가 아니
며 이 문장은 화제가 없는 전체 초점 문장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식이 저장되는 주소
로서의 화제 개념을 생각해 볼 때 이 두 명사구가 어떻게 서로 다른 정보구조적 역
할을 가지는지 알 수 없다. 이 두 문장을 한국어로 옮겼을 때 모두 자연스럽게 ‘은/
는’ 성분이 된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의 타당성을 의심하게 한다.
한편, Lambrecht(1994)에서도 명제가 전달하는 정보가 무엇에 대한 청자의 지식
을 증가시키느냐 하는 점을 중시하여 화제를 정의하여 화제의 개념에 있어서는
Vallduví의 것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두 논의는 놀랍게도 화제를 언어 형
식에 연관시키는 양상이 대조적이다. Lambrecht(1994)는 악센트 없는 대명사, 즉 약
한(weak) 대명사에 화제를 밀접히 대응시킨다. 이를 따르면 위의 (16나)의 ‘he’는
화제가 된다. 즉, (16나)의 ‘he’는 Vallduví(1990)에서는 화제가 아닌 것으로,

18) 엄밀히 말해 Vallduví(1990)에서는 화제(그의 용어로 ‘연결부’)를 대하여성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저장되는 장소의 ‘주소 지시자’로 규정한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주소 지시자’라는
정의적 요소로부터 대하여성이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것이라고(Vallduví 1990: 60) 보았기 때문에,
Vallduví(1990)도 대하여성을 화제 개념에 포함시킨 논의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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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mbrecht(1994)에서는 화제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이렇게 두 논의가 화제에 대하여 거의 같은 개념에서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 형식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을 가지는 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이들의
화제에 대한 접근이 실제로는 순수하게 담화 기능적인 것이 아니고 특정 언어의 형
식적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Vallduví(1990)는 카탈란어,
Lambrecht(1994)는 프랑스어를 1차적인 대상 언어로 다루는데, 이들이 집중한 각
언어는 서로 다른 형식적ㆍ구조적 특성을 가진다. 아래 예를 통해 이를 살펴본다.
(17) 가. [IP El petit1 [IP [IP [IP=F (ja) l1 ’hi2 ha PORTAT t1 t2 t3] ma mare3] al metge2.]]
the small-one

obj.obl 3s-past-take

my mother to.the doctor

‘The youngest she (already) TOOK to the doctor, my mother.’ (Vallduví 1990: 151)
나. Marie malheureusement a perdu son ARGENT.
Marie unfortunately

has lost her money.

나′. Malheureusement elle l’a PERDU.
unfortunately

she it lost

(Lambrecht 1994: 173)19)

Vallduví(1990)는 카탈란어의 어순 변이 양상에 주목하고 이를 정보구조적으로 설
명하려 시도한다. 카탈란어는 기저의 기본 어순이 VSO인데, 핵절(IP) 안에는 초점만
나타날 수 있고 초점 외 요소들은 (17가)와 같이 그 핵절의 왼쪽이나 오른쪽에 부가
되어 나타난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 변이에 관여하는 담화적 의미ㆍ기능이 정보구조
적인 것이라고 보아서, 왼쪽에 놓이는 것이 정보가 저장되는 주소인 화제(연결부)이
고 오른쪽에 놓이는 것은 문장에서 초점도 화제도 아닌 요소인 꼬리부라고 한다. 즉,
문장의 비-초점 요소들을 담화적 기능과 통사구조적 특성에 따라 둘로 나눈 것으로,
‘[IP 화제(연결부) [IP [IP 초점] 꼬리부]]’의 구조를 상정하는 것이다. (17가)에서는
‘el petit’(‘막내’)이 화제, ‘ma mare al metge’(‘엄마가 의사에게’)가 꼬리부가 된다.
반면 Lambrecht(1994)는 프랑스어의 악센트 없는 약한 대명사 논항들의 실현에
주목하고 이를 정보구조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어휘적 논항이 나타나는 (17나)와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동사 앞에 놓이고 목적어가 동사 뒤에 놓이는데, 악센트 없는
약한 대명사 논항이 쓰이는 (17나′)의 경우에는 주어와 목적어가 동사의 바로 왼쪽
위치에 놓인다. 즉, 카탈란어와 같이 비-초점 논항들의 구조적 위치가 두 군데로 갈
19) (17나, 나′)의 주석은 필자가 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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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는 현상이 프랑스어에는 없는 것이다. Lambrecht(1994)가 약한 대명사들을 모
두 화제 표현으로 본 것은 일차적으로 그러한 형식의 기능에 주목하였기 때문이지만,
위와 같이 이 형식들이 일관되게 동사 왼쪽에 놓이는 구조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
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기존 연구에서 화제 개념이 대하여성으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언어가 가지는 현저한 형식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변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하여성이라는 직관적 개념의 모호성에서 불가피하게 기인하는 것이다. 이에
화제라는 개념이 어떤 단일한 언어보편적인 개념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예컨대 Roberts(2011)에서는 언어에 따라 화제의 개념이 다를 수 있어서 ‘화제성’은
서로 연관된 개념들의 집합일 뿐이지 필요충분조건으로 정의될 수 있는 단일한 개념
이 아니라고 하였고, Jacobs(2001)에서는 한 언어 안에서도 화제와 관련된 여러 구
조나 형식들에 공통적인 단일한 기능적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한국어 연구에서는 대하여성으로서의 ‘화제’라는 의미ㆍ기능 범주와 ‘은/는’이
라는 형식 범주가 엄밀히 분리되지 않은 채 거의 동일시되어 다루어진 경우가 많다.
한국어의 화제 연구는 ‘은/는’ 연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정민(1992), 박철우
(2003), 전영철(2006)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에 의문을
표하고 화제와 ‘은/는’의 상관관계를 이보다는 약한 것으로 보는 관점도 드물지 않다.
즉, 한국어에서도 화제 개념에 대하여 그리고 그 개념과 형식 간의 관계에 대하여 근
본적인 논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우선 문장에서 화제가 반드시 ‘은/는’ 성분에 국한되어 나타나지는 않는다고 본 견
해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은/는’ 성분이 아니더라도 문두 성분이면, 그리고 그
것이 ‘주어진(given)’ 성분이라면 화제로 해석된다고 보는 입장들을 찾아볼 수 있다.
(18) 가. 떡을 누가 먹었어? - 떡을 제가 먹었습니다.
나. 이 칼로 존이 메리를 찔렀다.
다. 친구들 중 누구를 순이가 만났어? - 순이가 인호는 만났어.

예컨대 (18)의 밑줄 친 요소들은 기존의 몇몇 논의에서 ‘은/는’ 성분은 아니지만 화
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본 것들이다. 윤재원(1989: 75-6)에서는 (18가)의 ‘떡’이 문
두에 위치하면서 질문에 주어진 구정보라는 점에서, 이것이 화제20)가 아니라고 단정
할 수 없다고 하였고, Yang, I.-S.(1973)에서는 적절한 맥락이 주어지면 문두의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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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나 보조사 성분이 다 화제일 수 있다고 하여 (18나)의 ‘로’ 성분도 화제라고 하
였다. Choi, H.(1999)에서는 (18다)와 같은 문맥에서의 ‘순이가’가 화제라고 한다.
이러한 관점이 극대화되어, 문장에서 화제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성분의 형식적 조
건에 대한 제약을 거의 전면 해제시킨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임홍빈(2007나)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18)과 같은 문두 성분뿐만 아니라 문장의 모든 성분에
대해, 또 더 나아가 문장에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문장의 의미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
는 것들에 대해, 그것이 왜 화제가 될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예컨대 ‘철
수{가, 는} 학교에서 꽃병을 깼다’와 같은 문장에 대하여, 이 문장이 단순히 ‘철수’에
대한 것으로만 해석된다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문장은 ‘학교’에
대한 것으로도, ‘꽃병’에 대한 것으로도, 더 나아가 ‘무언가를 깬 사건’에 대한 것으로
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단순히 이 문장에서 직접 나타난 요소만을 가지고
대하여성을 규정할 필요도 없이,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는 예컨대 ‘철수의 엄마’에 대
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21)
이는 온당한 지적이다. 앞서 든 문장이 반드시 ‘철수’에 대한 것이기만 하느냐는 의
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입장은 그 논거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Givón, Prince 등
은 대하여성에 입각한 화제의 개념을 언어 분석의 적절한 도구로 활용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은/는’ 성분이 주어
진 문장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 수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문장의 다른 성분에 대
해서도 그것이 ‘대하여성’을 지닌다고 판단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언
어들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어에서도 단순히 대하여성으로만 규정되는 화제는 특정한
언어 현상을 포착하고 설명해 주는 도구로서의 덕목을 갖추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로 담화적 개념으로서의 화제를 폐기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
될 수 있다. 발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유표적으로 실현하는 언어적 장치가 존
재하고 그것이 의사소통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중요한 언어들이 있을 것이다. 한국어
가 그 중 하나이다. ‘대하여성’이 가지는 모호한 성격이 언어 분석의 도구로서, 특히
20) 윤재원(1989)는 ‘topic’을 ‘화제’ 등으로 번역하지 않고 영어 술어 그대로 제시한다.
21) 사실 이러한 견해는 Strawson(1964: 97)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주어진 진술에서 화제가 무엇
인지, 즉 그 진술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하는 질문에 대해 가능한 답에는 큰 변이가 존재하며, 각
각의 답이 다른 답들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예컨대 ‘The king of France is bald.’라는
문장은 ‘대머리’나 ‘어떤 훌륭한 사람이 대머리인가’, ‘어떤 나라의 통치자가 대머리인가’, ‘프랑스’,
‘왕’ 등에 대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Dijk(1977)(정희원 2001: 17에서 재인용), Givón(1983a)
등에서도 유사한 지적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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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분석의 도구로서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난점을 앞에서부터 계속 강조해 온 두 가지 접근법의 분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의미나 개념, 기능 등을 중심으로 이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
는지를 살피는 표현론적 접근법과, 반대로 어떤 형식을 중심으로 이것이 어떠한 의미
나 개념, 기능을 나타내는지를 살피는 해석론적 접근법이 그것이다. 표현론적 접근법
으로 화제를 다룬다는 것은 특정한 화제적 의미가 한국어에서 어떠한 형식으로 실현
되는지 살피는 것을 말한다. 반면 해석론적 접근법은 한국어의 특정한 형식에 주목하
여 이것이 어떠한 화제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우선 화제의 표현론적 접근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아보자.
앞서 대하여성은 그 자체로는 유용한 언어학적 분석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대하여성보다 더 구체적이면서 한국어의 두드러지는 현상을 포착해 줄
수 있는 유용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4장에서 우리는 여러 후보
들을 살펴보고 그 중 ‘정언판단(categorical judgment)의 대상’이라는 개념이 적절하
게 설정되고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이것이 문두의 ‘은/는’, 제시어, ‘이란’, ‘이
야’의 형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밝힐 것이다. 또한 각 사용역에 따른 이들의 사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다음으로 화제의 해석론적 접근법에서는 한국어의 형식 중에 어떤 것에 주목할지
의 선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보통 조사 ‘은/는’을 중심으로 이것이 어떠한 의미
와 기능을 가지는지를 살펴본 연구들이 이러한 접근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
에서 지적한 것처럼 ‘은/는’이 결합하지 않은 요소들도 대하여성의 의미가 간취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어에서 문장의 대하여성과 가장 깊은 상관성을 가지는
언어 형식이 ‘은/는’이라는 부정될 수 없는 사실을 중시한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법은 각각 일반언어학이나 언어 유형론에 더욱 초점을 맞춘
것인지, 아니면 개별 언어의 기술과 설명에 더욱 중심을 두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그
성격이 나뉜다. 추상적인 의미에서 출발하는 표현론적 접근법은 전자에, 구체적인 형
식에서 출발하는 해석론적 접근법은 후자에 해당한다. 예컨대 ‘정언판단의 대상’이라
는 개념은 한국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다른 언어들에도 적용하여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필 수 있다. 반면 ‘은/는’이 가지는 의미는 다른 언어들의 형식에도 직
접 사상된다고 보기는 힘들며, 한국어 내적인 특정적인 범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사실, 한국어라는 개별 언어의 내적인 설명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한국어의 화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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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은/는’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22) 그러나 우리는 기
존 논의가 지나치게 ‘은/는’이라는 형식을 중심으로 하는 해석론적 접근법에 집중했
다고 보고, 화제 개념을 우선 설정한 후 그것이 실현되는 형식들을 살펴보는 표현론
적 접근법의 논의를 시도할 것이다.
초점에 대한 다음 절로 넘어가기에 앞서, 화제의 개념 중 위에서 살펴보지 않은 다
른 개념에 대하여 간단히 검토하도록 한다. 우리는 화제의 근원적인 개념 요소를 대
하여성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알아보았는데, 그 외의 개
념으로 화제를 정의하는 관점도 존재한다. 이 중 주요한 두 가지 입장을 검토하고,
결과적으로 왜 여전히 대하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화제 개념을 받아들이는지 논할 것
이다.
우선 프라그 학파의 관점, 즉 담화에서 전달되는 정보의 통보력(communicative
dynamism)에 의해 화제를 정의하는 관점이 있다. 여기에서는 문장에서 가장 낮은
정도의

통보력을

가지는

요소를

‘테마(theme)’라고

정의한다.

Gundel

&

Fretheim(2004), Kuroda(2005) 등도 문장에서 초점의 상보적인 부분으로 화제를
정의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점을 취하는 연구로 볼 수 있다.
(19) 가. 철수는 무엇을 하니? - 철수는 밥을 먹고 있어요.
나. 철수가 누구를 만났니? - 철수가 영희를 만났어요.

이러한 방식의 화제 정의에 입각하면 (19가)에서는 ‘철수는’이, (19나)에서는 ‘철수
가 만났어요’가 화제가 된다. 질문에서 이미 주어진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는
Chomsky(1969), Jackendoff(1972) 등의 ‘초점-전제’ 분절의 ‘전제’에 흡사한 개념
으로서의 화제이다. 즉, 문장에서 두드러진 요소로서 먼저 판별해 내는 ‘양각(陽角)
적인’ 개념이 아닌, 새로운 정보 요소인 초점을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으로 확인하
는 ‘음각(陰刻)적인’ 개념으로서의 화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화제는 (19나)
의 경우처럼 문장에서 반드시 하나의 성분으로 나타날 필요도 없고, 명사구나 지시적
성분으로 한정되지도 않는다. 이때에도 ‘대하여성’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
은 아니지만, 일차적으로 중요한 정의적 개념은 질문-대답 쌍이라는 맥락에 의해 판
별되는 ‘새로운 정보(초점)가 아닌 부분’이다.
22) 물론 이때에도 ‘은/는’의 의미라고 파악된 그 특정 의미가 범언어적으로는 유효한 범주가 되지 못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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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개념의 설정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하여성에 입각하여 화제를 다
루는 입장에서는 혹 이러한 정의가 화제 개념에 혼란을 일으킨다고 하여 비판할 수
도 있으나 언어학적 개념인 화제를 반드시 대하여성에 결부시켜야 할 논리적인 필연
성은 없다. 또한 이러한 ‘전제’에 가까운 화제는 실제 문장의 분석에서 대하여성에 입
각한 화제에 비해 그것을 나타내는 언어적 요소를 식별하기 쉬워서 분석의 대상으로
더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개념으로서의 화제를 채택하지 않는다. 언어학적 개념은 언
어 현상을 설명하는 도구로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통보력과 관련하여 정
의되는 화제는 한국어 정보구조에서 크게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Vallduví(1990), Lambrecht(1994) 등의 화제가 특정 언어의 어휘나 구조 등
형식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은, 화제가 단순히 대하여성으로만 규
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지, 그러한 방식의 개념화가 잘못되었다는 비
판을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들은 해당 언어의 특징적인 형식을 설명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서 적절한 화제 개념을 취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어에서는 어떠한 화제 개념을 세워야 담화적ㆍ정보구조적인 의미를
가진 언어 형식의 출현 양상을 유의미하게 포착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위에서 살펴본 ‘비-초점’으로서의 화제 개념은 그 정의상 ‘~가 아닌 것’, 즉 부정적
ㆍ소극적인 것이고, 형식에 있어서도 어떤 두드러진 정합적인 양상을 보여주지 않는
다. 예컨대 위 (19가)의 ‘철수는’과 (19나)의 ‘철수가 만났어요’가 가지는 형식적 공
통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굳이 찾자면 운율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겠으나, 이것이 다른 현상, 예컨대 ‘은/는’의 쓰임보다 더 시급한 설명을 필
요로 하는 한국어의 특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23)24)

23) 실제로 이러한 고민이 전영철(2013나), Jun, Y.(2015)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화
제 개념은 Gundel & Fretheim(2004)의 것으로 ‘관계적으로 주어진 성분’인데, 이는 ‘대하여성’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실제로 화제를 판별하는 방식은 위의 (19)와 같은 질문-대답의 맥락을 통한
것이다. 전영철(2013나)에서는 화제와 초점이 문장에서 상보적인 분포를 가진다고 보았지만, 후속
논의인 Jun, Y.(2015)에서는 관계적으로 주어진 성분이 화제와 그 나머지로 구성된다는 변화된
입장을 취하였다. 이는 한국어의 특별한 표지인 ‘은/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24) 이러한 화제의 두 가지 개념은 Roberts(2011)에서 ‘topic’과 ‘theme’을 구별한 것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topic은 ‘문장에서 관심을 두는 실체’로 정의되고, theme은 ‘초점의 배경’ 혹은 ‘발화된
문장에서 그 문장의 QUD(question under discussion)에 일치하는 성분’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topic은 보통 유표적인 반면 theme은 무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위에서 우리
가 지적한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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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성’이 아닌 개념으로 화제를 정의하는 또 다른 주요한 입장으로, Li &
Thompson(1976)과 같은 통사적 관점에서 출발한 논의를 들 수 있다. 이 논의는 화
제에 대한 통사론적 연구와 화용론적 연구에 모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우리말의
특징적인 현상에 이론적 논의의 빛을 비추었다는 점에서 살펴볼 만하다. 이 논의는
동사의 어휘내항구조에 포함되지 않아서 주어나 목적어 같은 문법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성분을 가진 소위 ‘이중주어문’에 주목하고 이를 ‘화제-평언’ 구조로 설명한다.
주어와 화제 중 어느 것이 더 ‘현저한지’에 따라 언어 유형을 나누고 화제가 현저한
유형의 예로 중국어를 들었는데, 이는 예컨대 ‘나무는 잎이 많다’와 같은 ‘이중주어
문’의 첫 번째 성분처럼 동사의 어휘내항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성분인 화제가 빈번하
게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러한 ‘화제’의 외연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하여성으로서의 화제와 그
범위가 일치하지 않는다.25) 예를 들면 이중주어문이 아닌 문장에서 나타나는 ‘은/는’,
즉 동사의 논항에 해당하는 성분이 ‘은/는’을 취하여 실현되는 ‘그는 학생이다’에서의
‘그는’과 같은 성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는 화청자의 의사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정보구조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
기 때문에 이렇게 1차적으로 통사적인 개념으로서의 화제를 채택하지 않는다. 이는
이중주어문의 소위 대주어 혹은 제1주어 ‘은/는’ 성분이 우리의 틀에서 화제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통사적 관점에서 규정되는 화제 개념과 담화 화
용적 관점에서 규정되는 화제 개념에 모두 대응되는 문장 성분도 존재한다. 다만 우
리의 주된 관심이 서술어의 논항으로 분석되지 않는 성분의 통사적 처리에 있는 것
이 아니라,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를 구성하는 요소의 담화적ㆍ정보구조적 역할 규명
에 있을 뿐이다.

2.3.2. 초점
‘초점(focus)’ 역시 앞서 본 화제처럼 상대적 정보구조 논의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
으로, 그 동안 매우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화제와 마찬가지로, 비언
어학적인 일상언어에서 파생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모호한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논
의에 따라 각기 외연이 다른 상이한 개념으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의

25) 문장의 잉여적 성분을 화제로 다룬 임홍빈(2007나)의 입장이 이러한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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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초점은 크게 운율적 돋들림, 관심의 중심, 대조, 관계적 신정보의 네 가지의 의미
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개념을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0) 가. 철수가 지우개를 필통에 넣었다.26)
나. 우리는 어제 철수를 만났어. 걔는 여전히 멋쟁이더라.
다. 철수가 곰보빵만 사 왔어. 영희는 크림빵도 사 왔어.
라. 철수는 점심으로 뭘 먹었어? - 철수는 점심으로 된장찌개를 먹었어.

우선 운율적 돋들림으로의 초점은 고조악센트 등 운율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되는
성분을 말한다. (20가)과 같은 발화에서 현저한 운율적 자질을 가지는 ‘지우개를’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화청자가 가지는 관심의 중심으로서의 초점은 보통 담화에서 환기된 지시
체에 관련되는 것으로, ‘심리 초점’이라고 하기도 한다(Gundel 1999). 일상적으로 사
용되는 비언어학적 어휘인 ‘초점’에 가까운 것이다. 어떤 대상에 초점을 기울인다는
것은 그것이 담화에서 두드러진 대상이자 논의가 되고 있는 중심 대상이라는 뜻이다.
이는 (20나)의 밑줄 친 대명사와 같이 2.2절에 살펴본 지시체의 인지적 지위의 여러
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활성적 담화-구 지위와 관련되고, 담화주제와도 가까
운 개념이다.27) Gundel et al.(1993)에서 설정한 지시체의 주어짐성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해당하는 ‘초점에 있음(in focus)’에서의 ‘초점’도 이러한 의미의 초점이다.
셋째로 대조를 의미하는 초점은 이른바 ‘초점 민감사’(focus-sensitive particle)라
고 불리는 ‘only’, ‘even’, ‘too’ 등의 어휘, 그리고 한국어에는 (20다)와 같은 조사
‘만’, ‘도’ 등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진 것으로, 같은 집합에 속하는 자매항(들)
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첨사들의 의미 분석과 관련된다. 이러한 개념으로의 초점에
대한 논의로 Rooth(1985), Krifka(1992), Hajičová et al.(1998)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넷째로 관계적 신정보를 의미하는 초점은 Chomsky(1969)에서 상정한 문장의 ‘초
점-전제’ 이분(二分)에서의 초점과 같은 것으로, 설명의문문에 대한 대답 문장에서
실질적으로 그 대답을 구성하는 부분, 즉 문장에서 청자가 요구하는 새로운 정보를
26) 진한 글씨로 표시된 것은 문장에서 핵 강세를 받은 부분을 나타낸다. 이하 마찬가지이다.
27) Givón(1983a, b)에서 사용하는 ‘화제’가 ‘심리 초점’에 가까운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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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부분을 의미한다.28) (20라)의 대답 문장은 ‘철수가 점심으로 x를 먹었다’
를 전제로 하고, 이 x에 해당하는 ‘된장찌개’가 초점이 된다.29)
청자의 지식이나 인지 상태에 대한 화자의 가정이 언어에 반영되는 양상을 살피는
정보구조에서 가장 주목할 초점 개념은 마지막 것, 즉 명제를 새로운 정보로 만들어
주는 성분으로서의 초점일 것이다. 이를 다른 개념의 초점과 구별하여 ‘정보 초점’(É.
Kiss 1998) 혹은 ‘의미 초점’(Gundel 1999)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개념으로
서의 초점이 본고에서 주요 논의 대상이 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다른 관점에서의 초점들과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관계적 신정보로서의 초점에 해당하는 언어요소가 운율적 돋들림이나 관심의 중심,
혹은 대조로서의 초점과 일치할 수 있으며, 이 네 가지 자질을 모두 가진 언어요소가
나타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개념들은 서로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다. 기존의 논의에서 이 개념들을
혼동하여 잘못된 결론에 이른 경우들이 종종 있다.30) 특히 우리의 ‘의미 초점’ 혹은
‘정보 초점’으로서의 초점 개념을 중심으로, 이것이 다른 세 가지 개념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31)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초점인
것은 아니며, 또 초점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속성을 반드시 가지는 것도 아니다. 이
상관관계를 다음의 예를 통해 살펴본다.32)
(21) 가. 애들이 누구한테 꽃을 주었니? - 철수는 [영희]F한테 줬어요.
나. 너는 누구한테 꽃을 주었니? - 저는 [영희]F한테 줬어요.
다. 철수가 누구한테 꽃을 주었니? - 철수도 [영희]F한테 꽃을 주었어요.
(22) 가. 철수가 영희한테 뭘 했어? - 철수가 영희한테 [꽃을 줬어요]F.
나. 철수가 누구한테 꽃을 주었니? - [어떤 여자]F한테 주던데요.
다. 철수가 누구한테 꽃을 주었니? - 철수도 [영희]F한테 꽃을 주었어요.

28) ‘관계적 신정보’(‘relationally new information’)는 Gundel & Fretheim(2004)의 용어이다.
29) Hadlliday(1967)에서 논의하는 ‘정보 초점’은 기본적으로 관계적 신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
지만, 운율적 돋들림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종종 있다.
30) 예컨대 최재웅ㆍ이민행(1999)에서는 관계적 신정보로서의 초점을 주요 대상으로 다루면서도 중
심화이론에서의 초점도 언급하고 있는데, 후자의 초점 개념은 심리 초점에 가까운 것이다. 이 두
개념의 초점은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31) 이하 ‘초점’은 다른 표시가 없는 한 의미 초점 혹은 정보 초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할 것이다.
32) 아래 예에서 ‘[X]F’로 표시한 것은 의미 초점 혹은 정보 초점으로서의 초점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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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은 운율적 돋들림, 관심의 중심, 대조라는 운율적, 인지적, 의미적 속성을 가진
각각의 밑줄 친 성분이 해당 맥락에서 초점이 아닌 경우를 보인 것이다. (21가)에서
는 문장에서 두 성분이 운율적 돋들림을 받았는데, 이 중 ‘영희’는 초점에 해당하지만
‘철수’는 그렇지 않다.33) (21나)에서 ‘저’는 화청자의 관심의 중심인 실체이지만 초점
은 아니며 (21다)에서 ‘철수’는 ‘도’를 취하여 대조나 대안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나
역시 이 문장에서 초점은 다른 성분이다.
(22)는 어떤 성분이 초점이지만 이 세 가지 속성 각각을 가지지 않은 경우를 보인
것이다. (22가)에서 초점은 ‘꽃을 줬어요’ 전체가 되는데, 이 중 일부분만이 운율적
돋들림을 받았다. (22나)에서는 ‘어떤 여자’가 초점이지만 활성화된 실체는 아니고,
(22다)에서는 ‘영희’가 초점이지만 다른 자매항의 존재를 암시하는 표지를 동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초점과 관련된 여러 속성이나 의미 자질 가운데 한국어 논의에서는 특히
대조와 초점의 관계와 그 구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은/는’의 의
미와 관련하여 자매항의 존재를 의미하는 대조와 관계적 신정보로서의 초점을 구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영철(2006), 임동훈(2012), Jun, Y.(2015) 등에서 개진된 바
있다.
운율적 돋들림은 정보 초점으로서의 초점과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초점이 언어 형식으로 나타나는 범언어적으
로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바로 운율적 돋들림이고, 한국어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인 것
으로 보인다. 한국어에서 초점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4.2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화제의 모호한 성격 및 그로 인해 유발되는 방법론적인 고민
이 초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화제와 초점은 모두 일
상언어적ㆍ선(先)-이론적인 직관적 의미가 탄생시킨 언어학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잠재적인 모호성을 내포하는데, ‘신정보’로서의 초점은 ‘대하여성’으로서의 화제가 가
지는 만큼의 모호성을 띠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어떤 주어진 맥락의 문장에 대
해 초점으로 확인되는 요소가 논의에 따라 거의 다르지 않다. 앞서 화제에 대해서는
동일한 맥락의 동일한 문장에 대하여 대하여성이라는 같은 개념을 가지고도 무엇을
화제로 판별하는지 그 변이가 매우 컸음과 비교할 때, 초점 판별의 방법은 객관적이
33) 이때의 ‘철수는’은 일반적으로 대조화제라고 하는 화제의 특별한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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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행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초점은 언어학적 분석의 도구로서의 자질이 문제되기보다는, 실제 발화에서
이를 나타내는 부분이 항상 규칙적으로 표시되는지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된다.
정보 전달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발화에는 반드시 신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
도 합당한 것이고, 그 발화가 명시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닐지라도 그에 대한 암
시적인 질문을 가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해당 발화의 초점을 분석하고 판별해 낼
수 있다는 생각도 수용 가능하지만, 화자가 언제나 그 신정보 부분을 신정보라고 ‘표
시하는지’는 다른 문제이다. 그리고 어쩌면 표시의 차원에서 더 나아가, 인식의 차원
에서도 회의적일 수 있다. 화자가 언제나 분명하게 문장의 초점을 비-초점 요소와
구별하여 인식하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초점과 비-초점의 구별이 미명세되는
경우를 상정하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이것이 무표적이고 더 자연스
러운 맥락도 존재한다.
특히 가상의 질문-답변 쌍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된 발화들의 모음인 말뭉치를 주
요 자료로 삼는 본고와 같은 관점에서 이는 더욱 중요한 문제이다. 초점에 대해 실제
로 쓰인 담화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위의 (21), (22)와
같이 질문과 그것에 꼭 들어맞는(congruent) 대답으로 구성된 간략하고 단순한 발화
를 주된 자료로 혹은 자료의 거의 전부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발화가 질문과 그
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으며, 그러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위
의 (21), (22)와 같이 질문에 꼭 들어맞는 정형적인 대답이 발화되는 경우는 더욱
드물다. 또한 사용역적 변이까지 고려한다면 이러한 정형적인 질문-대답 쌍으로 초
점을 가르는 것이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문장의 관계적 신정보, 즉 전제와 상보적인 요소로서의 초점 개념을
받아들이고, 그것의 판별은 질문-답변 쌍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실제 발화
의 분석에서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주의한다. 4.2절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다. 최근에 연구자가 상정한 질문-대답 쌍이 아닌 말뭉치 언어
학의 방법론으로 정보구조를 다루는 논의들이 많이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에 대
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에서 초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형식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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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사용역
서론에서 정보구조 연구에 사용역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한 바 있다. 그리
고 이는 화청자의 소통 양상에 대한 화용론적인 연구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사용역 구별의 중요성을 상론하고 본고에서 취
하는 사용역 구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2.4.1. 정보구조에서 사용역의 중요성
우선 일반적으로 언어 연구에서 사용역의 차이가 어떻게 인식되고 다루어져 왔는
지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통용되는 사용역의 구분은
말과 글의 이분이다. Chafe(1994: 45-7)에 따르면, 전통적인 문법 연구에서는 글이
더 중요하고 일차적인 대상으로 다루어져 온 반면, 20세기 초의 소쉬르나 블룸필드
같은 언어학자들은 말을 더 높게 평가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말과
글을 동등한 언어학적 연구 대상으로서 그 가치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테면 말을 중시한 블룸필드는 글에 대하여는 그것이 언어가 아니
라 단지 언어를 가시적인 수단을 통해 기록한 것일 뿐이라고 하였고34), 주지하다시
피 촘스키는 실제 발화가 ‘타락한’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이후 담화 연구나 기능주의적 문법에서는 언어 현상에 사용역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대표적으로 Halliday(1985)는 말과 글이 동등한 지위
를 가진 것으로 보고, 말과 글이 언어 생산과 이해의 측면에서 보이는 차이에 주목하
였다. 말과 글은 어느 하나가 우월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며 어느 하나로부터 다
른 하나가 파생되는 관계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하나가 더 구조적 복잡성이 큰
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말과 글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는
언어 실현의 각기 다른 양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말과 글의 이분을 넘어 사용역을 더 세분하여 문법 연구를 집대성한 것이 Biber
et al.(1999)이다. 여기에서는 네 가지 대표 사용역을 설정하여 영어의 문법 전반에
걸친 논의를 펼쳤다. ‘that’ 절에 대한 기술을 일례로 들면, 신문과 대화에서 모두 많
이 나타나지만 신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발화를 보고할 때 많이 쓰이는데, 대화에서는
‘think’와 같이 개인적 생각이나 태도, 느낌 등을 전달하는 동사들의 목적어로 많이
나타나고 이때 보통 주어는 ‘I’이며 ‘that’은 생략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처
34) Bloomfield(1933: 21). Chafe(1994: 46)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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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각 문법 항목에 대하여 사용역에 따른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한국어에서 이를 적극 활용한 연구로 강범모 외(1998), 배진영 외(2013)를 들 수
있다. 강범모 외(1998)은 Biber(1988)의 방법론을 따라서 대규모의 코퍼스를 기반
으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어의 다양한 텍스트 종류에 나타나는 언어 특성들
을 분석하여 한국어 텍스트의 장르 및 유형과 문체를 분석한 것이고, 배진영 외
(2013)는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를 기반으로 Biber et al.(1999)의 방법론을 따라
구어와 문어를 통합한 한국어 문법을 기술하려는 논의이다.
그렇다면 정보구조 논의에서는 사용역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사
용역 구별을 전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찾기 힘들지만, 단편적으로나마 구어/문어 등의
사용역을 나누어 설명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23) 가. Reported in satisfactory condition today in the Mercy Hospital intensive
care unit were Emery L. Endsley, 46, and Hazel …….
가′. Here comes the bus.
나. Moi je-mange et toi tu-bois
I

I eat

and you you drink (Lambrecht 1980: 337)

다. Kinoo John ga Mary o tazunemasita. (어제 존이 메리를 방문했습니다)

(23가, 가′)는 영어의 일상적 용법과 문어적 용법에 따른 도치문의 여러 가지 유형을
구별한 Green(1982)의 예이다. (23가)와 같은 현재분사나 과거분사형 동사의 도치
는 신문이나 잡지와 같은 산문에서 더욱 특징적인 반면, (23가′)와 같은 장소부사 도
치는 일상적인 언어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한다. 다음으로 (23나)는 프랑스어에서 자
립 대명사나 어휘적 명사, 그리고 그것과 공지시적인 접어 대명사가 함께 출현하는
구문인데, 이것이 표준(standard) 불어에서는 유표적인 구문으로 대조의 의미를 나타
내지만 비표준(non-standard) 불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비-대조 화제라고 한다
(Lambrecht 1980: 346-7). (23다)는 일본어에서 중립기술의 ‘ga’와 개체 도입문의
상관성을 논의한 Kuno(1972)가 든 문장으로, 담화 시작 문장으로 쓰이는 것이 대화
에서는 이상하지만 이야기 문체(narrative style)에서는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
한국어 정보구조 논의에서도 특정한 구문이나 형태의 출현을 특정 사용역과 관련
시킨 기술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이정민(1992: 398-9)에서는 ‘은/는’의 의미에
대한 설명에서, 대화에서는 ‘은/는’ 없이 화제가 나타날 수 있고 이 경우 대조의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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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되나 ‘은/는’을 일부러 붙이면 상대적으로 대조의 뜻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박철우(2007: 215)에서는 우리말의 좌분리 구성이 다른 담화에서는 잘 나타나
지 않지만 방송 뉴스에서는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고 한 바 있다.
이처럼 기존 정보구조 논의에서 사용역과 관련한 양상이 관찰되지 않은 것은 아니
지만, 이제는 사용역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절실한 시
점이다. 기존에 사용역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낸 논의들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용역적 고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우선 어떤 형식이 쓰인 문장의 문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사용역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Kim, D.-B.(1992)에서는 우리말의 목적격 표
지 ‘을/를’이 특정성 표지라는 주장을 펼치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아래와 같은
예를 든다.
(24) 가. 영희는 어떤 학생을 보았다.
나. *영희는 어떤 학생 보았다.

여기서 (24가)와 달리 (24나)가 비문법적이며, 따라서 목적격 표지는 특정성의 필요
조건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24나)가 비문인 것은 문어와 같이 격조사 생략이 잘
일어나지 않는 사용역에서만 그러한 것이다. 구어에서는 (24나)와 같은 문장의 사용
이 가능하다. 좀 더 자연스러운 구어 문장으로 대체하여 ‘영희는 어떤 남자 만나.’라
고 할 경우 이 문장은 전혀 비문법적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다.
또한 어떤 형식의 의미나 기능을 파악할 때 사용역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일반화를 하게 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우분리에 대한 통사적 논
의인 Ko, H.(2014)에서는 초점 성분이 우분리될 수 있다는 관점을 취한다. ‘영희를’
을 초점으로 하는 ‘철수가 어제 만났어 영희를’과 같은 문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런데 이러한 형식과 정보구조의 대응이 가능한 사용역이 제한적인 것은 아닌지 검토
할 필요가 있다.35)
이상으로 사용역에 따른 정보구조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
는 사용역에 따라 정보구조의 모든 양상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형
식이나 기능은 사용역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모든 사용역에
35) 우분리가 출현하는 사용역에 대해서는 3.1.2.2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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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공통적인 양상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언어가 가지는 정보
구조를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용역을 구분하는 논의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는 지역 방언의 음운론 연구에 비견할 수 있다. 예컨대 서남방언과 동남방언의
단모음 체계를 살펴보면 서남방언에서는 ‘어’와 ‘으’가 개별 음소로 존재하지만 동남
방언에서는 이들이 합류된 ‘Ǝ’가 존재한다는 차이를 가진다. 그러나 그 외의 단모음
들, 예컨대 ‘이’나 ‘아’와 같은 것은 두 지역어에서 공통된 것이다. 공통된 음소들이
있다고 하여 각 방언의 음소 목록을 기술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연구자는 없
다. 정보구조를 사용역에 따라 살펴보는 관점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역이라는 변인에
따른 공통점과 차이점을 두루 살펴 기술하고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2.4.2. 사용역의 선정
앞서 사용역의 구분에 따른 정보구조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기에
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역을 나누어서 살펴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
아보기로 한다.
사용역의 구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테면 전체 사용역을 구어
/문어, 구어체/문어체, 격식적/비격식적, 표준/비표준, 계획적/비계획적 등의 기준을 통
해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어가 사용되는 모든 상황을 총망라하는 전체 한
국어 사용역의 특정한 체계를 세우는 일에 주된 관심이 있지 않다. 본고의 초점은 사
용역의 구별 자체가 아니라, 정보구조가 사용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띨 수 있다는 점
에 있다. 따라서 몇 가지 대표적인 사용역을 선정하여 정보구조를 살펴보는 관점을
취할 것이다.
우선 문법적 자질들의 다양한 변이에 대해 사용역에 따른 실제 사용 양상을 기술
한 Biber et al.(1999)에서 선정한 대표 사용역을 참고로 하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모든 사용역 변이를 문법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여 네 가지 사용역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바로 대화, 소설(fiction), 신문 뉴스, 학
술문이다. 이들을 선정한 근거로는 이 네 사용역이 상당히 생산적이고 중요한 언어의
변이형들이며, 넓은 범위의 변이를 보여줄 만큼 서로 충분히 다르다는 점을 든다. 이
네 가지 사용역의 특성을 아래와 같은 표로 제시한다(Biber et al. 199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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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Biber et al.(1999)에서 선정한 네 가지 사용역의 특성
대화
모드

말

상호성과 실시간
성
직접적

상황의

공유
주요 소통 목적
이나 내용
청중
방언 영역

가짐.

소설
글(+글로

쓰인

대화)
(허구적 대화에
한정)

신문 뉴스

학술문

글

글

가지지 않음.

가지지 않음.
그렇지 않음.

그러함.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개인적 소통

오락적 독서

정보 전달/평가

개인
국지적

대중
전국적

대중
지역적/국가적

정보 전달/논증
/설명
전문가
전국적

이는 영어의 사용역 분류이지만 영어와 우리말이 보이는 언어 사용의 사회적ㆍ문
화적인 양상이 크게 이질적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분류를 따르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36) 즉, 우리말에서도 이 네 가지 사용역이 중요하고 생산적인 변이형이며,
서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여 살펴볼 만하다.
그런데 전반적인 문법적 자질들의 변이가 아닌 정보구조에 주목하는 본고는 이 네
가지 사용역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몇 가지 수정을 가하려 한다. 첫째로, 소설을
대표 사용역에서 제외할 것이다. 정보구조는 화자가 청자의 지식 상태에 대해 가정하
고 그것을 증대시키는 방식에 대한 논의이므로, 정보 전달을 중심 기능으로 하지 않
고 심미적인 서술구조를 가지는 문학 텍스트는 제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둘째로,
신문 뉴스 대신에 이와 흡사한 기능을 가지만 상이한 물리적 모드로 나타나는 텔레
비전 뉴스를 선택한다. 대화와 학술문이 전형적인 구어와 문어의 극단을 보여준다면,
문어체적 성격을 가지지만 구어 모드인 TV 뉴스가 그 중간 지점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37)
36) 실제로 Biber(1995)에서는 사용역 변이의 패턴이 언어보편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한
국어를 포함하여 서로 계통적으로 관련이 없는 세 언어와 영어를 비교하였는데 이들이 아주 흡사
한 패턴을 보인다고 하였다.
37) 매체와 문체를 구별한 장소원(1986) 이후로 우리말 논의에서도 물리적 모드로서의 말과 글, 그
리고 본질적 성격으로서의 구어체와 문어체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장경현(2010)에서 지
적하였듯이 그 구별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것이다. 본고는 이 두 차원의 관계에 대하여는 확답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TV 뉴스의 발화들이 1차적으로는 글로 생산된 원고를 읽는 2차적 생산물이
라는 점을 중시하여 그것이 ‘문어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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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우리는 대화, TV 뉴스, 학술문의 세 가지 사용역을 선정하여 정보구조
를 살펴볼 것이다. 이 세 가지 사용역의 성격을 여러 가지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는
데, 이를 아래와 같이 표로 제시하도록 한다.
(26) 본고에서 선정한 세 가지 사용역의 특성
물리적 실체

본질적 실체

통보 목적

발화상황

대화

말

구어적

일상적

직접적

TV 뉴스
학술문

말
글

문어적
문어적

정보적
학술적

간접적
간접적

수신자
특정적ㆍ친숙한
개체
일반적 집단
특수적 집단

그런데 이때 대화 사용역은 다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사용역에 입각한 분류
가 언어적으로도 일관된 분류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 강범모 외(1998)에
따르면, 방송 뉴스와 학술문은 각각 ‘계획된 정보 전달’과 ‘사실 및 절차 설명’이라는
일관된 텍스트 유형으로 볼 수 있으나 대화는 텍스트들의 언어적 양상에 따라 ‘모형
화된 비형식적 교류’와 ‘실시간 발화’의 두 종류로 나뉜다. 전자는 영화나 드라마의
대화와 같이 1차적으로는 글로 쓰인 대본을 가상현실을 가정하여 발화한 것을 말하
고, 후자는 현실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자연발생 대화를 말한다. 우리는 이를 각
각 ‘가공대화’와 ‘자연대화’라고 부르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대화 말뭉치에 포함시킬
것이다.
언뜻 생각할 때에는 자연대화로만 대화 사용역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자연대화와 가공대화는 연구 자료로서 각기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전체 대화 사용역을 상호보완적으로 구성한다.
우선 자연대화는 실제 자연발생 대화라는 측면에서 더 ‘대화다운 대화’라고 할 수
있으나 분석의 측면에서 난점이 있다. 본고에서 이용하는 자연대화는 21세기 세종계
획 말뭉치의 일상대화 전사 자료이다. 이는 형태 분석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개
인 연구자가 이용할 수 있는 구어 전사 말뭉치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쉽게
접근가능하고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말뭉치라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 자료의
이용에서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첫째, 화청자가 공유한 지식이나 발화 상
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다. 예컨대 어떤 텍스트에서는 대화참여자들이 컴
퓨터나 TV 화면을 보면서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발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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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정보는 따로 기술되어 있지 않아 발화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힘들다. 둘째로 억
양이나 강세, 어조 등의 운율 자질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종결억양이나 휴지
등의 기본적인 것은 전사되어 있으나 모든 경우에 있어 발화 의도나 명제 내용을 중
의적이지 않게 해석할 정도로 상세히 되어 있지는 않다. 셋째로 잘못된 분석이나 일
관되지 않은 분석을 포함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녹음된 발화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은 전사나 분석을 포기한 경우도 많이 있다.
가공대화는 자연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인위적ㆍ조작적인 성격을 가지는 ‘대
화답지 않은’ 대화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실세계에서는 그렇게 발화되
지 않을 법한 것이 영화나 드라마의 대사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가공대화는 분
석 대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첫째로, 화청자가 공유한 지식이나 발화
상황을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의 확인은 정보구조 연구
에서 특히 중요한 것으로, 연구 자료로서 가공대화가 가지는 가장 큰 이점이다. 둘째
로, 가공대화는 보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화를 보여준다. 세종계획 말뭉치의 자연대
화가 주로 도서관이나 식당 등의 고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대화참여자들의 발화를 담
는다면, 영화나 드라마의 대화는 다양한 시공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인물들의 대화
를 담고 있다. 셋째로, 대화참여자들이 자신의 발화가 연구 자료로 쓰인다는 것을 인
지하고 발화하는 자연대화보다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TV 뉴스 사용역에 대해서도 지적할 사항이 있다. TV 뉴스를 구성하는 모든 발화
들이 단일한 성격을 보이는 것은 아니고 이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앵커나 기자의 보도이고, 다른 하나는 취재 대상의 인터뷰나 녹취이다. 전자
는 계획적이고 격식적인 발화이지만, 후자에는 대화와 흡사한 비계획적이거나 비격식
적인 발화도 자주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보지위의 언어적 실현 양상이 종종 차이를
보이는데 3~4장의 구체적인 논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38)
사용역을 선정하는 것 못지않게 각 사용역을 구성하는 텍스트들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각 사용역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여주면서도 실용적인 측면에
서 수집과 분석이 용이한 텍스트들을 선정하였다. 그 구체적 목록은 다음과 같다.
38) 앵커의 발화와 기자의 발화 사이에도 언어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앵커의 발화는 기자의 발화에
비해 다소 주관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시청자들과 더 가까이 대면하는 듯한 표현을 종종
이용한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정보지위와 언어 표현의 관계를 살펴볼 때 이러한 차이가 드러나는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차이는 위에서 언급한 앵커나 기자의 보도라는 한 유
형과 취재 대상의 인터뷰나 녹취라는 또 하나의 유형 간의 차이에 비하면 작은 것이기 때문에, 우
리는 우선 위와 같은 분류를 일차적으로 중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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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본고에서 선정한 각 사용역을 구성하는 텍스트들
가. 대화
자연대화: 21세기 세종계획 구어 말뭉치의 일상대화 13개 파일(2001, 2003, 2004년
녹음 전사) (파일명: 5CT_0013, 5CT_0015, 6CT_0032, 6CT_0036,
6CT_0042, 7CT_0023, 7CT_0025, 7CT_0029, 7CT_0031, 7CT_0032,
7CT_0033, 8CT_0042, 8CT_0043)
가공대화: 영화 시나리오 5편 (<B형 남자친구>, <가족의 탄생>, <시라노;연애조작
단>, <김종욱 찾기>,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2004~2010년 상영),
TV 드라마 시나리오 7편 각 1회분 (<풀하우스> 1화, <내이름은 김삼순>
1화, <내조의 여왕> 2화, <최고의 사랑> 2화, <난폭한 로맨스> 3화,
<신사의 품격> 1화, <앙큼한 돌싱녀> 1화; 2004~2014년 방영)
나. TV 뉴스
지상파 3사 주요 뉴스 (KBS 9시 뉴스, MBC 뉴스데스크, SBS 8시뉴스;
2013~2014년 방송)
(KBS 9시 뉴스: 2014년 3월 10일(월)과 11일(화), 2014년 1월 25일(토)과 26일
(일), 2013년 7월 10일(수)과 11일(목), 2013년 10월 25일(금), 2014년 2월 23일
(일). MBC 뉴스데스크: 2014년 3월 17일(월)과 18일(화), 2013년 12월 11일(수)과
12 일(목), 2013년 4월 26일(금)과 27일(토), 2013년 6월 9일(일). SBS 8시뉴스:
2014년 3월 12일(수)과 13일(목), 2013년 5월 10일(금)과 11일(토), 2013년 9월
23일(월)과 24일(화), 2013년 11월 8일(금))
다. 학술문
학술지 ≪국어학≫ 68~70집 게재 연구논문 20편 (2013~2014년 발간)
(68집: ‘<월인석보>의 舊卷과 훈민정음의 언해본’(정광), ‘‘헹가래’의 語源과 意味에
대하여’(조항범), ‘논항 교체 구문의 의미론’(안명철). 69집: ‘형태소 교체의 규칙성에
대하여’(이진호), ‘단어와 문장의 형성 요소와 어휘부 모형에 대하여’(이은섭), ‘‘이/가,
을/를’의 비전형적인 분포와 기능’(신서인), ‘담양 지역어의 특징적인 음운현상’(이진
숙), ‘어휘부 등재소와 복합 구성’(문병열), ‘기술문법과 학교문법: 총론’(이선웅), ‘국
어 음운론에서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이상신), ‘국어 문법론에서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정희창), ‘국어 의미론에서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김윤신), ‘국어사에서
의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이동석). 70집: ‘문법 기술에서의 체계 정합성 문제’(유현
경), ‘은유적 합성명사의 결합관계와 인지언어학적 해석’(김진해), ‘현대국어 하오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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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하여’(유필재), ‘복합어 구성 요소의 의미 관계에 대하여’(최형용), ‘한국어
연결어미 의미 확장에서의 환유와 은유’(박재연), ‘동국정운의 중성 배열 원리에 대하
여’(차익종), ‘‘긏->…>끊-’의 변화 과정에 대하여’(김소영))

이 중 자연대화를 제외한 나머지 사용역은 모두 본고에서 새로 구축한 말뭉치이다.
세종계획 말뭉치에도 영화, 드라마, TV 뉴스, 학술문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비교적
오래된 1990년대의 자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의 텍스트들로 새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물리적 매체가 구어인 TV 뉴스의 경우 이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
다.
가공대화를 구성하는 영화와 드라마 시나리오는 모두 그 시대적 배경이 현재 시점
이고 중심인물들이 표준어를 사용하며, 평등하고 친밀한 관계에서의 일상적인 대화를
많이 포함하는 것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시나리오 작가 개인적인 문체의 영향을 최대
한 배제하기 위하여 선정된 텍스트의 작가가 겹치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나리오
의 대사와 실제 연기자의 발화가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화와 드라마 영상을 보
고 실제 발화된 대사를 직접 전사하여 텍스트를 재구하였다.
TV 뉴스는 지상파 3사 주요 뉴스가 서로 최대한 균등한 비율이 되도록 각각 7~8
일치 분량으로 구성하였다. 이 역시 가공대화와 마찬가지로 실제 뉴스 영상을 확인하
여 텍스트를 직접 전사하였다.39) 그 날 보도되는 주요 뉴스를 요약하여 제시하는 뉴
스 시작 꼭지부터 단신이나 일기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사들을 포함하였다.40)
학술문은 최근에 발간된 ≪국어학≫의 연구논문들을 선정하였다. 대화나 뉴스는 다
양한 주제의 텍스트들을 포함하면서 학술문에서는 특정한 학문 영역에 한정한 것은
이상적이지는 않으나 분석의 용이함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텍스트에 나타난
문장들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맥락에서의 의미를 정보구조적으로 분석해야 하는
본고의 목적을 고려하면, 분석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힘든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보다
는 한정된 영역이지만 그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39) 모두 해당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 여기에는 기사
영상과 대본 텍스트가 함께 제공되고 있는데, 실제 발화와 대본이 다른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
에 대본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되 직접 영상을 재생하고 확인하여 이를 실제 발화에 일치되게 수정
하였다.
40) 단, 저작권이나 기타 이유로 인터넷 상에서 다시보기가 제한된 뉴스 꼭지의 경우에는 전사가 불
가능하므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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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학술문 텍스트를 구성하는 문장들 중 학술 논의 대상이 되는 예문들은 삭제
하고 말뭉치를 구성하였다. 본고에서 다루는 학술문 텍스트가 국어학 분야의 것이어
서 논의 대상이 되는 문장들이 텍스트 안에 종종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학술문 텍스
트를 구성하는 발화라기보다는 상위언어적으로 사용된 문장이므로 학술문의 언어적
특성을 살펴보려는 의도로 구성된 말뭉치에는 포함되지 않는 편이 적절하다.
다음으로, 말뭉치의 규모는 각 사용역 당 대략 10만 어절씩, 전체 대략 30만 어절
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대화는 자연대화와 가공대화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도록 대
략 5만 어절씩으로 구성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28) 말뭉치 텍스트의 규모
대분류
대화
TV 뉴스
학술문
총합

중분류
자연대화
가공대화

어절 수
50,808
49,056
100,731
102,262
302,857

99,864

문장 수
16,013
28,153
12,140
9,900
6,966
45,019

총 30만 어절은 비교적 소규모의 말뭉치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어떤 일반화를
내린다는 것이 다소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예컨대 Biber et al.(1999)는 대
략 4천만 어절의 방대한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특정 형태소나 단어 같은
작은 형식 단위에 대한 연구가 아닌, 여러 문장들이 이루는 담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소규모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기계적이고 자동적인 추출이 가능한 대상이
아니고 연구자가 일일이 그 맥락을 파악하여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30만 어절 규모
도 작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일례로 여러 유형의 분열문들의 기능적 차이에 대
하여 말뭉치에 기반한 연구를 수행한 Collins(2006)에서는 50만 어절 규모의
London-Lund 말뭉치를 사용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사용하는 말뭉치의 운율 전사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앞
서 말했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세종계획 말뭉치의 자연대화 텍스트들은 기본적인 수
준에서 운율이 전사되어 있다. 세종계획의 구어말뭉치 구축 지침을 따르면, 구어 전
사는 억양이 바뀌기 이전까지의 하나의 연속된 발화 단위인 ‘억양단위’를 기본으로
한다. 억양단위는 기본적인 높이(pitch)로 시작되고, 쉼(pause)이 나타나며, 빠른 음
절의 연쇄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그 끝에서는 음절이 길어지는 특징을 가진다.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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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 유형은 하강 억양(.), 상승 억양(?), 약한 상승이나 하강 억양(,), 활기에 넘치
는 기운찬 어조(감탄의 끝)(!)의 네 가지로 나누고, 쉼은 1초 이상의 쉼에 대해서
0.1초 단위까지 표시한다.
본고가 직접 전사한 가공대화나 TV 뉴스 텍스트에 대해서는 이러한 초분절 요소
의 전사를 부분적으로 수행하였다. 세종계획에서 제시한 네 가지 억양 유형을 따라
이를 구별하여 각 문장부호로 표시하였고, 특히 가공대화에서는 억양단위와 문법적
문장단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억양단위를 중시하였다. 쉼 또는 휴지는 특히 제시어
에 대한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운율 요소가 되는데, 그 절대적인 길이까지 표시하지
는 못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유표적인 휴지라고 여겨지는 경우에 쉼표로 나타내었다.
기계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고 직관적인 분석에 그친 것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
을 것이나, 기계를 통한 분석에 있어서도 여전히 어느 정도의 길이까지를 휴지로 볼
것인지가 또한 문제될 것이다. 운율적 요소의 전사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발전된
방법과 논의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한편, 세종계획의 자연대화 말뭉치에는 억양과 휴지 외에도 다양한 초분절적 요소
나 음성 자질 및 발화 실수와 관련된 특성들이 전사되어 있는데, 본고에서 인용하는
예문에는 논의에 직접 관련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요소들을 삭제하여 제시하기
로 한다. 이에 따라 웃음소리, 휴지의 길이, 불분명한 음절이나 끊어진 어절의 표시
등의 태그는 대부분 삭제하였다. 단, 표현적 장음(::), 머뭇거림을 나타내는 담화표지
‘이, 그, 저, 아, 어’의 표시(~), 휴지(<pause>)를 나타내는 태그는 그대로 표시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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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절대적 정보구조
3장에서는 언어 표현이 가리키는 지시체가 가지는 절대적 정보구조 혹은 정보지위
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지시체에는 실체와 명제가 포함되고 이는 문법적으로 각각
명사구와 절로 표현된다. 지시체의 절대적 정보지위를 평가하는 틀은 청자-구/신과
담화-구/신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다. 이러한 단일한 틀로 실체와 명제를 통합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 본고의 중요한 특징이다. 3.1절에서는 명사구 실체의 정보지위를,
그리고 3.2절에서는 명제의 정보지위를 고찰하는데, 각각의 절은 담화-구, 담화-신
ㆍ청자-구, 청자-신 지위라는 주어짐성 단계에 따라 논의될 것이다.

3.1. 명사구 실체의 정보지위
3.1.1. 명사구 실체의 정보지위의 의의 및 대상
이제 명사구 실체가 가지는 절대적 정보지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다. 2장에서 살
펴본 담화-구, 담화-신ㆍ청자-구, 청자-신의 위계와, 담화-구 지위를 활성화와 준
활성화로 나누는 체계가 적용될 것이다.
기존에 한국어 논의에서는 특정 명사구 형식이 나타내는 의미에 대한 해석론적 방
향의 문법 연구는 많이 진행된 바 있다. 대표적으로 지시어(demonstrative)나 대명
사, 생략 현상 등에 대하여 문법적 양상과 의미적 양상을 함께 다룬 논의들이 있다.
한편 표현론적 접근법의 연구에서는 ‘한정성(definiteness)’, ‘특정성(specificity)’ 등
의 개념에 기반한 것들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한국어 명사구 전반에 대하여 절대적
정보지위의 체계를 설정하는 논의는 별로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지시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에 대한 특정한 위계를 상정한 것은 그것이 어떤
한국어 형식들과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즉, 위계의
한 지점에 해당하는 정보지위가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어떤 특정 형식으로 나타나거
나, 어떤 특정 형식이 일반적으로 한 특정한 정보지위를 표현한다거나 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지시체의 정보지위에 대한 이러한 기능과 형식의 상관관계가
깊지 않다는 기술이 종종 이루어져 왔다. 대표적인 것이 한정성이다. 한정성은 영어
의 문법 범주로서의 한정명사구와 관련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의미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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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론적으로 ‘(유일)확인가능성’ 등을 뜻하기도 하는데, Lee, C.(1995), 전영철(2013
가) 등 한정성과 관련된 여러 논의에서 한국어에는 한정성이 문법 범주로 실현되지
않음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어에는 영어와 같은 관사체계가 존재하지 않아서 관사나 지시사
가 없는 명사구 형식인 맨명사구(bare noun)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어떤 특정 인지적 지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특히 한정성과 관련해서 한정
적인 의미와 비한정적인 의미에 모두 쓰인다. 즉, 맨명사구라는 형식과 한정성이라는
의미는 표현론과 해석론의 양방향 관계에서 모두 큰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 맨명사구
가 쓰였지만 비한정적인 경우가 많이 있으며 한정성이 맨명사구가 아닌 다른 형식으
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 어떤 관계도 일반화하기 힘들다.
또한 맨명사구는 한정성에만 무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에서 설정한 정보지
위의 어느 지점과도 깊은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가장 일반적이고 무표적
인 명사구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 맨명사구가 어떠한 특정 인지적 지위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1) 가. 나 그 옆에 아가씨가 한 명 서 있었고, 내가 서 있었고, 내 오른쪽에 아줌마가
서 있었거던? //1) 아니 인제~ 아줌마가 인제~ 쫌 약간 머뭇거리는 듯 해서 그
냥 가만히 서 있었어.
나. 나 방학 때 돈 한::푼도 안 썼어. 밥두 내가 안 사 먹구, 간식도 내가 안 사먹
구, 사 줘 막 이러구. // 애들한테 동생들한테 막 -누나 좀 사 줘.

(1가, 나)는 모두 자연대화 말뭉치에서 나타난 발화인데, 아무런 수식 성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일반명사인 맨명사구가 다양한 인지적 위계의 지점을 표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1가)의 첫 번째 밑줄 친 ‘아줌마’가 가리키는 실체는 이 발화 이전
에 청자에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 이 담화에서 처음 도입되는 실체, 즉 청자-신 실체
이다. 그런데 동일한 명사가 다음 문장에서 다시 출현하는데 이때의 ‘아줌마’는 이미
이전 담화에 도입되어 있는 것이므로 담화-구 실체가 된다. (1나)는 대학의 같은 학

1) 말뭉치에 나타난 실제 발화들에는 한 화자가 이야기하는 중간에 다른 화자가 ‘어’, ‘그래?’ 등과 같
이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논의에 영향
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경우 지면 관계상 종종 이를 생략하여 예를 제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 생략된 부분을 ‘//’로 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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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친구들 사이의 대화로, ‘애들’과 ‘동생들’이 가리키는 실체는 화청자의 학과 후배
들을 가리키며 이는 화청자 사이에 공유되었지만 현재 담화에는 처음 나타난 담화신ㆍ청자-구 실체이다. 이때에도 맨명사구 형식이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에서 본 것처럼 맨명사구는 담화-구, 담화-신ㆍ청자-구, 청자-신의 지위들
중 어느 것과도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것은 아닐지
라도 높은 경향성을 가지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맨명사구가 항상 어떤 특정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대부분의 경우 혹
은 꽤 높은 확률로 어떤 지위와 연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는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할 문제이지만, 그러한 상관관계가 강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우리말에서는 명사구의 형식과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가
직접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그 동안의 연구에서 그 관계에
별로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본고는 맨명사구 외의 기타 유표적인 형식들 중에는 특정한 정보지위 혹은
인지적 지위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보고 이에 주목하려 한다.
이에 해당하는 형식들은 생략형(영형대명사), 인칭대명사 및 지시대명사, 우분리(후
보충) 성분, ‘X 있잖아’와 ‘X 말이야’류의 X 성분, 비한정관형사 및 비한정대명사,
‘X-이라는 Y’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기능과 형식의 양방향에서 절대적인 상관관계
를 보인다기보다는 어느 한 쪽의 방향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경향성을 가지는 관계를
보인다. 다음 절들에서 각각의 정보지위와 형식의 상관관계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살
펴보도록 하겠다.
한편,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리가 다루는 실체의 정보지위는 담화에 출현한 모든
명사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본고는 명사구가 ‘지시
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할 것이다. 주어진 명사구가 시간의 흐름에도 연속적인
정체를 가진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일 때 그 명사구를 ‘지시적’이라고 한다(Du
Bois 1980: 208). 이때 ‘대상’은 물리적 대상과 객관화된 개념을 포괄하는데, 우리는
이 중 물리적 대상으로서의 실체를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지시적으로 보이는 명사구이더라도 실제 쓰임에서는 비지시적인 용법을 가질 수
있다. 예컨대 계사의 보어로 쓰여 속성을 나타낼 때, 서술어 ‘같다’의 선행 명사로서
나타날 때, ‘명사+명사’ 구성에서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선행 명사로 나타날 때에는
비지시적인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주어진 명사구가 지시적인 것인지 아닌지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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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판단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이에 우리는 인간 명사구를 중심으로 하되 지시성을 가지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
되는 사물 명사구 등 맥락을 통해 지시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 명사구 실체
에 한정하여 논의할 것이다. 지시적 명사구와 비지시적 명사구를 가르는 문제는 본고
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Du Bois(1980) 등에서 관찰하였듯이 적어도 인간을
가리키는 명사구는 비인간 명사구에 비해 지시성을 가지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정은 명사구 형식의 선택에 실체의 존재론적 성격이 변인으로 작용할 가
능성을 차단한다는 측면에서도 논의의 편의를 돕는다. 명사구 형식의 결정에는 우리
가 살펴볼 정보구조적인 지시체의 인지적 지위뿐만 아니라 명사구가 나타내는 실체의
존재론적 성격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예컨대 맥락에서 같은 정도의 주어짐성을 가지
는 실체이더라도 그것이 인간을 나타내는 경우와 추상적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 표현 형식이 달라질 수 있다. Fraurud(1996)에서는 인식론적 존재론에 의해 실체
를 크게 개체(individual), 함수(function), 일례(instance)의 세 부류로 나누고 이들이
명사구로 나타나는 양상을 살피고 있는데, 이러한 실체의 존재론적 성격에 따른 명사
구의 실현도 중요한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인간이나 구체적 사물
을 나타내는 경우에 한해 논의함으로써 실체의 존재론적 성격이 명사구 형식을 결정
하는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고 정보구조적인 성격에 따른 양상에 집중하도록
한다.

3.1.2. 담화-구 실체
이제 실체의 정보지위의 위계 중 가장 높은 주어짐성을 가지는 담화-구 지위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담화-구 실체는 활성화 정도에 따라 다시 활성적 담화-구 실
체와 준활성적 담화-구 실체로 나뉜다. 각각을 절을 달리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3.1.2.1. 활성적 담화-구 실체
우선 실체의 정보지위 중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담화-구 지위 중에서도 활성적
인 담화-구 지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담화-구 지위란 텍스
트나 발화상황에서 지시체의 표상이 주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현재
발화 시점에서 현저한 것으로 두드러진 정보를 활성적 담화-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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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언어적으로 인칭대명사 및 지시대명사 등이 활성화된 실체를 표현하는 형식이라
고 할 수 있고 이는 한국어도 마찬가지이다.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는 화시소
(deixis) 혹은 조응어(anaphor)로 기능하는데, 전자가 발화상황에서 주어진 정보에
해당하고 후자가 텍스트에서 주어진 정보에 해당한다. 이들은 그 자체가 어휘적으로
무엇을 지시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고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맥락에
기대어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발화하는 화자는 청자가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
는지를 알고 있다고 가정한 것이다. 그러한 가정이 없을 때에는 이 표현들을 쓸 수
없다.
우리말은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 외에도 영형대명사 혹은 명사구 생략형2)이 활
발히 나타나는데, 이 역시 활성적 담화-구 실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는 인칭대명
사나 지시대명사 등의 유형적인 표현보다 더욱 확실하게 활성적 담화-구 실체를 나
타낸다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청자가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을 때에만 생략형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의 생략형과 인칭대명사 및 지시대명사 등이 어떤 구정보 실체를 나타낸다
는 것은 직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들이 실체의 정보지위의 위
계 중 어떤 지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주어짐성 지위라는 기능과 해당 형식 간에
상관관계의 양상이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는 상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생략형,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2) 활성적 담화-구 실체와 관련된 언어 형식의 목록
가. 생략형 혹은 영형대명사
나. 인칭대명사: ‘나’, ‘우리’, ‘저’, ‘저희’ (1인칭); ‘너’, ‘너희’, ‘당신’, ‘저희’ (2인칭);
‘얘’, ‘걔’, ‘쟤’, ‘이분’, ‘그분’, ‘저분’, ‘이쪽’, ‘그쪽’, ‘저쪽’ (3인칭)
다.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

우선 생략형이란 외현적인 명사구 표현으로 복원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이론적으
로 가정한 구조에서 어떤 성분이 필수적인 변형 절차를 거쳐 없어지는 현상은 포함
하지 않는다. 인칭대명사의 목록은 (2나)와 같은데, 3인칭 대명사 ‘그, 그녀’는 소설
과 같이 극히 한정된 사용역에서만 쓰임이 국한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논의 대상에서

2) 이하에서 ‘영형대명사’, ‘생략형’ 등으로 이를 명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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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 또한 익히 알려져 있듯 우리말 2인칭 표현은 형식적으로 대명사인 것뿐만
아니라 혈연관계나 사회적 관계, 지위 등을 나타내는 명사가 전용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시대명사의 목록은 (2다)와 같다.
이제 생략형,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의 출현 및 사용 양상을 정보구조적인 관점에
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이들의 사용에는 다른 화용론적 요인이나 어휘
ㆍ문법적 요인이 함께 관여한지만,3) 이러한 변인을 최대한 통제하여 정보구조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양상을 포착하도록 할 것이다.
우선, 활성적 담화-구 지위는 텍스트를 원천으로 할 수도 있고 상황을 원천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중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는 전자의 경우를 먼저 살펴본다. 그리
고 이때에도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선행어와의 거리와 의미관계라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 각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한다.
생략형 및 대명사들은 선행어와의 물리적 혹은 주제적 거리가 가깝다는 측면에서
활성화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생략형을 살펴보자.
(3) 가. A: 아 그만해. 형이 간장게장 좋아하니까 그런 거지.
B: 나도 ∅ 좋아해 나도! 나도 간장게장 환장한다구 나도!
나. A: 봉순이가 좋아했던 남자애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애가 저를 좋아했었거든요.
B: 어머나, 그 흔한 삼각관계? 그래서?
A: 그런데 봉순이랑 대판 싸우게 돼서요. 제가 홧김에 그 남자애를.
B: 홀랑 사겼구나!
A: 네.
B: 어머나.
A: 처음엔 그랬었는데. 나중엔 ∅ 진짜 좋아했었어요 저두.4)

(3가)에서 생략형으로 나타난 실체는 바로 앞 문장에서 환기된 ‘간장게장’이다. 즉,
이는 담화-구 실체가 직전문장에 나타난 것으로 높은 주어짐성을 가진다. 그리고 (3
나)의 생략형이 가리키는 실체는 앞선 문장들에서 ‘봉순이가 좋아했던 남자애’, ‘그
3) 예컨대 Walker & Prince(1996)에서는 담화에서 주어진 실체가 대명사로 실현되는지의 여부가,
그 실체가 청자의 인지상태에서 가지는 정보지위뿐만 아니라 중심화이론에서 설명하는 전향중심
위계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였다.
4) 문장에서 생략형의 위치는 이를 복원했을 때 가지는 문법적 역할의 기본 어순에 따라 상정하였다.
(3)에서는 생략형이 목적어 성분에 해당하므로 동사 앞 위치에 ‘∅’을 상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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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애’ 등으로 나타나는 실체이다. 선행어가 직전문장에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담화
주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높은 주어짐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즉, (3가)는 물리
적 거리의 측면에서, (3나)는 주제적 거리의 측면에서 활성적 담화-구 지위를 가지
는 경우에 해당한다.
담화-구 실체일지라도 선행어와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략형이 쓰이
기 힘들다. 이는 아래와 같은 맥락에서 확인된다.
(4) A: 혹시 돈 때문에 그래?
B: 돈 있어.
A: 그치? ⓐ아저씨가 달래지?
B: 얘, 엄마한테 오는 남자들, 돈 때문에 오는 거 아냐. 보면 모르니? 엄마 이쁘잖아.
A: 그래서? 얼마나 달래는데, 어?
B: 뭐, 사랑을?
A: 혹시 ⓑ그 아저씨가 엄마 죽기만 바라는 거 아니야?
(→ #혹시 ∅ 엄마 죽기만 바라는 거 아니야?)

위의 대화는 딸 A와 엄마 B의 대화인데, A의 마지막 발화에 나타난 ⓑ는 앞서 등장
한 ⓐ가 가리키는 것과 동일한 인물을 지시한다. 따라서 ⓑ‘그 아저씨’는 담화-구 실
체인데, 이를 생략형으로 표현하기는 힘들다. 선행어와의 사이에 여러 문장들이 개입
되고 그 문장들에는 다른 실체(‘엄마한테 오는 남자들’)가 등장하기 때문이다.5)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도 선행어와의 거리의 측면에서 볼 때 선행어가 물리적으
로나 주제적으로 가까운 선행맥락에서 주어진 경우에 나타난다.
(5) 가. A: 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채영 씬 제 첫사랑하고 너무 닮았어요.
B: 그분이 참 미인이셨나 봐요.
나. A: 그럼 준혁인 서울대 가는 거야?
B: 당연하지.
A: 우리 준혁이 머리 좋은 거 니들도 알잖아?
5) 명제가 나타내는 사태의 참여자 성분들이 문장에서 비실현되는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그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와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화제와 초점 등 상대적 정보지위와도 관련된다. 초점
은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생략형으로 나타나기 힘들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4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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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우리 준혁이? 야, 진짜 사귀는 거야?
A: 그렇다니까!
B: 장난 아니다. 천지애 남자들 갖고 놀기만 했지, 진짜 사귀는 건 처음 아니
야? 너 설마, 걔 정말 좋아해?
(6) 가. 야, 그 시계 풀러. 그거 내 꺼야.
나. A: 오늘 우리가 한 퀴즈는 방송에 나오지 않을 거니까.
B: 왜요?
A: 구애정 니 입으로 그거 편집해 달라고 할 거니까.
B: 제가 왜요?
(…중략…)
B: 어차피 헐리웃도 안 가는 건데, 그냥 그냥 그거 편집하지 말구 저 좀 살려
주세요.
A: 어딜 잡아, 놔.
B: 그럼 차라리 저를 이렇게 때리세요 이렇게.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냥 정
신줄 놓고 아까 문제 내다가 그냥 미쳤었나 봐요.
A: 야 얘 이게 무슨 무슨 짓이야 이게. 지금 니 머리로 내 주먹 치는 거야? 놔.
놔, 나 독고진이야.
B: 독고진이니까, 대한민국 일등 호감이니까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저, 독고진 씨가 한번만 봐주세요. 제깟게
제 주제에 그거 편집해 달라고 얘기하면은 저 정말 완전하게 아웃이에요.

우선 인칭대명사의 예인 (5)에서 (5가)는 직전문장에서 주어진 실체를 나타내는
경우이고 (5나)는 담화주제인 실체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5가)에서 ‘그분’은 앞선
상대방 발화의 ‘제 첫사랑’을 가리키고 (5나)에서 ‘걔’는 4문장 이전의 발화에 등장한
‘준혁이’를 가리키지만 이는 단순히 근접문장에서 나타난 실체일 뿐만 아니라 담화
전체의 중심 실체이다.
(6)은 지시대명사의 예로, (6가)는 직전문장에서 주어진 실체를 나타내는 경우이
고 (6나)는 담화주제인 실체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6가)에서 ‘그거(그것)’는 바로
앞선 문장의 ‘그 시계’를 가리키는데, 이 경우에는 언어맥락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맥
락, 즉 발화 상황에서도 그 실체가 주어져 있다. (6나)에서 밑줄 친 ‘그거’는 선행 담
화에서 등장한 ‘오늘 우리가 한 퀴즈’를 가리키는데, 이것이 한동안 대화에 등장하지
않고 많은 문장들이 개입된 후 다시 나타나는 경우에도 ‘그거’로 지시되고 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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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화에서 중심적으로 이야기되는 실체이기 때문에 문장 표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
지 않더라도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도 위의 생략형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가 담
화-구 지위에 해당하더라도 이전 담화의 선행어와 거리가 먼 경우에는 쓰이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7) 가. A: 태준이 또 아침 회의 빠졌다며? 회장님 노발대발 난리나셨다.
B: 비공식 미팅이 잡혔대요.
A: 그걸 미리 얘기 않고 잡아? 댈 핑계를 대. 우리 회장님도 젊었을 때는 태준
이 같았어. 고삐 풀린 망아지모냥. 그거 잡아준 게 나 아니니.
B: 네 어머님.
A: 너 내조가 별 거 아닌 거 같지? 그게 남자를 영웅으로 만들기도 하고, 핫바
지로도 만드는 거야. 너 그거 잘해야 돼.
B: 네 어머님.
A: 참, 김홍식 이사 모친상 당했다면서. ⇒ ①
B: 근조화환 보냈습니다.
A: 꽃나부랭이루 되겠어? 사람이 직접 가 봐야지.
태준이는 시간이 없을 거니까, 니가 가 봐라.
(→ #걔는 시간이 없을 거니까, 니가 가 봐라.)
나. B: 야 너 혹시 시카고 봤어?
A: 아니 못 봤어.
B: 보고 싶지 않아?
A: 나두. 보고 싶어.
B: 시카고 끝났나?
A: 안 끝났지.
B: 아직 하고 있어?
A: 어. 야 보러 가자. 보러 가자.
B: 보러 갈까?
A: 어,
B: 야 너 뭐 해? 아 언제 보러 가지? 시험 끝나고?
(…중략…)
A: 시험 기간 그 월화수에 그~ 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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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아유, 진짜.
A: 목요일날두 놀구,
B: 시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재미없다고 그러더라?
(→ #그거 근데 어떤 사람은 재미없다고 그러더라?)
아니 근까, 그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지만.
A: 재미있구 그런 건 상관없는데,

(7가)는 시어머니 A와 며느리 B의 대화인데 A의 마지막 발화에서 나타난 ‘태준이’는
대화의 앞부분에서 이미 등장한 실체이다. 이때 이를 대명사로 바꿀 수 없다. 앞부분
에서는 그 실체가 담화주제에 해당하지만 ① 부분에서는 새로운 사건과 그에 따른
새로운 담화주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즉, 다른 주제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는 문
장들이 중간에 개입하였다. 이 경우는 선행어와의 물리적ㆍ주제적 거리가 멀기 때문
에 대명사가 쓰이지 못한다. (7나)는 친구 간의 대화인데 제시된 담화 조각에서 영
화 ‘시카고’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중간에 담화주제가 ‘시험’으로 바뀌고, 나중
에 다시 ‘시카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다. 이때 다시 제시된 담화주제인 ‘시
카고’는 대명사 ‘그거’로 표현되기 힘들다. 역시 선행어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제는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는 두 번째 기준인 선행어와의 의미 관계에 대해 살
펴보도록 한다. (3)~(7)에서 살펴본 예들은 모두 선행어와 동일지시의 관계를 가지
는 직접적인 담화-구 실체에 해당하였는데, 선행어로부터 추론가능한 간접적 담화구 실체도 생략형 및 대명사들로 나타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우선 생략형은 간접적으로 주어진 추론가능한 실체를 나타내는 데에 쓰이지 못하
는 것으로 보인다. 청자가 완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화자가 확신하는 성분을 생략하
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드러난 것이 아닌 추론으로 연결된 실체는 영형으로 나타나
기 힘든 것이다.
대명사와 지시어도 마찬가지로 간접적인 담화-구 실체를 나타내는 데에 쓰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Gundel et al.(1993)에서도 영어에서 인칭대명사가 절대적 정
보지위의 가장 높은 단계를 나타낸다고 하여 본고의 주장과 동궤에 놓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래 (8가)와 같은 예를 들어 인칭대명사가 추론으로 연결
된 실체를 나타내는 예외적인 현상이 있다고 한다. 즉, 인칭대명사가 간접적 담화구 실체를 나타내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러한지 (8나)와 같이 대응하는
우리말과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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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 There was not a man, woman or child within sight: only ⓐa small
fishing-boat, standing out to sea some distance away. Harriet waved wildly in
its direction, but ⓑthey either didn’t see her or …… (Gundel et al. 1993: 282)
나. 시야에 어떤 남자도, 여자도, 아이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작은 고기잡이배만
멀찍이 바다로 향해 있을 뿐이었다. 해리엇은 그 방향으로 힘껏 손을 흔들었지
만 ⓑ그들은 그녀를 보지 못했고 ……

(8가)의

ⓑ‘they’나

이를

한국어로

나타낸

(8나)의

ⓑ‘그들’은

ⓐ‘a

small

fishing-boat’(‘작은 고기잡이배’) 안에 탑승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즉, 이전 텍스트에
직접적인 선행어가 실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선행어로부터 추론 가능한 실
체를 대명사가 나타낸 경우이다. 그런데 이러한 예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고, 특히 이
것이 소설에서 출현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의 말뭉치, 특히 대화에
서는 인칭대명사가 이렇게 간접적인 텍스트-구 지위를 가진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
다. 1ㆍ2인칭 대명사는 그 실체가 발화 상황에 주어진 것이므로 언제나 직접적 담화
-구 지위일 수밖에 없고, 3인칭 대명사도 모두 이전 텍스트나 발화 상황에서 직접
주어진 실체를 나타내었다.
지금까지 텍스트를 원천으로 하는 실체의 활성적 담화-구 지위를 살펴보았는데,
이 경우가 가장 흔한 것이기는 하지만 발화 상황을 원천으로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나타난다. 특히 화청자를 나타내는 생략형이나 1ㆍ2인칭대명사는 그 실체가 텍스트
에서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발화 상황에서 이미 현저한 것으로 담보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생략형,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는 실체의 담화-구 지위,
그 중에서도 활성적인 높은 주어짐성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정보의 원천이 텍스
트인 경우에는 선행어와의 거리나 의미적 관계에 있어서 그러하고, 정보의 원천이 발
화 상황인 경우에는 상황에 직접 주어진 실체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생략형과 인칭대명사 및 지시대명사 간에 활성화 정도가 차이를 보이는 것
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들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텍스트에서 선행어와
의 거리, 선행어와의 직간접성이라는 기준에서 같은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생략형은
외현적인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에 비해 유형(有形)의 형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것이 지시하는 실체의 주어짐성이나 예측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에 사용되는 것은 아
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을 중시하여 생략형이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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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다 높은 정도의 활성화 상태를 나타낸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장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표현들의 사
용 분포는 차이를 보이지만, 이는 절대적 정보지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
에 의한 것이다. 즉, 생략형과 인칭대명사 및 지시대명사는 활성화의 측면에서는 유
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말뭉치에 나타난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는 아래와 같이 생략형으로 대치하
는 것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아래 (9)는 생략형으로의 대
치가 가능한 경우이고 (10)은 그렇지 않은 경우이다.
(9) 가. A: 딱한 사람, 우리가 도와주면 좋잖아.
B: 관두자, 관둬. 너랑은 진짜 말이 안 통한다. (→ ∅)
나. A: 에이, 다 먹었네. 큰 거 살걸.
B: 뭐 하나 남았구만.
A: 그건 마지막 거라 안 먹어요. (→ ∅)
(10) 가. A: 너 미쳤냐? 아무리 화가 나두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B: 그건 알면서, 해야 될 짓과 하지 말아야 될 짓은 모르나 보지? (→ #∅)
나. 누나, 나 보고 싶었지? 난 누나 보고 싶었어. (→ #∅)
다. 아이, 덮는 건 이걸로 해요. 이게 이뻐요. (→ #∅)
라. A: 우기지 좀 마라. 너는 그게 병이야.
B: 그건 내가 할 소리야. (→ #∅)

그런데 이때 대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가 (10가, 나)와 같
이 대조 화제를 가리키거나, (10다, 라)와 같이 초점을 가리키는 경우이다. 대조 화
제나 초점은 4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간략히 언급하자면, (10가, 나)에
서는 밑줄 친 요소가 문두의 ‘은/는’ 결합형으로 화제를 나타내면서 동시에 각각 ‘해
야 될 짓과 하지 말아야 될 짓’, ‘누나’와 대조적 의미를 가진다. (10다, 라)에서는
각각 ‘X가 이쁘다’, ‘그것은 X가 할 소리다’와 같은 전제 명제에 대하여 그 X가 ‘이
것’, ‘나’라는 것을 명시한다는 점에서 밑줄 친 요소가 초점이 된다.
즉, (10)에서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가 생략형으로 대치될 수 없는 것은 해당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가 아니라 상대적 정보지위와 관련된다. 어떤 실체가 명제에
서 어떠한 상대적 정보구조적 역할로 나타나는지를 예측하는 문제는, 그 실체 자체의

- 71 -

절대적 정보지위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또한 실체의 정보지위 때문이 아니라, 명제와 실체가 맺는 의미 관계가 새로운 것
이어서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지시 표현의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11) A: 나 이거 맛으로 마시는 거 아냐, 건강식으로 마시는 거지. 성공하려면 건강해
야 되거든.
B: 그럼, 나도 하나만 줘.

(11)의 B의 발화에서 ‘나도’가 가리키는 실체는 화자로, 활성화된 담화-구 실체이다.
그런데 여기에 조사 ‘도’가 결합하여 명제와 이 실체 간의 특정한 의미적 관계를 나
타내고 있다. 이때 ‘나도’ 대신 생략형이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렇게 되면 화자가 의도하는 자매항 관련 의미가 표현될 수 없다. 즉, (11)은 비-정
보구조적인 의미 때문에 담화-구 실체를 나타내는 표현에 생략형이 쓰이지 않은 경
우이다.
요컨대 활성화의 측면에서 생략형과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는 서로 다른 위계를
점하지 않는다. 이들 간의 선택에는 다른 담화적ㆍ의미적 요인들이 개입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생략형,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라는 형식과, 활성화된 담화-구 지위라
는 기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각각의 형식에 대하여 표현론적 관점과 해석
론적 관점을 적용해 볼 것이다.
우선 생략형이 활성적 담화-구 지위라는 의미 혹은 기능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지 알아보기로 한다. 표현론적인 관점에서, 어떤 실체가 활성화 상태이면 생략형으로
실현되는 경향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경향이 있다면 그 경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사용역적인 변이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생략형은 TV
뉴스나 학술문에 비해 대화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화에
한하더라도, 활성화 실체라고 하여 반드시 혹은 높은 확률로 생략형으로 나타나는 것
은 아니다.6)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어떤 성분이 그 절대적 인지 지위는 현저하

6) 본고에서는 표현론적 관점에서의 의미와 형식의 관계는 완전한 말뭉치 분석을 행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서는 텍스트에 나타난 모든 명사구 실체들의 정보지위를 분석해야 하는데 실질적
으로 이것이 매우 지난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표현론적 관계는 부분적인 말뭉
치 분석이나 내성적 고찰을 통해 설명한 경우들이 있다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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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주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명제의 내적인 상대적 정보구조나 그 실체와 명제가 가
지는 의미적 관계에 따라 생략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다. 한편, 해석론적인 관점에
서는 생략형이면 활성화 지위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생략형이 쓰이는 조건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차원의 담화적ㆍ정보구조적 속성도 포함되지만, 활성화
상태는 생략형이 나타나는 필요조건인 것이다.
다음으로 인칭대명사 및 지시대명사에 대하여 살펴보자. 표현론적 관점에서 활성화
지위와 이들 형식 간에 절대적인 상관관계나 확률적으로 대단히 강한 상관관계를 보
이는 것은 아니다. 활성적 실체는 앞서 살펴본 생략형으로도 나타나고, 더불어 맨명
사구나 고유명사 등의 또 다른 형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해석론적 관점에서는 생략형과 달리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로 나타난 실체
가 항상 활성화 상태라고 할 수는 없다. 텍스트에서 조응어와 연결되는 언어항목이
그에 선행하여 나타나지 않고 후행하여 나타나는 역행 조응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이
다. 역행 조응적으로 쓰인 인칭대명사나 지시대명사는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가 발화
시점에서 이전 담화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담화-구가 아닌 담화-신 실체
에 해당한다.
이제는 활성적 담화-구 지위와 관련된 형식들의 사용역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
다. 우선 생략형은 주지하다시피 대화에서 가장 활발히 나타난다. 그런데 TV 뉴스나
학술문에서도 그 쓰임이 적지 않다.
(12) 가. A: 봉순이가 좋아했던 남자애가 있었는데요. 그 남자애가 저를 좋아했었거든요.
B: 어머나, 그 흔한 삼각관계? 그래서?
A: 그런데 ∅ 봉순이랑 대판 싸우게 돼서요. 제가 홧김에 그 남자애를.
(→ ‘제가’)
B: 홀랑 사겼구나!
A: 네.
B: 어머나.
A: 처음엔 그랬었는데. 나중엔 ∅ 진짜 좋아했었어요 저두.
(→ ‘걔를’, ‘그 남자애를’)
나.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번에 사고를 낸 아시아나 여객기 조종석 내부 모습을
그래픽으로 복원한 겁니다. 조종석 왼쪽 자리 앞쪽을 보면 작은 레버형 스위치
2개가 있습니다. ∅ ‘오토 스로틀’이라고 부르는 ‘자동 속도 장치’인데요. ∅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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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가 원하는 속도를 입력하면 비행기가 스스로 엔진 출력을 조정해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 자동차로 보면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부
르는 자동 주행속도 유지장치와 같은 겁니다.
(→ ‘이는’, ‘이것은’)
다. 본고에서는 형태론과 통사론 영역에서 ‘어근, 어간, 인용절, 문장, 절, 이다, 문
장 성분’ 등의 기초적인 개념에 대하여 기술 문법과 학교 문법의 내용을 비교하
고 학교 문법의 설명적 타당성을 확장하는 방향을 탐색하였다. ∅ 구체적으로
형태론 영역에서는 ‘어근’과 ‘어간’에 대해 각각 단어 형성, 활용의 개념이라는
점과 불규칙 용언에서 어간의 개념을 설정하는 근거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
다’에 대해서는 서술격 조사, 지정사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고 의존적인 형용사
로 기술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 통사론에서는 ‘문장’과 ‘절’이 학교 문법의
고유한 개념으로 문장에 안긴 문장이 ‘절’이라는 관점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 ‘본고는’, ‘본고에서는’)

위의 예들은 각각 대화(가공대화), TV 뉴스, 학술문에서 생략형이 나타나는 예를 든
것이다. (12가)에서는 화자 자신과 담화주제 실체가 생략형으로 표현되었다. (12나)
에서는 ‘작은 레버형 스위치 2개’가 ‘~가 있다’라는 제시적 존재문의 형식으로 도입
되고 후속 담화의 담화주제가 되는데, 후속되는 문장들에서는 계속 생략형으로 나타
났다. (12다)에서는 화자를 간접적으로 지칭하는 ‘본고’라는 표현이 맨 처음 문장에
서 등장한 후에, 후속 문장들에서는 생략형으로 나타났다.7)
다음으로 인칭대명사 및 지시대명사가 사용역의 종류에 따라 보이는 상이한 특성
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본고에서 파악한 한 가지 특징적인 현상으로 지시대명사
‘이’의 쓰임을 들 수 있다.
지시대명사 ‘이’는 예컨대 위 (12나)에서 생략형을 복원할 경우 ‘이것은’과 함께 가
능하다고 한 ‘이는’에 나타난 것을 가리키며, 주경희(1992가)에서 조명된 바 있다.
지시대명사 ‘이’는 조사 결합에 제약을 가져서 ‘이는, 이를, 이에, 이보다, 이로써, 이
와, 이처럼’ 등에 국한되며, ‘*이가, *이도, *이만’ 등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가 보통 문어에 국한되어 쓰인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말
뭉치 자료에서 대화에서는 전혀 출현하지 않았고 TV 뉴스와 학술문에서는 활발히
7) (12나, 다)의 생략형은 모두 통사적 역할이 주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TV 뉴스와 학술문에서
나타나는 생략형이 이러한 통사적 특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따로 살
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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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아래에서 ‘이’의 출현 양상을 이와 비슷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는 대명사
‘이것’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3) 지시대명사 ‘이’와 ‘이것’의 출현 빈도8)
‘이는’
‘이를’
‘이에’
‘이와’
총계9)

TV 뉴스
5회
23회
27회
5회
60회

학술문
185회
157회
11회
112회
465회

‘이것은’
‘이것을’
‘이것에’
‘이것과’
총계

TV 뉴스
0회
3회
0회
0회
3회

학술문
48회
10회
0회
1회
59회

(13)에서 볼 수 있듯이 지시대명사 ‘이’와 ‘이것’은 모두 TV 뉴스보다는 학술문에서
빈번히 나타났다. 또한 두 사용역에서 두 대명사의 쓰임을 비교하면 모두 ‘이것’보다
는 ‘이’가 더 빈번히 나타났다.10) 특히 학술문에서 ‘이’의 출현이 두드러진다.
‘이’와 ‘이것’은 모두 어떤 주어진 구체적 혹은 추상적 실체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두 형식이 항상 서로 교체되어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 아래와 같은 TV 뉴
스의 발화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4) 가. 최근 여배우와 염문설이 불거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결국 동거녀와 헤어
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해왔던 동거녀도 이를 받아들이
고 대통령 관저를 떠났습니다.
나. 과거 구 동독에 속해있던 드레스덴. 독일에서 가장 아픔다운 도시지만 1990년
통일 직후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물가와 실업률이 치솟았고 경제는 곤두박질쳤
습니다. 다른 동독 지역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독은 2조 유로, 우
리 돈으로 3천5백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다. 이건 북한이 2012년 발행한 금화와 은화입니다.

8) 표에서 음영이 들어있는 부분은 논의에서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이하에서
도 마찬가지이다.
9) 이 표에서는 ‘이’, ‘이것’과 네 가지 종류의 조사가 결합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 수
치가 이 지시대명사들이 쓰인 모든 경우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10) 이때 학술문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난 형식인 ‘이는’은 후술될 상대적 정보지위인 화제와 관련된
현상으로 4장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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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가, 나)는 ‘이’가 ‘이것’으로 대체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이고 (14다)는 ‘이것’이
‘이’로 대체되기 어려워 보이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가 모두 선행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를 명사화된 개념으로 표현한 것이다. (14다)는 기자가 직접 주화를
들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이때 ‘이것’은 발화 상황을 원천으로 하는 구체적
인 담화-구 실체를 가리키는데 ‘이’로 바꾸면 부적절하다.
(14가, 나)와 같이 ‘이것’으로 대체되기 힘든 ‘이’는 특별한 의미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말했듯이 이 경우 선행 문장에서 표현되는 명제가 ‘이’로 명사화
ㆍ실체화되어 나타났는데, 이러한 선행어와 조응어의 의미적 관계는 동일지시 중에서
도 특별한 유형의 동일지시라고 할 수 있다. Birner & Ward(1998)에서 ‘기술적
(characterizing) 동일 관계’라고 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
는 선행어와 조응어가 서로 다른 통사범주에 속하거나 혹은 조응어에 더 추가적인
기술적 정보가 담긴 경우를 말한다. Birner & Ward(1998: 224)에서 든 예를 한국어
번역과 함께 제시해 보이도록 한다.
(15) 가. The only time the guy isn’t considered a failure is when he resigned and
announces his new job. That’s the tipoff, “John Smith resigned, future plans
unknown” means he was fired. “John Smith resigned to accept the position
of president of X company” ― then you know he resigned. This little
nuance you recognize immediately when you’re in corporate life.
나. 누군가가 어떤 자리를 사임하고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가졌음을 알리는 경우
만이 그 사람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간주된다. “존 스미스가 사임했고 향후 계획
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는 그가 해고되었음을 의미한다. “존 스미스가
X 회사의 회장직을 위해 사임했다”라고 해야 그가 사임한 것이다.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미세한 뉘앙스를 단박에 느낄 수 있다.

(15가, 나)에서 밑줄 친 명사구가 가리키는 실체는 선행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지만
동일한 명사구 형식의 선행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선행 문장들의 의미로부터 주어
져 있다. 위의 (14가, 나)의 ‘이’도 기술적 동일 관계의 선행어를 가지는 것이다.
이상으로 활성적 담화-구 실체와 관련된 형식들로 생략형(영형대명사), 인칭대명
사 및 지시대명사를 살펴보았다. 다음 절에서는 준활성적 담화-구 실체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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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활성적/준활성적 담화-구 실체
이제 살펴볼 것은 활성화와 준활성화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담화-구 지위이다. 앞
서 설명하였듯이, 텍스트나 발화상황에서 주어져 있는 담화-구 실체 중에서 발화 시
점에서 현저한 것으로 두드러진 것이 활성적 담화-구 실체이고, 그보다는 낮은 주어
짐성을 가진 것이 준활성적 담화-구 실체이다.
활성화뿐만 아니라 준활성화까지 포괄하는 담화-구 지위와 깊은 관련을 가지는
형식은 우분리 혹은 후보충이라 불리는 구성이다. 앞서 살펴본 활성적 담화-구 실체
와 관련된 생략형,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등은 특정 어휘인 반면, 활성적/준활성적
담화-구 실체와 관련된 우분리 혹은 후보충은 특정한 통사적 구조에 해당한다. 실체
를 가리키는 명사구가 우분리 혹은 후보충되어 후치구11)로 나타난 경우, 이는 활성
화 혹은 준활성화된 담화-구 지위를 가진다.
우분리 혹은 후보충은 Kuno(1978) 이후 일본어나 영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들에
대하여 정보구조적 관점에서 종종 논의가 된 것으로, 주절의 어떤 성분이 기본적 혹
은 전형적 자리에서 나타나지 않고 문장의 맨 끝에 덧붙여진 것처럼 나타난 구문을
말한다. 아래에 영어, 일본어, 한국어의 예를 각각 보인다.
(16) 가. Hei is here, Jimi. (Ziv & Grosz 1994)
나. kimi (wa) honda ↗ kono hon (o) ↘. (Kuno 1978)
너 (는) 읽었어?

이

책 (을)

다. 내가 먹었어요, 그거.

(16가, 나, 다)의 밑줄 친 부분은 주절의 주어 혹은 목적어 성분에 해당하는데 원래
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문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발화되었다. 이와 같은 문장들이
우분리 혹은 후보충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에서 다룬 생략형이나 대명사와 달리 이
구문은 한국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형식적 특성을 우
선 간략히 검토한 후에 정보지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영어에서는 후치구와 공지시적인 대명사의 존재 여부와 운율적 특성의 차이에 따
11) 우분리 혹은 후보충 구문에서 주절 뒤에 나타나는 해당 성분을 ‘우분리 성분’이나 ‘후보충 성분’
혹은 ‘후치구’ 등으로 부르기로 한다. ‘후치구’라는 것은 어떤 통사적인 변형 절차를 뜻하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해당 성분이 나타난 위치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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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분리와 후보충이라는 두 통사구조를 구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후치구와 공지
시적인 대명사가 존재하면서 주절과 후치구가 운율적으로 통합적인 양상을 보이면
우분리이고, 후치구와 공지시적인 대명사가 부재하며 주절과 후치구가 운율적으로 분
리된 양상을 보이는 것이 후보충이라고 한다. 각각의 운율적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
면, 우분리는 주절과 후치구 사이에 휴지가 없고 전체가 하나의 억양구를 이루며 후
치구가 강세를 받지 않는데, 후보충은 주절과 후치구 사이에 휴지가 있고 이 두 부분
이 별개의 억양구를 이루며 후치구가 강세를 받는다고 한다(Ziv & Grosz 1994,
Lambrecht 2001b 등). 이러한 영어에서의 기준을 따라 우분리와 후보충에 각각 해
당하는 한국어 문장의 예를 아래와 같이 들 수 있다.
(17) 가. 너 어제 걔 만났어 민정이?
나. 너 어제 만났어, 민정이?

(17가)는 후치구 ‘민정이’와 공지시적인 대명사가 주절에 나타나 있고 주절과 후치구
가 운율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문장을 보인 것이다. 반면 (17나)는 주절에 ‘민정이’와
공지시적인 대명사가 없으며 주절과 후치구 사이에 휴지가 놓이고 이들이 서로 다른
억양구를 이룬 경우를 보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통사적ㆍ운율적 특성의 차이는 한국어에서 두 가지 구문을 구별할
정도의 차이라고 하기는 힘들다. 우선 겉으로는 공지시적 대명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보이는 (17나)와 같은 문장을 영형대명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따
르면 (17가)와 (17나)는 공지시 대명사의 형식에서만 차이를 가진다. 실제로 대부분
의 기존 논의가 이러한 관점을 가져서 (17가, 나)를 구별하지 않고 다루었다.12) 또
한 운율적인 통합과 분리에 따른 의미적ㆍ기능적 차이가 어떤 유의미한 정도로 나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에서는 소위 우분리와 후보충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이 두 가
지 문장 유형을 묶어서 ‘우분리’라고 통칭하고 다루기로 한다. 그런데 실제 쓰임을 살
펴보면 (17가)보다는 (17나)와 같이 공지시 대명사가 외현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문
장들이 훨씬 많이 나타나는데, 이에 아래에서 다루는 문장은 대부분 (17나)와 같은
12) Oh, C.(2007)은 (17가)와 같은 문장들을 ‘우분리’로 다루었지만 그렇다고 명시적으로 (17나)를
배제한 것은 아니었고, Lee, W.-P.(2000), 박철우(2007)에서는 (17가, 나)를 모두 ‘우분리’에 포
함시켜 다루었다. 강소영(2006, 2008)에서는 (17가, 나)를 ‘우측 도치 구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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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될 것이다.
이제 실체를 가리키는 우분리 성분이 가지는 절대적 정보지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한다. 우선 자연대화와 가공대화에 나타난 구체적인 출현 빈도와 전체 대화에
서의 출현 빈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8) 자연대화에서 실체를 나타내는 우분리 성분의 정보지위
담화-구
활성적
158회

준활성적
40회
198회 (93%)

담화-신

총

15회

213회

(7%)

(100%)

(19) 가공대화에서 실체를 나타내는 우분리 성분의 정보지위
담화-구
활성적
151회

준활성적
13회
164회 (96.5%)

담화-신

총

6회

170회

(3.5%)

(100%)

(20) 대화에서 실체를 나타내는 우분리 성분의 정보지위 (위 (18)과 (19)의 합)
담화-구
활성적
309회

준활성적
53회
362회 (94.5%)

담화-신

총

21회

383회

(5.5%)

(100%)

(20)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대화 말뭉치에서 출현한 우분리 구문 중 실체를 나
타내는 경우는 총 383회인데, 이 중 대략 80.7%가 활성적인 담화-구 실체에, 약
13.8%가 준활성적인 담화-구 실체에 해당하였으며, 나머지 5.5% 정도만이 담화-신
실체에 해당하였다. 즉, 우분리 성분은 활성적 담화-구 실체를 나타내는 경우가 가
장 많지만, 준활성적 담화-구 실체를 나타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리고 소수의 경
우이긴 하지만 담화-구가 아닌 담화-신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담화-구 지위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하여 자세한 양
상을 살펴보고, 예외적으로 보이는 담화-신 지위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하여 논의하

- 79 -

도록 한다.
우선 우분리 성분의 담화-구 지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의 실체들과 관련되
는지 살펴본다. 활성화 지위를 가진 것은 발화상황과 텍스트라는 두 가지 정보의 원
천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전자는 그 실체가 화청자이거나 그 외의 실체, 혹은 발화상
황의 시공간인 경우이고, 후자는 선행어가 담화주제이거나 직전문장에 있는 경우이
다. 준활성화 지위를 가진 것은 그 정보 원천이 텍스트인 경우만 나타났는데, 선행어
와의 거리가 멀거나 선행어와의 의미적 관계가 간접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말뭉치에
나타난 우분리의 출현 횟수를 이러한 정보적 성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21) 담화-구 실체인 우분리 성분의 정보적 성격
정보지위

활성화

정보의 원천
자연대화
발화상 화청자
41회
그외
55회
황
선행어와의 거리가 가
텍스트

까움(담화주제

혹은

직전문장)
선행어와의 거리가 멂
준활성화

(근접문장)
텍스트
선행어와의 의미관계가
간접적임(추론가능)
총합

가공대화
61회
60회

대화(총합)
102회
115회
309회

62회

30회

92회

9회

1회

10회

31회

12회

43회

198회

164회

362회 (100%)

(85.4%)

53회
(14.6%)

가장 높은 주어짐성을 가지는 활성적 담화-구 실체를 나타내는 우분리 성분 중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것은 발화상황을 정보 원천으로 하는 경우였다. 즉, 화청자나
그 외의 실체, 혹은 발화상황의 요소를 가리키는 경우에 해당한다.
(22) 가. 야근을 많이 했어 나는.
나. 말 참 웃기게 한다 너.
다. 참 편하다 엄마는.
(23) 가. 나 몸매 끝내준다 자랑하는 옷이라고, 이 옷은.
나. 데려다 주세요, 걔.
다. 오빠 뭐 들어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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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야 옆에다 머금 써 놔 여기다.

예컨대 (22)는 화청자를 가리키는 명사구가, (23)은 발화상황에 존재하는 화청자 외
의 실체나 시공간을 가리키는 명사구가 우분리된 경우이다. 모두 발화 상황을 원천으
로 하는 담화-구 실체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난 것은 활성적 담화-구 실체이면서 정보 원천이 텍스트인
경우이다. 이는 선행어와 공지시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것과 물리적 혹은 주제적 거
리가 가까운 경우, 즉 선행어가 직전문장에 놓이거나 담화주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아래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24) 가. A: 어머, 강세리 씨 아니야?
B: 어머 맞아요, 강세리 씨.
나. A: 대학 때 왕따였거든? 박무열이? 왜 그런 거 있잖아 박무열. 지 혼자 잘난
거. 그때는 더 심했거든. 야구나 잘했어, 그땐? 실력도 없는 게 승질 피우고
다니니까 선배들이 손 좀 본 거지. 옛날처럼 대놓고 때리진 못하고.
B: 좀 맞아야 되는데 그 새끼는.

(24가)에서 우분리 성분 ‘강세리 씨’는 그 직전문장인 질문에서 등장한 것이고 (24
나)의 우분리 성분 ‘그 새끼(는)’는 직전문장에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전
체 담화가 이야기하는 중심 대상이 되는 실체(‘박무열’)인 경우이다. 즉, 전자는 선행
어와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담화-구 실체를, 후자는 선행어와 주제적 거리가 가까운
담화-구 실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모두 담화-구 지위 중에서도 높은 주어짐성을 보
이는 활성적 지위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우분리 성분이 준활성적 담화-구 지위를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는 선행어와의 물리적ㆍ주제적 거리가 비교적 멀거나, 동일지시가 아닌 추론
관계의 선행어를 가지는 경우이다. 우선 전자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25) 가. A: 나는 뻐스 타고 다니잖아?
B: 음.
A: 근데 ⓐ학원에 갈 때도 뻐스 타고 아니면 여기 교보빌딩 갈 때도 뻐스 타잖아?
B: 음 짜증나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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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니야 되게 가깝잖아, 뻐스 타고 십 분,
B: 막히잖아 광화문터널,
A: 안 막혀 별루 ⓑ그 시간에.
나. A: 사람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져, 예전에는 그야말로 내가. 생각하기에, 테크레
이션들을 좋아해. 테크닉이 능수능란한 그니까 왜. 여자 마음을 꿰뚫어 보는.
B: 아아.
A: ⓐ그런 멀티플레이션들 있잖아::, 아 재수없어.
B: 나 여자 마음을 잘 꿰뚫어 보잖아.
A: 내 마음을 꿰뚫어 봐 그러면 어,
B: 지금 막 아 짜증나
A: 밥 사 주는 거다 너,
B: 음.
A: 근데 아무튼 예전에는 그렇지. 예전에는 그랬지. 멋있어 ⓑ그런 사람들이.

(25가, 나)는 모두 자연대화의 예인데, 각각 밑줄 친 우분리 성분 ⓑ가 선행어 ⓐ를
근접문장에 둔 경우이다. (25가)에서는 두 친구가 자신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
해 이야기하는 맥락인데, 우분리 성분에 나타난 명사구 ‘그 시간’이 가리키는 실체의
선행어가 3문장 전에 나타나 있다. (25나) 역시 두 친구 사이의 대화로 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A의 첫 번째 발화에 나타난 ‘테크레이션’13)이 밑줄 친 ⓐ에
다른 표현으로 다시 나타난 후 다음 8개 문장에서 환기되지 않았다가 ⓑ에서 다시
등장하였다.
다음으로 선행어와 추론관계로 연결된 준활성적 실체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26) 가. A: 서 감독.
B: 예.
A: 나 카페인 땡기는데. 기억하시나, 라떼? 더블 샷에 시럽 대신 캬라멜 드리
즐 약간 해서 익스트림 핫!
나. A: 너도 한 잔 했냐?
B: 헤어지재, 닥터 정이.
다. A: 어우 술 냄새.
B: 아, 머리 아프다.
13) 화자 A가 의도한 것은 ‘테크니션’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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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술을 마셨으니까 머리가 아프지.
B: 내가 여기서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알아 너? 오늘은, 니가 나 좀 챙겨 주라.
A: 가자.
B: 춥다.
A: 우리 누나랑 밥 먹자, 우리 집에서.
B: 그래! 언제?
A: 너 올 수 있어?
B: 그럼. 당연하지!

(26)은 모두 가공대화의 예인데, 여기에서 우분리 성분은 모두 직전 혹은 근접의 이
전 담화에서 직접적으로 주어진 실체는 아니지만 간접적인 추론 관계에 의해 주어진
실체이다.
그런데 이때 (26가), (26나), (26다)의 추론 관계가 획득되는 양상이 조금씩 다르
다. 우선 (26가)의 ‘라떼’는 그 자체로는 담화-신 실체이지만 직전문장에 나타난 ‘카
페인’과 현저한 관련성을 가지는 실체이기 때문에 이에 의해 간접적으로 담화-구 지
위를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선행어 ‘카페인’은 일상 언어에서 ‘커피’의 환
유로 많이 쓰여 그 자체가 ‘커피’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커피’와 ‘라
떼’는 상위-하위 유형의 관계로 연결되는 것이다.
(26나)는 선행어가 이전 문장이 아니라 해당 실체가 출현한 우분리 문장 내부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다. A와 B는 자매 관계로, 언니 A의 질문에 대해
동생 B가 대답하는 상황이다. 이때 ‘닥터 정’은 B의 남자친구로 청자-구 실체이지만
이 맥락에서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화를 기준으로는 새로운 실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청자는 우분리 성분에 선행하는 주절 서술어 ‘헤어지재’로부터 그
주어 실체가 ‘닥터 정’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화자가 ‘닥터 정’과 연인 관계라
는 것을 청자가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26다)는 발화상황에 주어진 실체와 이전 텍스트에 주어진 실체 모두로부터 추론
관계로 연결된 실체가 우분리된 문장을 보여준다. 밑줄 친 우분리 성분의 ‘우리 집’은
직접적인 담화-구 실체는 아니지만 화자에 연결된 실체라는 점에서, 그리고 (26나)
에서처럼 우분리 성분에 선행하는 주절에 나타난 ‘우리 누나’와 연결된 실체라는 점
에서, 간접적인 담화-구의 주어짐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분리 성분의 실제 쓰임을 관찰하면 대다수가 담화-구 지위를 가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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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표 (18)~(20)에서 보았듯이 담화-신 실체가 우분리로 나
타난 경우도 소수 존재한다. 아래와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27) 가. A: 오늘 작전 있는 날이었어?
B: 예, 갑자기 생겼어요, 이상용 씨 건.
나. 대학 와서, 이~ 이상하게 대학 같이 와서 노는 애들도 쫌 돈이 집에 꽤 있어
요. // 그래서 다 나 빼고는 휴학하는 애들은 다 어학 연수 다 갔다오고 그랬거
든요? // 지금도 지금 해외 여행 가 있는 애 있잖아요? // 방학이라구. 기분이
우울하다고 갔어요 그리스에.

(27가)는 직장 동료 사이의 대화인데 밑줄 친 ‘이상용 씨 건’은 화청자가 공유하는
주어진 실체이지만, 이 담화 조각에서는 텍스트에서나 발화 상황에서나 주어져 있지
않은 담화-신 실체이다. (27나)의 ‘그리스’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담화-신 실체가 우분리되는 경우는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이 가지는 상
대적인 뉴스가치성(newsworthiness)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뉴스가치성이란 화
용론적 어순 원리에 대해 탐색한 Mithun(1992)에서 사용한 개념으로, 절대적 정보
구조나 상대적 정보구조의 신구성과 또한 구별되는 것이다.
우분리 성분은 그것이 담화-신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문장의 다른 부분들
에 비하여 뉴스가치성이 낮다는 특성을 보인다. 예컨대 (27가)의 B의 대답 문장 전
체는 상대적 정보구조에 의해 새로운 것, 즉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중요한 정보는 ‘다른 건’이 아닌 ‘이상용 씨 건’이 갑자기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어
떤 건이 ‘갑자기 생겼다’는 것이다. 즉, 전체 문장에서 우분리된 ‘이상용 씨 건’보다는
주절의 ‘갑자기 생겼어요’가 더 높은 뉴스가치성을 가진다. (27나)도 이와 마찬가지
로, 이 맥락에서 ‘그리스에’는 ‘기분이 우울하다고 갔다’보다 낮은 뉴스가치를 보인다.
지금까지 우분리 성분이 나타내는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를 살펴보았다. 우분리
성분도 앞서 본 생략형이나 인칭대명사 및 지시대명사처럼 활성화 상태의 실체를 나
타내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나 준활성화 상태의 실체도 포괄하고 한정된 환경에서
는 담화-신 실체도 나타낸다는 점에서, 생략형이나 대명사보다는 낮은 정보지위를
가진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우분리와 담화-구 지위가 가지는 형식과 기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표현론적 관점에서는 활성적 혹은 준활성적 담화-구이면 우분리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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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해석론적 관점에서는 어떤 실체가 우분리로 나타났다고 해서 항상 담화-구 지위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27)과 같은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담화-구 지위를 가지는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역과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분리는 출현 사용역이 대
화와 TV 뉴스로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화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 구체적인 양상은 아래와 같다.14)
(28) 사용역에 따른 우분리의 출현 빈도
대화
TV 뉴스
학술문

자연대화
가공대화
36회
0회

526회
379회

이때 TV 뉴스에 나타난 우분리 문장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 2.4.2에서 밝혔듯이
TV 뉴스를 구성하는 문장들은 앵커나 기자의 보도와, 취재 대상의 인터뷰나 녹취로
성격이 나뉘는데, 후자에는 비계획적인 발화가 포함될 수 있다. 이 36회의 우분리 문
장은 모두 비계획적인 인터뷰나 녹취 발화에서 출현한 것이었다. 아래와 같은 문장을
예로 들 수 있다.
(29) 가. A: 엄마는 어떻게 됐니?
B: 엄마 돌아가셨어, 5년 전에.
나. 처음에 받아들일 때에는 조금 느린 듯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그것을 빠르게 노
력으로 극복하는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보다.

(29가)는 이산가족 상봉 현장의 대화를 녹취한 것이고, (29나)는 ‘손연재 선수’의 우
승에 대한 보도에서 그의 스승을 인터뷰한 것이다. 모두 비계획적인 발화라는 공통점
을 가지는데, 이러한 점이 우분리 문장의 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세 사용역의 출현 양상을 종합하면, 대화와 TV 뉴스의 비계획 발화에서만 우분리
14) 앞서 (18)~(21)에서는 명사구 실체를 나타내는 우분리의 출현 빈도만을 따진 것인데, 여기에서
는 그러한 제한 없이 모든 우분리의 출현 빈도를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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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나고 이는 우분리가 사용역의 비계획성 혹은 실시간성(online-production)과
관련되는 것으로 결론내릴 수 있다.15) 특히 대화 중에서도 가공대화보다 자연대화에
서 더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이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화자가 발화를 실시간으로 생
성하는 압박을 느끼는 상황에서 우분리가 더 활발히 쓰이는 것이다.
이상으로 3.1.2절에서는 담화 차원에서 주어짐성을 가지는 실체의 지위와 그것을
나타내는 형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부터는 담화 차원에서 새로운 실체들의 지위
와 그 관계된 표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3.1.3. 담화-신ㆍ청자-구 실체
이 절에서는 청자 차원에서는 구정보이면서 담화 차원에서는 신정보인, 전체 정보
지위에서 중간을 차지하는 지위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기존 논의의 ‘미사용(Prince
1981b)’,

‘비-친숙

유일확인가능(Gundel

et

al.

1993)’,

‘비-활성

확인가능

(Lambrecht 1994)’ 등과 흡사한 인지 상태에 해당한다. 즉, 청자의 장기기억에는 존
재하지만 담화가 진행되는 시점의 작업기억에는 존재하지 않는 실체의 지위이다.
담화-신ㆍ청자-구 실체와 관련되는 형식으로는 ‘X 있잖아’, ‘X 말이야’ 구성을 살
펴보고자 한다. 이 구성은 담화주제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쓰임을 가지는 것으로, X는
무조사 명사구이고 ‘있잖아’와 ‘말이야’는 용언의 활용형이지만 서술성을 가지지 않는
다. 여기서 ‘있잖아’와 ‘말이야’는 그 외의 여러 다른 활용형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X
있잖아’ 구성에는 무조사 명사구 X를 취하는 ‘있잖아(요), 있잖습니까, 있잖냐, 있잖
니; 있지(요)’ 등 용언 ‘있-’에 선어말어미 ‘-잖-’이나 종결어미 ‘-지’가 결합한 형
식들이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X 말이야’ 구성은 무조사 명사구 X와 결합하는 ‘말이
야, 말이에요(말예요), 말이다, 말입니다, 말이지(요)’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구성들이 어떠한 것인지 아래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30) 가. 아 맞다. 지난달에 메이드됐던 이우정 씨 있죠. 결혼한다고 청첩장 왔는데.
나. A: 왜 또 뭐!
B: 동수 형 말이에요.

15) 우리말의 전반적인 구어 문법을 살핀 목정수(2011)에서도 구어에서는 ‘짜장면 싫대 철수?’와 같
이 문장 성분이 고정된 위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부가된다고 하면서 이를 정보구조
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우분리 문장이 정보구조와 관련된 양상을 보이고 대화 사용역에
서 한정되어 쓰인다는 본고의 지적과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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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 형이지 니 형이냐?
B: 둘이 언제부터 알았어요?
(31) 가. A: 남편 복 없는 년 자식 복도 없다더니.
B: 대신 돈복 있잖아요.
나. A: 그렇게 쳐다보지 좀 마세요.
B: 왜?
A: 널 보면, 내 첫사랑이 생각나서 미쳐버리겠단 말이야.

(30)은 ‘X 있잖아’, ‘X 말이야’ 구성에 해당하는 문장을 보인 것이다. (30가)는 회사
에서 동료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이우정’이라는 고객에 대해 이
야기하는 맥락이다. (30나)는 야구선수(A)와 그의 경호원(B)이 함께 차를 타고 집
에 가는 상황인데 B가 그들과 친한 사이인 ‘동수 형’에 대해 질문을 하는 맥락이다.
한편 (31)은 우리의 ‘X 있잖아’, ‘X 말이야’ 구성과 흡사해 보이지만 이에 포함되
지 않는 경우이다. (31가)의 밑줄 친 부분은 무조사 명사구에 ‘있잖아요’가 결합하여
우리의 ‘X 있잖아’와 같은 것으로 보이지만, 여기에서 ‘있잖아요’는 용언 ‘있다’가 가
지는 어휘적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서술성을 가진다. (31나)는 관형사절의 수식을
받은 ‘말이야’ 구성으로, 우리의 명사구+‘말이야’ 구성과는 다른 것이다.
이 중 특히 ‘X 있잖아’ 구성은 (31가)와 같이 형식적으로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X 있잖아’ 구성에
서 ‘있잖아’ 부분은 삭제하더라도 소통적으로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컨
대 (30가)의 밑줄 친 부분을 ‘있죠’ 없이 발화할 수 있다. 둘째로, ‘X 있잖아’ 구성의
‘있-’은 앞서 언급했듯이 선어말어미 ‘-잖-’이나 종결어미 ‘-지’와 결합한 것이어야
한다. 가령 (30가)의 ‘있죠’를 ‘있어요’로 바꾸면 화자가 원래 의도한 의미가 손상된
다. 셋째로, ‘X 있잖아’ 구성은 뒤에 X가 관여되는 발화가 이어진다. (30가)에서도
밑줄 친 문장 뒤에 X에 해당하는 ‘이우정 씨’에 대한 발화가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X 있잖아’, ‘X 말이야’ 구성은 후속 발화에서 중심적인 대상이 되는
실체인 담화주제를 도입하는 기능을 가지는 우언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한 문장의 내적인 상대적 정보구조로 판별하는 ‘화제’ 개념과는 다른 것이다. ‘X
있잖아’, ‘X 말이야’ 구성은 통사적으로 개별 문장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지 다른 문장
의 성분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문장의 내적인 개념인 화제를 표현한
다고 볼 수 없다. 이 구성들은 화제가 아니라 담화주제를 표현하는 것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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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담화주제를 나타낸다는 것은 기존 논의에서 서로 다르지만 비슷한 술어들
로 설명된 바 있다. 예컨대 ‘말이야’ 구성에 대해서는 이정애(1998), 이해영(1994),
안주호(1992), 김민국(2011) 등에서 ‘주제말 드러내기, 초점 표시, 강조, 주의 환기,
시발(始發) 표지, 초점화 혹은 활성화’ 등의 담화 기능으로 설명하였다.17)18)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담화주제를 도입할 때 그 대상을 일
정한 수준의 정보지위를 가진 것으로 국한한다는 점이다. 이는 바로 청자-구 지위이
다. (30가, 나)의 ‘이우정 씨’, ‘동수 형’은 모두 화자가 가정하기에 청자가 그 표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는 실체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대화가 부자연스러
워진다. 아래와 같이 이 구성들은 청자-신 실체에는 쓰일 수 없다.
(32) 가. #{어떤, 한} 남자 {있잖아, 말이야}. 이번에 또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대.
나. #내가 말한 적 없지만 저번에 내가 만난 경영대 남자 {있잖아, 말이야}, 이번
에 또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대.

(32가)의 ‘어떤 남자’, ‘한 남자’는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청자-신 실체를
나타내는데, 이 경우 위와 같이 ‘X 있잖아’, ‘X 말이야’ 구성에 쓰일 수 없다. (32나)
는 ‘내가 말한 적 없지만’이 나타내는 의미가 ‘X 있잖아’, ‘X 말이야’의 사용 조건이
되는 의미와 충돌하여 어색해진 문장이다. ‘내가 말한 적 없지만’에서는 밑줄 친 실체
의 표상이 청자의 머릿속에 없다는 화자의 가정이 전달되기 때문이다.
‘X 있잖아’, ‘X 말이야’ 구성에 대한 기존 논의의 설명은 담화주제를 표현하는 기능
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담화주제 실체가 가지는 절대적 정
보지위에 주목하는 것이다. 기존 논의 중 실체의 주어짐성과 관련한 언급으로, 김민
국(2011: 87)에서 ‘X 말이야’(그의 용어로는 ‘말이다-3’)의 기능이 “특정 성분의 정
보적 지위와 상관없이 담화 상황에서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성분을 청자의 의식
속에서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19) 즉, ‘X 말이야’가 활성화의 기능을 가진
16) 또 다른 담화주제 표현으로 계사 활용형에서 발달한 ‘X-이라면’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철수라면, 내가 잘 알아.’와 같은 문장에서 ‘철수’도 담화주제 실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런데 이는 ‘X 말이야’ 및 ‘X 있잖아’와 달리 기존에 상대 대화참여자에 의해 이미 담화주제로 설정
된 실체에 결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의 말뭉치에서는 단 1회밖에 출현하지 않
았으나 보다 큰 말뭉치를 통해 그 쓰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7) 김민국(2011: 87)에서 재인용하였다.
18) 이때의 ‘초점’은 본고의 ‘초점’과는 다른 의미로, 앞서 2장에서 살펴본 여러 의미의 초점 중 의식
의 중심에 있는 대상으로서의 심리적 초점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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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어떤 실체를 지시하는 표현이 언급되고 나면 그 실체가 활성
화되는 것은 단지 ‘X 말이야’류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X 말이야’ 구성
으로 발화되기 직전 순간에 X가 가리키는 실체가 가지는 절대적 정보지위이다. 이는
청자-구 지위를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 구성들은 청자-구 지위 중에서도 담화-신ㆍ청자-구 지위와 밀접한 관
련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말뭉치에서 나타난 ‘X 있잖아’, ‘X 말이야’ 구성의
X의 정보지위를 아래와 같이 표로 제시해 보이겠다.
(33) 대화에서 실체를 나타내는 ‘X 있잖아’, ‘X 말이야’ 구성의 정보지위

자연대화
가공대화
총

담화-구
활성적
준활성적
0회
0회
0회
1회
1회
0회
(3.6%)

담화-신ㆍ청자-구
13회
14회
27회
(96.4%)

청자-신
0회
0회
0회

총
13회
15회
28회
(100%)

위에서 알 수 있듯이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청자-구이면서도 담화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실체를 나타내는 경우로 확인되었다. 담화-구 실체를 나타내는 1회의 예도
상대적으로 주어짐성이 낮은 준활성적 지위라는 점에서20) 담화-신ㆍ청자-구와 멀
지 않은 지위이다. 총 용례의 수가 28회로 이를 통해 어떤 일반화를 내리기에는 무
리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적어도 주어진 자료에서는 이 형식들과 담화-신ㆍ청자-구
지위 사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구성들에 포함된 담화-신ㆍ청자-구 실체는 지시적 특성에 따라 특정 개체를
나타내는 경우와 총칭적인 유형을 가리키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개체가
13회, 유형이 14회 출현하였다. 그 예를 아래에서 각각 보이기로 한다.
(34) 가. 사실, 다들 그러더라구요. 이 실력으로 국내에서 썩긴 아깝다고. 그래서 말인
19) 여기에서 ‘특정 성분의 정보적 지위’란 절대적 정보지위가 아니라 화제와 초점이라는 상대적 정
보지위를 말한다.
20) 말뭉치에서 나타난 담화-구 실체가 쓰인 ‘X 말이야’의 용례는 아래와 같다.
(i) 아 제가 군대를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말이죠?
밑줄 친 X 성분은 직전문장이 나타내는 명제에 추론관계를 통해 주어짐성을 획득한 것으로 볼 수 있
으므로 준활성적 지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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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요 아버님, 저 충남 연기군에 있는 그 땅 있잖아요. 그거 이번에 처분해서 이
이 미국 체류 자금.
나. 하미야, 니가 그 놈아를 다 잊었다 하니까 이제는 언니가 말할 수 있다. 그 반
지, 니가 영빈이한테 준 그 반지 말이다. 그 금반지, 그 니가 그놈아 줄 까봐 언
니가 도금반지로 싹 바꿔치기했다 아이가. 가가 끼고 있는 게 니가 준 거 맞다.
(35) 가. A: 음 이거 그런 대로 괜찮다::. 그러면은 이렇게 머리 어~ 포인트삔 있잖아.
B: 네.
A: 작은 포인트삔이었는데, 작으니까 쌍으로 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나. A: 하미야. 나 영빈 오빠야.
B: 왜요?
A: 다른 게 아니라, 와인 말이야. 와인을 잔에 따라 마셨더니, 니 생각이 나서.

(34)는 담화-신ㆍ청자-구 개체가, (35)는 담화-신ㆍ청자-구 유형이 도입되는 경
우를 보인 것이다. 우선 (34가)의 ‘충남 연기군에 있는 그 땅’은 청자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 담화에서 주어져 있지 않은 실체인데 화자가 청자의 관심을 그 실체로
끌어들이기 위해 ‘있잖아’를 통해 도입하고 있다. 이는 ‘그래서 말인데요’와 같이 담
화주제를 전환하는 명시적인 표현과 같이 쓰여 더 두드러진다. (34나)의 ‘그 반지’
역시 청자가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 담화에서 이전에 언급되지 않은 실체이다. (35
가)는 선물을 사기 위해 머리핀 가게에 간 이야기를 하는 맥락인데, 이전 맥락에 언
급되지 않은 유형으로서의 실체인 ‘포인트삔’을 담화에 새로 도입하였다. (35나)의
‘와인’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35가, 나)의 ‘포인트삔’, ‘와인’도 (34)와 마찬가지로 청
자-구 지위를 가진다. 특정한 개체가 청자의 지식에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명사구가 나타내는 실체의 유형을 청자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말뭉치에서는 담화-신ㆍ청자-구 실체에 쓰이는 경우가 거의 전부
였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주어짐성을 가지는 담화-구 실체에도 활발히 쓰이는 것으
로 보인다. 예컨대 ‘나 있잖아’, ‘걔 말이야’처럼 발화 맥락에서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
는 실체와도 쓰일 수 있고 그 출현 빈도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는 X가 담
화에 이미 주어져 있는 실체이기 때문에 이를 담화에 새로 도입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이미 활성적인 실체를 담화주제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X 있잖아’, ‘X 말이야’ 구성은 원래 형태ㆍ통사적으로 투명한 절 구성으로부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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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구조가 다소 불투명하고 특정한 담화적 기능을 갖는 관용적 구성으로 변화한 것
인데, 이 형식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양상이 관찰된다. 우선 ‘있잖아’
는 존재를 나타내는 술어 ‘있다’에 명제의 청자-구 지위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잖-’이 결합한 것인데, 이 점이 청자-구 실체의 도입이라는 기능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21) 한편 ‘말이야’는 명사 ‘말’과 계사 ‘이다’로 이루어져 언급
대상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담화주제의 도입과 관련된다.
이제 형식과 기능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해석론적 관점에서 ‘X 있
잖아’, ‘X 말이야’ 구성과 담화-신ㆍ청자-구 지위의 관계는 필연적인 관계는 아니지
만 대체적인 경향성을 가지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X가 담화-구 실체인 경우도 있
기 때문이다. 반대로 표현론적 관점에서 담화-신ㆍ청자-구 지위와 이 형식들의 관
계는 관련성이 더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담화-신ㆍ청자-구인 실체가 모두 혹은 일
반적으로 ‘X 있잖아’, ‘X 말이야’ 구성으로 도입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아
래 (36)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6) 가. 아버지하고는 아직도 그래? 사춘기 애도 아니고, 니가 먼저 굽혀. 자식. 참, 혜
원이는 어때? 잘 있지?
나. A: 너 내조가 별 거 아닌 거 같지? 그게 남자를 영웅으로 만들기도 하고, 핫바
지로도 만드는 거야. 너 그거 잘해야 돼.
B: 네 어머님.
A: 참, 김홍식 이사 모친상 당했다면서.
B: 근조화환 보냈습니다.

(36)은 말뭉치에서 담화-신ㆍ청자-구 실체가 ‘X 있잖아’, ‘X 말이야’ 구성으로 도입
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 경우를 보인 것이다. ‘혜원이’, ‘김홍식 이사’는 모두
청자가 알고 있으나 해당 담화 맥락에서는 이전에 주어져 있지 않은 실체이다. 이 명
사구들이 나타난 문장들이 모두 담화주제를 전환하는 표지라고 할 수 있는 부사 ‘참’
으로 시작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실체들은 화자가 새로운 담화주제로 도입하
는 대상이지만 ‘X 있잖아’, ‘X 말이야’ 같은 특정한 형식을 동반하지 않고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X 있잖아’, ‘X 말이야’ 구성의 사용역적인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들은 모두 대화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을 가진다. (33)에서 보았듯이 자연대화와 가공
21) ‘-잖-’과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에 대해서는 3.2.4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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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서 비슷한 빈도로 출현하였다. 앞서 3.1.2.2절에서 다룬 우분리 역시 대화에서
주로 나타났으나 TV 뉴스의 발화 중 비계획적 발화인 인터뷰나 녹취에서도 출현한
바 있는데, ‘X 있잖아’, ‘X 말이야’ 구성은 TV 뉴스의 어떠한 발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22)

3.1.4. 청자-신 실체
이제 실체가 가지는 절대적 정보지위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청자-신 지위에 대해
살펴볼 차례이다. 청자-신 지위는 비한정성, Lambrecht(1994)의 확인불가능, Prince
(1981b)의 ‘새로움’ 등에 가까운 것으로, 발화시에 청자의 마음속에 그 표상이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화자가 가정하는 지시체의 인지적 지위를 말한다. 즉, 해당 발화를
통해 지시체의 표상, 비유하자면 지시체의 ‘파일 카드’가 청자의 마음속에 새로 도입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37) 가. 걔가 그때 철수한테 어떤 여자를 소개시켜 줬어.
나. 걔가 그때 철수한테 그 여자를 소개시켜 줬어.

(37가)에서 ‘어떤 여자’로 표현되는 실체는 이것이 발화되기 이전에는 청자에게 그
표상이 없는 것으로 화자가 가정하는 것이다. 화자는 이 발화를 통해 청자가 새로운
표상을 만들어내도록 한다. 이는 (37나)와 같은 문장과 대조된다. (37나)에서 ‘그 여
자’가 가리키는 실체는 청자가 이미 그 표상을 가지고 있는 실체라고 화자가 생각했
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된 것이다.
청자-신 지위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부정관형사
및 부정대명사와 ‘X이라는 Y’ 구성이다. 이들에 대해 차례로 자세히 논의하겠다.
우선 (37)에서 예로 든 ‘어떤’을 포함하여 소위 부정칭(不定稱)으로 논의되어 온
어휘들을 살펴본다. 우리말의 부정형(不定形)에는 다양한 품사의 어휘들이 있는데 여
기서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대상은 실체에 대한 것이므로 부정관형사와 부정대명
22) 본고에서는 ‘X 있잖아’와 ‘X 말이야’ 구성을 묶어서 살펴보았으나, 이 두 구성 사이에도 담화기능
적인 차이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 두 구성 간에 사용역적인 차이가 있는지 생각
해 볼 수 있다. 우리의 대화 말뭉치에서 ‘X 있잖아’는 자연대화에서 12회, 가공대화에서 4회 출현
하였고, ‘X 말이야’는 자연대화에서 1회, 가공대화에서 11회 출현하였다. 즉, ‘X 있잖아’는 주로 자
연대화에서, ‘X 말이야’는 주로 가공대화에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사용 양상의 차이가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후고를 기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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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한정된다. 우리말은 한정성이 문법적으로 실현되지 않지만 비한정성에 근접한
의미인 청자-신 지위를 나타내는 부정 형식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38) 가. 걔가 그때 철수한테 {어떤, 한, 웬, 무슨, 어느} 여자를 소개시켜 줬어.
나. 걔가 그때 철수한테 {누구, 누군가}를 소개시켜 줬어.

우선 관형사로는 (38가)와 같이 ‘어떤, 한, 웬, 무슨, 어느’와 같은 수관형사 및 의문
관형사를 들 수 있고, 대명사로는 (38나)와 같이 ‘누구, 무엇’ 같은 의문대명사와 여
기에 계사의 활용형 ‘-인가’가 결합한 ‘누군가, 무엇인가’류를 들 수 있다.23)
이 중 부정대명사의 두 유형, 즉 의문사가 그대로 쓰이는 것과 여기에 ‘-인가’가
결합한 것 간에는 의미적인 차이가 있다. 화자가 그 실체를 실제 세상지식으로 알고
있는지의 여부, 즉 실제 세계에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어 다른
것이다. ‘누가’, ‘무엇’과 같은 부정대명사는 화자의 세상지식 여부에 무표적인 반면,
‘누군가’, ‘무엇인가’와 같은 ‘-인가’ 결합형은 화자가 그 실체에 대한 세상지식을 가
지지 않는 경우에 쓰인다. 즉, 부정대명사의 ‘-인가’ 결합형은 다른 청자-신 형식들
과 달리 화자가 그 실체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를 추가적으로 가진다. 이러한
의미 차이를 아래와 같이 해당 대상에 대한 화자의 지식 여부가 확실히 드러나는 문
장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9) 가. 나 지금 {뭐, ??뭔가} 먹고 있어.
나. 철수 지금 {뭐, 뭔가} 먹고 있어.

(39가)는 이선웅(2000: 213)에서 ‘무엇’과 같은 보통의 부정대명사와 ‘-인가’ 결합형
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면서 든 예인데, 여기에 (39나)를 추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선웅(2000)에서는 ‘-인가’ 부정 표현이 ‘무엇’류와 달리, 그 대상이 전혀 미지의 것
이 아니거나 화자가 그 대상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전혀 상정할 수 없을 때
에는 쓰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는 화자의 세상지식 유무로 더욱 선명하게 포착될 수 있다. (39
가)는 주어가 화자 자신이기 때문에 문장이 나타내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화자가
23) 이 외에도 명사와 수사가 참여하는 ‘X 하나’, ‘X 한 명’과 같은 수량사 구성도 관련되는데, 본고
는 부정관형사와 부정대명사에 한정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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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파악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39나)는 주어가 3인칭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가’형의 수용가능성이 달라진다. 즉, ‘뭐, 뭔
가’는 모두 청자-신 실체를 표현하면서 그 실체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는 점이 공통
적이지만, 화자가 그 실체의 정체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뭐’만이 쓰일 수 있다.
다음으로, 청자-신 실체와 관련된 표현으로 부정형 외에도 ‘X이라는 Y’ 구성을 들
수 있다. 이는 고유명사나 일반명사를 X 자리에 취하고 X보다 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과 같은 명사를 Y 자리에 취하는 구성으로, 인용 구성 ‘X이라고 하는 Y’
에서 ‘이라고 하는’이 ‘이라는’으로 축약된 것을 말한다. 이 구성은 기존 논의에서 절
대적 정보지위의 관점에서 주목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데, 아래와 같이 청자-신 지
위로서의 X를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40) 가. 우리 대학원에 임경훈이라는 애가 이번에 뉴스에 나왔어요.
나. 비행기를 탈 때 항공권 가격에는 유류 할증료라는 게 포함됩니다.

예컨대 (40가)는 필자가 만든 문장이고 (40나)는 TV 뉴스 말뭉치에서 출현한 문장
으로, 전자에서는 Y 자리에 ‘애’가, 후자에서는 ‘것’이 쓰였다. 여기에서 X 자리에 쓰
인 ‘임경훈’, ‘유류 할증료’의 지시적 의미는 각각 개체와 유형에 해당하는데, 모두 청
자에게 새로운 실체로 표현되어 있다. 즉, 화자는 청자가 (40가)에서는 ‘임경훈’이라
는 실체에 대한 표상을, (40나)에서는 ‘유류 할증료’라는 실체에 대한 표상을 이미
갖고 있지 않다고 가정하여 발화한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가진 상황에서 ‘X이라는 Y’ 구성 대신에 아래와 같이 X 단독으로
발화하면 맥락상 부자연스럽다. 별다른 한정이나 표시 없이 X만을 발화하면 청자가
그 표상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화자가 가정한 것으로 해석되기 쉽기 때문이다.
(41) 가. 우리 대학원에 임경훈이 이번에 뉴스에 나왔어요.
나. 비행기를 탈 때 항공권 가격에는 유류 할증료가 포함됩니다.

위 (41)은 (40)의 밑줄 친 ‘X이라는 Y’ 구성을 ‘X’로 대체한 문장을 보인 것이다. 청
자가 X에 대한 표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화자가 아는데도 이러한 문장을 발화
한다면 청자는 의아해 할 것이다. 그리고 이때 특정 개체를 나타내는 고유명사가 쓰
인 (41가)가 총칭적인 유형을 나타내는 일반 명사가 쓰인 (41나)보다 더 어색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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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다. 청자가 ‘임경훈’이라는 실체의 표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화자
가 (41가)와 같은 문장을 발화하는 것은 거의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진다. (41나)는
다소 수용 가능하지만, 청자-신 지위를 명확히 표현하는 (40나)에 비해서는 적절성
이 떨어진다.24)
‘X이라는 Y’와 형식적ㆍ기능적으로 유사한 구성으로 ‘X이라고’가 있다. 이는 ‘X이라
는 Y’와 마찬가지로 인용을 나타내는 계사의 활용형이 쓰인 것으로, ‘X이라고 하는’
에서 ‘하는’이 탈락하여 발달한 구성으로 보인다. 아래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42) 막 듣구 있는데, 그~ 맨 뒤에 스탠바이즈라고 걔네 노랜 줄 알구 그러는데 라이브
더라,

(42)는 자연대화의 예로,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출현한 문장이
다. 밑줄 친 부분을 ‘스탠바이즈라는’ 혹은 ‘스탠바이즈라는 그룹’, ‘스탠바이즈라는
그룹이 있는데’ 등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만약 화자의 생각에 청자가 ‘스탠바이즈’라
는 실체를 알고 있다고 여겼다면 ‘X이라고’ 대신 그냥 X로 표현했을 것이다.
청자-신 실체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위에서 든 부정칭 관련 표현들과 ‘X이라는 Y’
구성은 그것이 전달하는 어휘적 정보의 측면에서 차이를 가진다. 동일한 청자-신 실
체를 아래와 같이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달리 표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43) 가. 우리 대학원에 어떤 애가 이번에 뉴스에 나왔어요.
나. 우리 대학원에 임경훈이라는 애가 이번에 뉴스에 나왔어요.
다. 걔네들이, 어떤 향료를 써.
라. 걔네들이, 향료 중에 쎄부야라는 걸 써.

(43가, 나)는 청자-신 개체, (43다, 라)는 청자-신 유형의 예를 보인 것인데, (43
가, 다)는 이를 ‘어떤 X’로 나타내었고 (43나, 라)는 ‘X이라는 Y’로 나타낸 것이다.
이때 ‘어떤 X’를 쓰든 ‘X이라는 Y’를 쓰든 그것이 나타내는 실체가 청자의 마음속에

24) 그런데 이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특정 개체와 유형이라는 실체의 지시적 위상에 따른 차이일 수
도 있지만, 해당 발화가 나타난 사용역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도 있다. (40가)는 대화,
(40나)는 TV 뉴스의 발화인데, 정보지위의 명세가 더 민감하게 이루어지는 사용역과 그렇지 않은
사용역의 구별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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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표상이 아닌 새로운 것이라고 화자가 가정한다는 점은 같다. 그런데 ‘X이라
는 Y’ 구성을 쓰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실체의 명칭 혹은 정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새로운 실체를 도입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세상 지식으로서의 실질적인 정보를 함께
전달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정관형사 및 부정대명사, ‘X이라는 Y’ 구성 등의 형식과 청자-신 지위
라는 기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표현론적 관점에서는 상관관계가
그리 강하지 않다. 3장을 시작하면서 (1)에서 보였듯이 청자-신 실체는 특별한 표지
없이 맨명사구 형식으로도 잘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들을 아래와 같이 들 수
있다.
(44) 가. 근데 그~ 우리 대학원에 중국 그~ 조선족 언니가 한 한 명 있어. 근데 그 언
니가 신대방동이라고 거기 근까 우리 인접 지역이지, 거기에 살어::.
나. 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채영 씬 제 첫사랑하고 너무 닮았어요.

(44가)의 ‘조선족 언니’가 가리키는 실체는 화자가 가정하기에 청자의 머릿속에 표상
이 있지 않은 것이며, ‘~에 ~가 있다’와 같은 제시적 존재문을 통해 도입되고 있다.
(44나)의 ‘제 첫사랑’ 역시 청자-신 실체인데, 이 문장을 ‘제가 첫사랑이 있는데 채
영 씬 그 사람하고 너무 닮았어요.’와 같이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위와 같이 별다른
표시 없이 표현하였다. 이는 누군가에게 첫사랑이 있다는 것이 단언되어 있지 않고도
예상 가능한 것이고, 더군다나 그 누군가가 화자라는 점에서 가능한 것이다. 즉,
(44)는 모두 부정표현이나 ‘X이라는 Y’의 형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청자-신 실체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청자-신 실체가 고유명사 형식으로 도입되는 경우에 한정하면, ‘X이라는
Y’ 형식이 쓰여야 적절하다는 점에서 이 기능과 형식이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보인 (40)과 (41)의 비교에서 드러난다. 화자가 청자에게 ‘임
경훈’이라는 실체의 표상이 주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41가)의 문장을 사용
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한편, 해석론적 관점에서 우선 부정관형사 및 부정대명사는 지시적으로 쓰인 경
우25)에 항상 청자-신 지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러하다는 점에서 높
25) 이들이 비지시적으로 쓰인 경우란 예컨대 “아니 우리가 무슨 CIA냐?”에서와 같이 담화표지로 쓰
이거나, ‘-이라도’, ‘-이나’ 등의 양보적 의미를 가진 표현과 결합하여 소위 ‘자유선택’의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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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부정표현들이 청자-구 지위를 나타낸다는 것은 다소 기이하
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5.2.1절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반면 ‘X이라는 Y’ 구성과 청자-신 지위는 해석론적으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X이라는 Y’는 청자-신 실체로서의 X를 도입하는 데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정보
지위와 상관없이 X가 Y의 하위 유형이나 이름에 해당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
다. 즉, ‘X이라는 Y’ 구성이 항상 혹은 일반적으로 청자-신 실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
니다. 청자-구 실체를 나타내는 ‘X이라는 Y’의 용례로 아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45) 가. A: 야 이 나쁜 놈아.
B: 하미야.
A: 사과한답시고, 이런 시덥지 않은 거 만들어서, 돈이나 벌려고 했지? 나는
안중에도 없으면서 말이야. 너란 남자,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나. 그제 발표된 13기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는 ⓐ김영남이라는 이름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정밀 확인결과 북한의 권력 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장과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군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김영남이라는 인물이 선출된 은하 선거구는 북한이 지난해 새로 조성한 과학
자 단지입니다.
다. 손을 맞출 때 허공에다 하는 가래질’을 ⓐ‘헛가래질’이라 한다.1)
1)ⓑ‘헛가래질’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올라 있지 않으나 시골에서는 쓰는 말이다.26)

(45가)는 가공대화의 예로, 밑줄 친 ‘너란 남자’는 담화에서 현저한 실체인 청자가 X
로 나타났다. (45나)와 (45다)는 각각 TV 뉴스와 학술문의 예인데, ‘X이라는 Y’가
가리키는 실체 ⓑ가 선행 맥락에서 ⓐ로 이미 나타나 있다. 즉, (45)의 ‘X이라는 Y’
는 모두 담화-구 지위의 실체를 나타내고, 따라서 청자-신 실체가 아닌 경우이다.
우리의 말뭉치에서 ‘X이라는 Y’ 구성이 나타난 총 출현횟수와, 이것이 청자-신 실
체를 나타낸 횟수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쓰이는 경우를 말한다.
26) (45다)의 첫 번째 문장은 논문의 본문에서 쓰인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앞 문장을 부연 설명하
는 각주로 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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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X이라는 Y’ 구성27)의 총 출현 횟수와 청자-신 실체로서의 출현 횟수
대화
TV 뉴스
학술문
자연대화
가공대화
‘X이라는 Y’의 총 출현횟수
41회
40회
32회
268회
청자-신 실체로서의 출현횟수 8회(19.5%) 3회(7.5%) 4회(12.5%) 1회(0.4%)
→ 전체 총 381회 중 16회(약 4.2%)가 청자-신 실체를 나타냄.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사용역에 걸쳐 ‘X이라는 Y’의 전체 쓰임 중 청자-신 실체
를 도입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이는 ‘X이라는 Y’ 구성과 청자-신 지
위가 해석론적으로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X이라는
Y’가 일반적으로 청자-신 실체를 나타내는 경향을 가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청자-신 실체와 연관시키는 것은, 앞서 보았듯이 표현론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
지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자-신 관련 형식들의 사용역적인 특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우
선 청자-신 실체를 나타내는 부정관형사에 대해 살펴본다. 위에서 언급한 부정관형
사 중 ‘웬’, ‘무슨’, ‘어느’는 청자-신 실체를 지시하는 표현으로 쓰인 경우가 세 사용
역에 걸쳐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떤’과 ‘한’에
주목하기로 한다.28)
부정관형사 ‘어떤’과 ‘한’은 사용역에 따라 그 출현 빈도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구체적인 출현 빈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47) 청자-신 지위를 나타내는 부정관형사 ‘어떤’과 ‘한’의 사용역에 따른 출현 빈도

대화
TV 뉴스
학술문

자연대화
가공대화

‘어떤’
20
7
2
39

‘한’
1
0
111
67

27) 대화에서는 ‘X이라고’ 구성도 포함한 것이다.
28) 양명희(2005)에서는 ‘어느’와 ‘어떤’을 비교하며 전자는 문어, 후자는 구어에 주로 사용되는 경향
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어느’는 이러한 사용역에 따른 한정된 쓰임을 보일 뿐만 아니라 결
합하는 명사의 유형도 제약적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말뭉치에서 ‘어느 날’, ‘어느 정도’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물리적이고 구체적인 실체를 나타내는 명사와는 잘 결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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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에서 보듯이 대화에서는 ‘한’보다는 ‘어떤’이 더 많이 나타난 반면 TV 뉴스에서
는 ‘한’이 ‘어떤’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타났다. TV 뉴스에서 2회 나타난 ‘어떤’도 모
두 인터뷰나 녹취 발화의 것이고 앵커나 기자의 발언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TV 뉴스
에서 ‘한’은 매우 활발히 사용되고 특히 앵커의 도입부나 기자 리포트의 시작부분에
서 많이 나타나는데, 아래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48) 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한 이슬람 단체가 자신들이 테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위구르 인을 박해하는 중국에 보복하려 했다고 밝혀 중국 정부가 긴장
하고 있습니다.
나.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 지난해 12월 말 47살 박 모 씨가 건강검진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48가)는 기사 도입부에서 앵커가 발화한 문장이고 (48나)는 기자 리포트의 시작부
분에 나타난 ‘한’이다. 이렇게 TV 뉴스의 ‘한’은 보도되는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나 사
건이 벌어진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청자-신 실체를 나타내는 부정대명사를 살펴본다. 구체적인 출현 빈도는
아래와 같다.
(49) 청자-신 지위를 나타내는 부정대명사의 사용역에 따른 출현 빈도

대화

자연대화
가공대화

TV 뉴스
학술문

일반 의문대명사
‘누구’ ‘무엇’
13
36
10
21
1
0
0
4

총
49
31
1
4

‘-인가’ 결합 의문대명사
‘누군가’
‘무엇인가’
2
21
10
9
4
6
0
0

총
23
19
10
0

총
72
50
11
4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청자-신 실체를 나타내는 부정대명사는 학술문에서 거의 나타
나지 않았고 TV 뉴스에서도 낮은 빈도를 보였다. 부정대명사의 종류에 따라서도 이
러한 경향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TV 뉴스는 위에서 보았듯이 청자-신 실체를 새로
도입할 때 ‘한 X’의 표현을 활발히 사용한다는 점에서 부정대명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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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명제의 정보지위
3.2.1. 명제의 정보지위의 개념
이제부터는 지시체가 가지는 절대적 정보지위 중 명사구 실체가 아니라 문장 혹은
절이 지시하는 명제의 인지적 지위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정보구조 논의에서 거의 다루지 않은 부분이다. 기존에 명제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구
조 논의는 화제와 초점 등 명제를 구성하는 부분들 간의 관계에 따른 것이었다. 그런
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명제의 정보구조는 명제가 나타내는 정보를 화제나 초점
등 그것을 이루는 부분의 역할에 따라 평가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통합된 정보
단위로서의 명제의 절대적인 주어짐성이다.
명제의 정보지위는 앞서 살펴본 실체의 경우처럼 그것이 어떤 기준에서든 주어져
있는지 혹은 새로운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주어진 정보로서의 명제는 보통 ‘전
제(presupposition)’라고 불리는 것과 관련된다. 전제는 의미론적인 개념으로서의 전
제와 화용론적인 개념으로서의 전제가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것은 후자 개념이다.
즉, 어떤 명제가 주어져서 전제 지위를 가진다는 것은, 그것의 진리치가 항상 참이라
는 뜻이 아니라 그 명제가 화청자의 담화세계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청자가 그 명제를 알고 있다거나, 담화에서 그 명제가 활성화되어 있다거나 하는 것
이다. 이때 청자가 명제를 안다고 해서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안다는 것은 아
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는 앞서 명사구 실체가 청자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실체를 현실세계에서 골라낼 수 있거나 현실세계에서의 관련 지식을 알고
있다는 뜻은 아닌 것과 상통한다. 어떤 실체의 표상이 청자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
과 마찬가지로 명제의 표상이 청자의 머릿속에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것이 화용론적
전제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새로운 정보의 지위를 가지는 명제는 보통
‘단언’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명제의 정보지위를 ‘주어짐/새로움’의 이분법인 전제와 단언
으로 나누기보다는, 앞서 언급했듯이 실체의 정보지위와 마찬가지로 담화와 청자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세 가지의 정보지위를 설정한다. 즉, 담화-구 명제, 담화신ㆍ청자-구 명제, 청자-신 명제의 삼분이다. 또한 실체와 마찬가지로 담화-구 지
위는 선행어와의 거리나 의미적 관계에 따라 활성화와 준활성화로 나뉜다.
29) ‘X이라는 Y’ 구성은 위 (46)에서 볼 수 있듯이 말뭉치에서 청자-신 지위를 표시하기 위한 쓰임
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 사용역적인 비교에서는 제외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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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논의들과 본고의 관점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점은 기존의 ‘주어진 명제’는
어떤 차원에서 혹은 어떠한 정도로 그것이 주어짐성을 가지는 것인지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혹은 청자 지식의 관점에서 주어져 있는 명제만을 의미하였으나,
우리는 명제의 주어짐성을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전제’는 대
화함축 같이 담화에서 특정한 언어 형식에 대응되지 않고 화용론적인 현상에만 국한
되는 것들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명제의 주어짐성은 특정한
언어 형식과 전제 지위가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이다.
우리가 명제의 정보지위들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는 형식들
은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 선어말어미 ‘-잖-’과 종결어미 ‘-거든’, ‘-다고’, ‘-다니
까’, ‘-다며’, ‘-단다’, ‘-대’ 등이다. 이 어미들의 형태와 의미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
가 이루어졌으나 정보구조적인 양상을 조명한 논의는 드물고, 또한 명제의 인지적 지
위뿐만 아니라 전체 정보구조의 틀 속에서 다른 부문과의 관련성을 논한 것은 찾기
힘들다. 이에, 일단 명제의 정보지위가 정보구조의 틀에 어떻게 포함되며 그 위상은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 각 정보지위에 대하여 이 형식들이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탐색하기로 한다.

3.2.2. 명제의 정보지위와 화용론적 전제
이 절에서는 본고에서 다루는 명제의 정보지위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것이
기존의 화용론적 전제와 어떻게 다른지를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문장에서 표현되는 명제는 정보성에 따라 ‘전제’와 ‘단
언’으로 나뉜다. 그리고 거칠게 말하자면 전제가 구정보에, 그리고 단언이 신정보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전제는 다시 의미론적 전제와 화용론적 전제의 두 유형이 있다. 우선 의미론적 전
제는 두 명제 사이의 진리조건적인 관계와 관련되는데, 어떤 명제 P가 명제 Q를 전
제한다는 것은 P가 참이거나 거짓이거나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Q는 항상 참이 되
는 관계를 말한다.
(50) 가. 철수는 영희와 결혼한 것을 후회한다.
나. 철수는 영희와 결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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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50가)와 같은 문장은 (50나)를 의미론적으로 전제한다. (50가)가 참이든 거
짓이든 상관없이 (50나)는 참이 되기 때문이다. 즉, 실제로 철수가 영희와 결혼한 것
을 후회하는 상황이나 후회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 철수가 영희와 결혼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후회하다, 멈추다, 알다’류의 ‘사실성 동사’들의 보문절은 의
미론적 전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반면 화용론적 전제는 두 명제 사이의 진리치 관계가 아니라, 화청자가 해당 명제
를 이미 알고 있거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예를 들어
어떤 친한 두 친구가 일요일에 그날 곧 있을 모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전화 통화
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51) 가. A: 너 오늘 못 나오지?
B: 응. 이럴 때 백화점에서 일하는 거 진짜 싫다.
나. ‘백화점에서 일하면 일요일에 쉬지 못한다’, ‘B는 백화점에서 일한다’, ‘B는 일
요일에 쉬지 못한다’

(51가)의 대화에서 두 사람 간에는 (51나)의 명제들이 공유되어 이를 기반으로 대화
가 이루어진다. 만약 A가 B에 대한 이러한 정보를 이전에 알고 있지 않았다면 대화
는 다른 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 공유된 명제는 화청자의 담화세계에서 화용론적으
로 전제된 것이다.
이 두 유형의 전제는 여러 차이점을 지닌다. 우선 의미론적 전제가 특정한 언어 형
식으로부터 유도되는 점과 달리, 화용론적 전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즉, (50)에
서는 ‘후회하다’ 구문이 가지는 구조와 의미로부터 그 보문절의 전제 지위가 얻어지
는데, (51)에서는 (51나)와 같은 전제가 (51가)의 대화를 구성하는 어느 특정한 요
소로부터 획득된다고 보기 힘들다. 또한 어떤 명제가 두 가지 유형의 전제에 모두 해
당할 수도 있으나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의미론적 전제는 보통 화용론적으로도
전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로 화용론적인 전제가 항상 의미론적 전제인
것은 아니다.30) 예컨대 위의 (50나)는 (50가)의 화용론적 전제에도 해당하는 것으

30) 이러한 의미론적 전제와 화용론적 전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Lambrecht(1994: 61-5)에서는 의미론적 전제가 항상 화용론적 전제는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의
화용론적 전제 개념은 우리의 것과 상이하고 본고의 5.2.3절에서 상정하는 개념인 ‘상대적 전제’에
가까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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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이지만 (51나)의 명제들은 (51가)의 의미론적 전제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두 유형의 전제 중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화용론적 전제이다. 화자의 생각
에 청자가 가지고 있거나 가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정보가 언어에 반영된 양상
이 정보구조이므로, 명제 자체의 진리치보다는 화청자가 공유하는 믿음으로서의 전제
가 우리의 논의와 관련이 된다.
그런데 화용론적 전제 개념만으로는 다양한 언어 현상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
다. 정보가 언어 형식에 반영되는 양상은 단순히 ‘신정보’과 ‘구정보’의 이분이 아니
라 여러 변인을 고려한 위계를 설정하여 세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실체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담화-구, 담화-신ㆍ청자-구, 청자-신의 세 가지 위계
를 적용함으로써 구체화된다.
각 지위를 잘 보여주는 예를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52) 가. 됐어! 됐다니까!
나. 냉장고에 맥주가 왜 없지? - 니가 어제 다 마셨잖아.
다. (저 앞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며) 그때 내가 말했던 사람이 쟤야.

(52가)에서 밑줄 친 ‘됐다니까!’는 담화-구 명제에 해당한다. 직전문장에서 표현된
명제 ‘됐다’가 그대로 반복되었고 그 점을 ‘-다니까’라는 어미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52나)의 문장은 담화-신이면서 청자-구인 명제를 나타낸다. ‘니가 (맥주를) 어제
다 마셨다’는 것은 화자가 생각하기에 청자에게도 주어져 있는 명제이다. 그런데 이
발화 상황에서 화자가 생각하기에 청자가 현재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명제, 즉 담화
차원에서는 새로운 명제이다. 이러한 지위가 ‘-잖-’을 통해 표현되고 있다. (52다)
의 문장은 청자-신 명제에 해당한다. 이 명제는 발화 이전에는 청자에게 주어져 있
지 않은 것으로, 화자가 이 발화를 통해 새롭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명제의 정보지위와 흡사한 것으로 Lambrecht(2001a)에서 설정한
세 가지 유형의 전제가 있다. 이 논의에서는 분열문의 관계절 명제의 전제적 지위를
설명하기 위해, 지식 전제(K-전제), 의식 전제(C-전제), 화제성 전제(T-전제)의
세 가지 유형의 전제를 설정한다.31) 우선 지식 전제는 기존의 화용론적 전제에 해당
31) Lambrecht(1994: 2.3절)에서도 이러한 세 유형의 전제를 설정하였으나 이때에는 ‘화제성 전제’
를 ‘관련성 전제’라 칭하였고 ‘지식 전제’라는 유형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 Lambrecht(2001a)에
와서 이 세 유형의 전제의 체계가 잡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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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으로, 화청자 상호간에 알려져 있는 명제를 말한다. 의식 전제는 화청자의 현
재 담화 세계에 존재하는 명제, 즉 화청자의 단기기억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명제를
말한다.32) 마지막으로 화제성 전제는 현재 관심의 중심에 해당하며 서술되는 내용이
귀속되는 소재지로서의 명제를 말한다. 즉, 이 세 가지 전제는 주어짐성의 정도를 반
영하는 것으로, 지식 전제가 가장 낮은 주어짐성을 가지고 화제성 전제가 가장 높은
주어짐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우리의 담화-구 명제는 Lambrecht(2001a)의 의식 전
제에, 담화-신ㆍ청자-구 명제는 지식 전제에 각각 대응될 수 있다.
다만, 본고는 주어짐성의 평가 대상이 되는 명제를 내포절에 국한하지 않고 문장
전체 혹은 주절이 표현하는 명제도 포괄한다는 점에서 Lambrecht(2001a)의 체계와
차이를 가진다. Lambrecht(2001a)의 세 가지 전제는 분열문의 관계절이라는 내포문
의 한 유형에 한정하여 그것이 가지는 전제적 지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반면
우리의 세 가지 명제의 정보지위는 문장 전체 혹은 주절이 표현하는 명제도 포괄하
여 적용되고, 다양한 언어 표현과 관계되는 양상을 설명하는 데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보다 일반적인 성격을 띤다. Lambrecht(2001a)를 포함하여 기존의 화용론적 전제는
해당 문장의 부분을 이루는 구조나 형식에 대해 적용되거나 특정한 언어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고 배경을 이루는 명제에 대해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위의
(52), 특히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어떤 주어짐성을 가진 명제인 (52가, 나)에
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화청자가 공유한 명제가 문장의 주절 명제로도 나타날 수
있다.
문장 전체 혹은 주절이 표현하는 명제가 ‘주어진’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은 기존 논
의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Lambrecht(1994: 58-9)에 흥미로운 논의가 있어
언급할 만하다.
(53) 가. Why did you do that? - I did it because you're my friend.
나. 왜 그랬어? - 네가 내 친구잖아.

여기에서는 (53가)의 대답 문장을 예로 들어, 이를 구성하는 두 절 ‘I did it’과
‘you're my friend’는 다 화용론적 전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답이 정보적인
이유는 이 두 명제 간의 ‘관계’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즉, 여기에서도
32) 앞서 2.2.2.1절의 각주 3에서 밝혔듯이 ‘단기기억’보다는 ‘작업기억’이 적절한 개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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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답 문장 자체는 ‘주어진’ 것이라는 점이 포착된다.33)
하지만 우리의 논의가 이와 다른 점은, 한국어에서는 명제 간의 의미적인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유표적인 언어 형식에 의해 명제의 주어짐성이 표시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위의 대화를 우리말로 (53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내가 네
친구다’라는 명제가 화청자가 공유하는 주어진 지위를 가진다는 점이 단순히 그 명제
가 쓰인 담화 맥락이나 명제의 의미로부터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잖-’이라는 형식
에 의해 명시적으로 표현된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잖-’뿐만 아니라 다양
한 어미들이 이러한 의미를 표시한다.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세 가지 정보지위의 상관관
계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미리 걷어내고자 한다. 바로 문장
전체가 구정보 명제를 표현한다는 것이, 모든 문장은 신정보를 전달한다는 기존 논의
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가정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화자가 청자
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목적이고 실제 의사소통이
일어나는 양상이라고 할 때, 발화는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신정보를 포함할 것이 요
구된다. 그런데 이때의 신정보란 절대적 정보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정보
지위를 말하는 것으로, 4장에서 살펴볼 ‘초점’에 해당한다. 위의 (53나)의 대답은 문
장이 표현하는 명제 전체의 절대적 지위가 주어져 있는 것이지만, 이 맥락에서 청자
가 요구하는 질문의 대답으로 기능함으로써 전체가 초점이 되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
문장 역시 신정보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2.3. 담화-구 명제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 중에 우선 가장 높은 주어짐성을 가지는 담화-구 명제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담화-구 지위가 유표적으로 실현되는 언어 형식에는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과 종결어미 ‘-다니까’, ‘-다고’가 있다.34) 전자는 문장의 일부분이,
후자는 전체 문장이 담화상 주어진 명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른 성격을 가진다.
또한 주어짐성이 획득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이제 각 구성에 대하여 자세히 살
33) 그러나 Lambrecht(1994)의 이러한 설명은 절대적 정보지위로서의 주어짐성을 가진 ‘전제’ 개념
과, 상대적 정보구조에서 초점과 상보적인 요소로서의 ‘전제’ 개념을 혼란스럽게 할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5.2.3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34) 4.2절에서 한국어 분열문을 크게 ‘것은’ 분열문과 ‘것이’ 분열문으로 나눈다. 이 중 ‘것은’ 분열문
만이 관계절 명제의 전제적 지위를 확실히 담보하기 때문에 절대적 정보지위에 대한 논의는 ‘것은’
분열문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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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기로 한다.

3.2.3.1.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
분열문은 화제와 초점 등 상대적 정보지위와 깊은 관계를 맺는 구성으로, 그 관계
절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가 어떤 주어진 전제라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다. 또한 이
를 단순히 전제라고 보는 것을 넘어서, 본고에서 취하는 것과 흡사한 세분화된 인지
적 위계를 적용한 논의들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Hedberg(2000)에서는 Gundel
et al.(1993)의 주어짐성 위계를 적용하여 분열문의 관계절 명제가 ‘유일 확인가능’
부터 ‘초점에 있음’의 단계에 걸쳐 나타난다고 하였고,35) Lambrecht(2001a)에서는
‘지식 전제, 의식 전제, 화제성 전제’의 세 단계의 전제 지위를 상정하고 그 중 가장
높은 주어짐성을 가지는 화제성 전제의 지위를 분열문의 관계절 명제와 관련시켰다.
분열문의 관계절 명제가 주어진 전제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때 주로 wh질문과 대답의 쌍을 이용한다. 상대적 정보지위인 초점 성분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중시된 것이다. 예컨대 아래와 같은 대화를 상정하여 논의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54) 가. A: What do you need?
B: What I need is a sheet of paper and a pencil. (Declerck 1988:221)36)
나. A: 너는 뭐가 필요해?
B: 내가 필요한 건 종이 한 장이랑 연필이야.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대화에서는 이렇게 설명의문문에 대하여 온전한 문장 성
분들을 다 갖추어 대답하는 경우를 찾기 힘들고, 더군다나 분열문 형식으로 대답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55) 가. A: 저 근데 오늘 별장엔 누구누구 와요?
B: 아, 저 친한 선배랑, 이 아는 동생이랑요.

35) Hedberg(2000)은 영어의 ‘it’ 분열문을 그 주어가 ‘it’인 것 외에 ‘this, that’인 것까지 포함하여
다룬 논의로, 분열문의 주어와 관계절이 화용론적으로 하나의 불연속적인 한정기술처럼 기능한다
고 보았다.
36) Lambrecht(2001a: 474)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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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오늘 별장에 오는 건 친한 선배랑 아는 동생이에요.)
나. A: 현아 누나 생일파티를 왜 여기서 해?
B: 언니네 집수리 중이거든.
(B′: 현아 언니 생일파티를 여기서 하는 건 언니네 집수리 중이기 때문이야.)

(55)의 대화는 모두 설명의문문과 그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 B′처럼 질문
에서 주어진 부분을 화제로 구성하여 분열문 형식으로 대답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
지만 실제로는 B와 같이 초점 성분만을 발화한 문장이 나타났다. 오히려 B′와 같이
대답하는 것은 화용론적으로 Grice의 대화 격률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친절하여
엉뚱한 대답이 될 수 있다.
또한, 설명의문문과 그에 따른 대답이 나타날 확률이 훨씬 더 적은 TV 뉴스나 학
술문 같은 사용역에서는 분열문의 전제의 지위를 그러한 맥락에서 판별하기가 더욱
힘들다. 실제로 나타나는 분열문은 wh-질문과 답변의 쌍으로 잘 나타나지 않고, 또
한 그러한 맥락을 상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다. 더 나아가 분열문의 관
계절 명제가 반드시 직전 맥락의 질문이 환기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높은 주어짐성
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질 수 있다. 즉, 분열문의 화제에 나타나는 전제된
열린 명제의 선행어는 직전문장에 나타나고 동일지시의 의미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닐
수 있고 때로는 그러한 경우가 오히려 어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말뭉치에 나타난 ‘것은’ 분열문들의 관계절 명제가 가지는 정보적 지위의 실제 양
상을 확인해 보자.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은 일반적으로 담화-구 지위의 명제를 나
타내며, 이것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밝힐 것이다.
말뭉치에 출현한 총 157개의 ‘것은’ 분열문에 대하여 그 정보지위를 분석하면 담화
-구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구체적인 출현 빈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56)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 명제의 정보적 지위 (뒤에서 수정됨)
담화-구
118회 (75.2%)

담화-신ㆍ청자-구

(텍스트에서 주어짐 113회, 상황에서 주

7회 (4.5%)

어짐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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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7)

총

32회

157회

(20.4%)

(100%)

위에서 보듯이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 명제는 담화-구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일반
적이다. 그런데 담화-신ㆍ청자-구 지위인 경우도 소수 포함되며, 어떤 원천에 있어
서도 주어진 것에 해당하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명제인 청자-신 지위를 갖는 것으
로 볼 수 있는 경우도 32회나 나타났는데, 이는 사실 다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는 것을 뒤에서 확인할 것이다.
우선 담화-구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담화-구 지위는
텍스트에서 획득된 경우와 발화 상황에서 획득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57) 가. A: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B: 글쎄요. 힘들었던 순간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죠.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믿었던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조롱이었습니다.38)
나. 대입설명회마다 이렇게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몰리는 건 입학 전형이 너
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57가)는 정보구조 판별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질문-답변 쌍과 흡사한 맥락을 보
이는 예이다. 화자는 상대방의 질문에 주어진 것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답변 문장을
구성하고 있다. 관계절 명제인 ‘(힘들었던 많은 순간 중에서) x가 나를 가장 힘들게
했다’가 직전 발화에 그대로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는 텍스트에 기반한
구정보가 된다.39) (57나)는 TV 뉴스에서 한 꼭지의 기사를 시작하는 앵커의 첫 문
장인데, 이 문장의 발화 직전에 대입설명회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몰려 있는 영상이
시각적으로 주어지고 이 문장을 발화하는 동안에도 그 영상은 계속 공존한다.40) 즉,
이 관계절 명제는 상황에 기반한 구정보가 된다.
37) 이를 ‘청자-신’이 아니라 ‘기타’라고 표시한 것은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이것이 청자-신의 지위를
가진다기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어떤 주어짐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8) 이 문장의 발화는 사실 두 장면으로 끊겨서 나타난다. B가 밑줄 친 부분을 발화한 후, ‘힘들었던
순간’을 회상하는 장면이 개입되고, 다시 처음 장면으로 돌아와 그 뒤의 ‘믿었던 ……’ 부분이 발화
된다.
39) 엄밀히 말하면 질문에는 ‘X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다’가 주어져 있고 답변의 관계절 명제는 ‘X
가 나를 가장 힘들게 했다’이므로 이들을 완전히 동일한 명제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언어 사용
의 측면에서 이들은 거의 동일한 의미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0) 이러한 점을 중시하면 엄밀히 말해 이 문장이 담화를 시작하는 첫 문장인 것은 아니다. 시각 자
료가 우선 제시된다는 점에서 담화주제가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담화의 언
어적 텍스트를 구성하는 측면에서는 처음으로 발화된 문장이라는 점에서 첫 문장이라고 본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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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보듯 이 중에서 텍스트에 주어짐성의 원천을 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단일한 정도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더 자세히 살펴볼 필
요가 있다. 텍스트-구 관계절 명제를 선행어와의 의미적 관계와 거리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58) ‘것은’ 분열문 관계절 명제: 담화-구 명제 중 텍스트에서 주어진 명제의 하위유형
기준
선행어와의

텍스트에서 주어짐 (총 113회)
직접적 (동일지시)
간접적 (추론관계)
81회
32회
의미적 관계
선 행 어 와 의 직전문장 담화주제 근접문장 직전문장 담화주제 근접문장
42회
18회
21회
25회
2회
5회
거리

우선 텍스트에서 주어진 경우는 선행어와의 의미적 관계에 따라 직접적인 것과 간
접적인 것으로 나뉘는데, 후자보다 전자가 더 높은 정도의 주어짐성을 가진다.
(59) 가. 중국 시안시의 한 유아원입니다. 이곳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은 아프지 않아도
매일 약을 먹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먹은 것은 감기약.
나. 교체의 규칙성을 정하기 위해 제안된 세 가지 하위 기준은 각각이 그것을 충
족시키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의 두 가지를 구분해 준다. 따라서 세 가지
하위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총 8가지(2×2×2)의 규칙성 등급
이 나올 수 있다. 이 중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5가지이다.

예컨대 (59가)의 관계절 명제 ‘아이들이 x를 (혹은 어떤 약 x를) 먹었다’는 직전문
장에서 직접 나타난 것이다. (59나)는 직전문장에서 환기되는 명제 ‘이론적으로 ~가
나타난다’와 대치되는 의미를 가진 명제 ‘실제로 x가 나타난다’가 관계절에 표현된
것으로, 이 관계절 명제는 선행 문장으로부터 추론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행어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경우에도 선행어와 관계절의 표현이 완전히
같지 않고 서로 조금 다른 경우가 훨씬 많다.
(60) 가. 지금 보신 것처럼 AI가 순식간에 우리나라 서쪽 지역을 휩쓸며 전국으로 확산
될 조짐을 보이자 방역 당국은 초비상 상탭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건 ‘민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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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있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건데요.
나. A: 멀쩡하게 사기를 쳐 놓구 어디서 뻔뻔하게.
B: 사기라뇨? 말조심하세요. 말이면 단 줄 알아요?
A: 뭐야, 말조심?
B: 그리고요, 불순한 의도로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건 이영재 씨 아니에요?

(60)의 문장들은 직전문장에서 거의 같은 의미로 간주할 수 있는 선행어 명제를 가
지고 있는 경우이다. (60가)에서 분열문의 관계절이 나타내는 ‘x가 특히 걱정스럽다’
는 바로 앞 문장의 선행어 ‘(AI로 인해) 방역 당국이 초비상 상태이다’와 동일 관계
에 근접한 관계를 가진다. (60나)에서도 마찬가지로, ‘x가 불순한 의도로 y를 이용하
려고 하다’는 근접문장에서 선행어 명제 ‘(x가) (y에게) 사기를 치다’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즉, ‘초비상 상태이다’와 ‘걱정스럽다’, 그리고 ‘불순한 의도로 이용하다’와
‘사기를 치다’가 서로 어휘적으로 동의어인 것은 아니지만, 이 맥락에서는 유의 혹은
동의에 근접한 관계로 해석할 수 있다.
텍스트에서 주어진 관계절 명제는 또한 선행어와 해당 관계절의 거리에 따라 나눌
수 있다.41) 아래에서 선행어와 관계절이 물리적인 거리를 사이에 두고 나타난 경우
와, 그렇지 않고 선행어가 담화주제인 경우를 비교한다.
(61) 가. 앵커: 가구를 새로 사서 집 안에 들여놓은 뒤에 지독한 냄새 때문에 고생하셨
던 적 있으시죠? 왜 그런지 알아보았더니 값은 싼 대신 발암물질인 포름
알데하이드와 휘발성 유기화학물을 내뿜는 저질 자재를 쓰는 공장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가구 공장 창고. 정부 단속반과 함께 곧 배송될 상자를 뜯
어봤습니다. (…중략…) 이 때문에 ⓐ정부는 가구를 만들 때 E2 등급 자
재는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두는 가구의 특성상 사람에게
직접 흡입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구업체들은 여전히 값싼 E2 자재를
동남아에서 수입해 쓰고 있습니다. “E2 자재가 E1보다는 가격이 좀 저렴
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10% 정도 가격이 차이가 났었어요. 3, 40%는
쓰지 않겠나 싶습니다.” “E2 쓰는 업체 많아요. 서민들이 사는 건데, 누가
41) 선행어와 동일지시적인 명제가 표현을 달리하여 분열문의 관계절에 나타난 위의 (60가)와 (60
나)도 선행어 명제와 해당 관계절의 물리적 거리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60가)는 선행어
가 직전문장에, (60나)는 근접문장에 주어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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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겠습니까, 안 사죠.”42) ⓑ우리나라가 E2 자재 사용을 제한한 것은 불
과 3년 전부터. 그조차도 미국과 일본보다는 가구의 유해 물질 기준이 느
슨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
나. 앵커: 한-일 두 나라 외교차관이 8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지난해 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중단됐던 두 나라 간 고위급 교류가 모
처럼 재개된 겁니다. 미국이 중재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일본의 태도입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한국을 방문한 사이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외교부를 방문해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을 만났습니다. 최근 취임한 조태용 차관과의 상견례
자리였지만, 회동은 3시간이나 진행됐습니다. 회동이 끝난 뒤 사이키 차
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조태용 차관은 사
이키 차관에게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성의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한일관계를 개선할 책
임은 일본에 있다는 태도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한-일 관계
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일본 측의 행동이 있어
야 된다는 점을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일 간 고위급 접촉이
재개된 것은 미국의 중재와 압박 때문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

(61가)는 관계절 명제 ⓑ와 선행어 ⓐ가 그 사이에 2명의 인터뷰 발화를 포함하여
여러 문장을 두고 있는 경우이다. 즉, 선행어가 근접문장에 나타난 경우이다. 이때
혹시 이 명제가 전체 기사의 중심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앵커 시작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발암물질을 함유한 자재를 쓰
는 가구 제조 업체가 많다’ 정도를 담화주제 명제로 가진다. 분열문 관계절이 나타내
는 ‘우리나라가 E2 자재 사용을 제한하였다’는 명제는 담화주제로 보기 힘든 것이다.
한편, (61나)를 살펴보면 (61가)와 마찬가지로 분열문 ⓑ의 근접맥락에, 여기서는
8개 문장 앞의 앵커 발언에 선행어 ⓐ가 주어져 있다. 그런데 이 명제는 단지 8개
문장을 사이에 둔 ‘먼 거리’의 선행담화에 등장한 것일 뿐만 아니라 기사 전체의 담
화주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선행어와의 추론관계를 통해 주어진 명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
추론관계는 몇 가지 두드러진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크게 자매관계, 상
42) 기자의 발화 중간에 들어가는 직접 인용된 문장들은 인터뷰나 녹취의 발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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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관계, 인과관계의 유형을 들 수 있다. 말뭉치에서 나타난 각 유형의 출현횟수를 보
이고 그 예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한다.
(62)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 선행어와 간접적으로 연결된 담화-구 명제의 하위유형
자매관계
대안관계 대조관계
3회
13회
16회

상하관계
하의-상의어
상의-하의어
4회
1회
5회

인과관계
(시간적, 논리적)
7회

기타

전체

4회

32회

(63) 가. 따라서 세 가지 하위 기준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총 8가지
(2×2×2)의 규칙성 등급이 나올 수 있다. ⓑ이 중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다음
과 같은 5가지이다.
나. ⓐ선행 연구에서 보어는 문장에서의 필수성이 지나치게 부각된 점이 있다. 이
러한 이유로 문장에서 필수적 부사어를 보어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보어에
대한 연구의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문장성분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필수성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법관계로서의 어떤 특성을 가지는 성분인가이다.
다. ⓐ문법관계의 측면에 주목하면, ‘지하철이’의 ‘이/가’는 주어를 표시하고, ‘서울
에가’의 ‘이/가’는 주어를 표시하지 않으므로 둘 간의 차이점이 부각되지만, 화용
적인 기능에 주목하면 ‘지하철이’의 ‘이/가’나 ‘서울에가’의 ‘이/가’ 모두 주제를
하는 데에 사용되므로 둘 간의 공통점이 포착된다. ⓑ비전형적인 분포를 보이는
경우에도 전형적인 분포와 기능을 보일 때와 동일한 형태를 사용하는 것은 화
용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기능상의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라. ⓐ병원에:: 낸 거는, ⓑ뭉탱이로 낸 거는 백이십만원이구.
마. 하지만 ⓐ폭발물 처리반이 가방을 열어 보니, ⓑ가방에 있던 건 철제 옷걸이와
헌 옷 10벌뿐이었습니다.

(63)에서 분열문의 관계절은 ⓑ로 표시하였고 선행어는 ⓐ로 표시하였다. 우선 (63
가, 나)는 선행어 명제와 분열문 관계절 명제가 의미적으로 동일한 집합에 소속되는
원소들 간의 평행한 자매 관계인 경우이다. 자매 관계는 다시 그 두 명제가 단순히
서로 다른 두 원소를 나타내느냐, 아니면 ‘긍정-부정’의 관계와 같이 반대의 값을 가
진 대립되는 두 원소를 나타내느냐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전자를 대안 관계, 후자
가 대조 관계라고 하겠다. (63가)는 대안 관계를, (63나)는 대조 관계를 보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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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3가)에서 ⓐ는 ‘규칙성 등급’ 중에 어떤 것이 ‘이론적으로 나타난다’는 명제를
환기하는데, 분열문의 관계절 ⓑ는 어떤 것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명제를 의미하므
로 선행어와 대안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63나)는 ⓐ에서 ‘보어 판별에 필수
성이 지나치게 부각되었다’는 명제가 드러나는데, 이는 분열문 관계절 ⓑ가 나타내는
‘필수성 외의 다른 x가 더 중요하다’는 명제와 대조적인 의미를 가진다.
다음으로 (63다, 라)는 선행어와 분열문 관계절 명제가 의미적으로 상하 관계를
가지는 경우이다. (63다)는 하의어-상의어 관계, (63라)는 상의어-하의어 관계에
해당한다. 우선 (63다)는 ‘조사 ‘이/가’의 전형적인 쓰임과 비전형적인 쓰임’에 대해
설명하는 텍스트인데, 분열문의 선행 문장에서 각각의 예를 하나씩 제시하고 이를 설
명한 후, 해당 분열문에서 이를 일반화하고 있다. 관계절 ⓑ가 표현하는 명제는 앞선
문장들의 사태를 추상화ㆍ일반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제 간의 하의-상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63라)는 모자(母子) 관계의 두 인물이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건강
및 병원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맥락이다. 이때 해당 분열문에 선행하는 잘려진
문장인 ⓐ로부터 ‘병원에 x를 냈다’라는 명제가 주어지게 되고, 이는 분열문 관계절
ⓑ가 나타내는 ‘(병원에) 뭉탱이로 x를 냈다’와 의미적 상하관계를 가지는 선행어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63마)는 선행어와 분열문 관계절 명제가 인과관계로 연결된 경우이
다. 분열문에 바로 선행하는 ⓐ에서 ‘폭발물 처리반이 가방을 열어 보았다’는 명제가
주어져 있는데 이로부터 ‘그 가방 안에 x가 있다’는 명제가 인과적으로 연결되므로
이 관계절 명제가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 명제는 담화-구 지위를 가지는 경우 외에 표 (56)에서 제
시하였듯이 담화-신ㆍ청자-구 명제를 나타내는 경우도 소수 발견된다.
(64) 가. 그때 니가 가지고 간 건 핸드폰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나 보다.
나. 북한이 전기로에 집어넣겠다며 장성택을 비난하는 북한 주민들의 인터뷰를 내
보낸 것은 이런 전력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64가)에서 밑줄 친 관계절의 열린 명제 ‘그때 니가 x를 가지고 갔다’는 선행 텍스트
나 발화 상황에서 주어져 있지 않지만, 화청자가 공유하는 기억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대화의 화청자는 이 발화가 이루어지기 한참 전에 핸드폰이 서로 바뀌는 사건을
겪었다. 즉, 이 명제는 청자 지식의 관점에서 주어져 있지만 담화에서는 새로운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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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4나)는 TV 뉴스에서 출현한 문장으로 ‘북한의 장성택의 숙청 죄목에는 문란한
여자 관계도 있었다’는 것이 이 기사의 주제이다. 밑줄 친 관계절이 나타내는 명제는
그 선행 맥락에서는 주어져 있지 않지만 전날 보도에서 주어져 있는 것이다.43)
이제는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 명제가 담화나 청자의 관점에서 모두 주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경우들을 살펴보자. 전체 출현 157회 중 32회로 꽤 많은 수의
분열문이 이에 해당하였다. 이는 언뜻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과 담화-구 지위가 유
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는 주장의 반례로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러한 분열문 관계절도 넓은 의미의 담화-구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우선 이 중에 4회는 화자 본인의 직접적인 발화가 아니라 관용구나 다른 사람의
발화를 인용한 경우여서 원래 발화가 나타난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
다. 그 일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65) 가. 사막이 아름다운 건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래.
나. ‘헛가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헹가래’의 이전 어형으로
「흥부전」에 ‘허영가’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65가)는 대화에서 출현한 예로 전체 문장이 속담이나 격언 같은 굳어진 관용적 표
현이다. (65나)는 학술문에서 출현한 것인데 다른 텍스트에서 인용된 문장이다.
(65)와 같은 예를 제외하고 맥락에서 주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열린 명제
가 분열문의 ‘것’ 절로 나타난 경우는 28회(전체의 약 17.8%)였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일정한 담화적 특성을 공유하고, 기존의 것과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주어짐성으
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와 같은 예를 살펴보자.
(66) 가. 상용: 저 혹시, 시라노라는 영화 아세요?
희중: 내용은 알아요. 프랑스에서 연극을 봤었어요.
상용: 예, 저는 누가 추천해 줘가지고, 최근에야 봤어요. 아마 대부분 그 시라
노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볼 텐데. 저는 그 시라노에게 연애편지를 부탁한
그 부하한테 동정이 가더라구요. 오죽하면 그랬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43) 전날 보도의 관련된 부분을 가져오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 장성택 체포 장면을 이례적으로 공개
한 데 이어 북한 매체들은 주민 반응을 전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장성택을 쓰레기,
짐승으로 지칭하고, ‘전기로 속에 처넣고 불태우겠다’, ‘숨통을 끊고 싶다’ 등 주민들은 장성택의
죽음을 원하는 듯한 분노 상태라는 식의 내용을 선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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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라노만큼 그 부하도 여주인공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했
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했던 거죠.
나.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AI가 순식간에 우리나라 서쪽 지역을 휩쓸며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방역 당국은 초비상 상탭니다. 특히 걱정스러운 건
‘민족 대이동’이 있는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건데요. 먼저 지금까지 AI
확산 상황을 류호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건 지난 17일 전북 고창의 씨오리 농가가 최촙니
다. (…중략…) 우리나라에선 지금까지 모두 4차례의 고병원성 AI가 발병
했는데요, 주목되는 건 겨울철에 발생한 세 차례 모두 백 일 넘게 지속됐
고, 피해도 매우 컸다는 겁니다.
다. (47가～라)의 ‘-어서’는 기존의 ‘선행, 원인, 방식’ 등 ‘-어서’의 일반적인 의
미로는 설명되기 어렵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어서’의 용법이 ‘-으면’의 화
행 영역에서의 조건 용법과 평행하다는 것이다.

(66)의 밑줄 친 분열문에서 관계절이 표현하는 열린 명제는 각각 ‘x가 중요하다’, ‘x
가 주목된다’, ‘x가 흥미롭다’이다. 이들은 이전 텍스트에서 언급된 것도 아니고 이전
텍스트로부터 추론되는 것도 아니며, 상황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니고 청자가 미리 가
지고 있는 지식인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열린 명제들은 그 서술어들이 모두 어떤
명제가 나타내는 사태를 화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관계절
뒤에 나타나는 분열된 성분인 주절 서술어 ‘이다’의 보어가 명제를 나타낸다는 점도
공통적이다. 이러한 공통점을 중시하여 이 유형의 분열문들을 잠정적으로 ‘중요한 것
은’류라고 부르기로 한다.
‘중요한 것은’류 분열문은 아래와 같이 분열된 성분만으로 구성된 문장으로 바꾸어
도 의미 손실이 크지 않고 담화 연결도 부자연스러워지지 않는다.
(67) 가. 그 시라노만큼 그 부하도 여주인공을 사랑했습니다.
나. 겨울철에 발생한 세 차례 모두 백 일 넘게 지속됐고, 피해도 매우 컸습니다.
다. 이러한 ‘-어서’의 용법은 ‘-으면’의 화행 영역에서의 조건 용법과 평행하다.44)

44) (67다)에서는 원 형식인 분열문에서 ‘이/가’와 결합한 주어 성분을 ‘은/는’으로 바꾸는 과정이 요
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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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은 (66)의 각 분열문들에서 분열된 성분만을 살려서 진술로 나타낸 것이다. 즉,
‘~ 것은 A이다’와 같은 구조에서 A가 표현하는 명제를 주절 문장으로 나타낸 것이
다. (66)의 각 맥락에서 분열문 대신 (67)의 문장들을 발화한다고 해도 어떤 증요한
의미의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분열문에 대응하는 단일문 형식으로 바꾸면 이는 오히려 조금
어색하게 느껴진다.
(68) 가. 근데 그 시라노만큼 그 부하도 여주인공을 사랑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겨울철에 발생한 세 차례 모두 백 일 넘게 지속됐고, 피해도 매우 컸다는 것이
주목됩니다.
다. 이러한 ‘-어서’의 용법이 ‘-으면’의 화행 영역에서의 조건 용법과 평행하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68)은 (66)의 각 분열문들을 대응하는 단일문으로 바꾼 것이다. 즉, ‘~는 것은 A이
다’를 ‘A가 ~하다’의 꼴로 대체하였다. (66)의 각 맥락에서 (68)의 문장들을 발화하
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조금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중요한 것은’류 분열문은 다른 보통의 분열문들과 차이를 가진다. 일반
적으로 분열문은 (67)처럼 분열된 성분만으로 구성된 문장으로 대치할 경우 원 형식
에서 의도하는 실질적 의미가 손실되고, (68)처럼 단일문 형식으로 바꾸는 것은 어
느 정도 가능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류는 이와 반대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중요한 것은’류 분열문의 기능에 대한 다음의 두 가지 사실을 말해
준다. 첫째로, 이들이 실질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명제는 전체 명제가 아니라 분열
된 성분이 나타내는 명제라는 점이다. 이는 (67)에서도 확인된다. 둘째로, 상대적 정
보구조를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분열문이라는 통사적 장치의 초점 위치에 전달하고자
하는 명제를 놓음으로써, 이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화자의 전략이 반영된다는 점이다.
해당 명제를 (67)과 같이 무표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분열문을 이용하고 그 초
점 위치를 활용함으로써 이 명제를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45)46)
45) 분열문과 상대적 정보구조의 관련성은 4.3.2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46) ‘중요한 것은’류 분열문은 분열문의 초점뿐만 아니라 화제와 관련된 자질도 이용하는 것이 아닌
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전달하고자 하는 명제가 담화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환기하는 열린 명제를
화제로 구성함으로써 담화의 응집성도 확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고를 기약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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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류 분열문의 사용역에 따른 출현 양상은 아래와 같다.
(69) ‘중요한 것은’류 분열문의 사용역에 따른 출현 횟수
대화
1회
자연대화

가공대화

0회

1회

TV 뉴스
5회
앵커나 기자의 계 인터뷰나 녹취의 비
획적 발화
5회

계적 발화
0회
총 28회

학술문
22회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류는 특히 학술문에서 빈번히 쓰인다. 관계절의
서술어로 ‘중요하다’ 외에 ‘주목되다, 눈에 띄다, 특이하다, 검토하다, 흥미롭다, 논의
하다, 기본이 되다, 다음으로 살펴보다, ~에서 알 수 있다, 문제가 되다, 분명하다’
등이 나타났다. 학문적인 논의에서는 무엇이 중요한지, 주목해야 할 것인지, 특이한
지, 흥미로운지 등등이 일반적인 담화주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이 서술어들은 공통점
을 가진다. 즉, ‘중요한 것은’류의 관계절이 표현하는 열린 명제는 비록 직접적으로
담화에서 환기된 것은 아니더라도, 전체 담화의 근본적인 생산 목적과 연결된다는 점
에서 주어진 명제의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다.47)
영어의

분열문에

대하여

그

관계절

명제가

가지는

주어짐성을

살펴본

Prince(1978a)에서도 우리의 ‘중요한 것은’류와 흡사하게 주어짐성을 획득하는 분열
문 유형을 제시한 바 있다. 일상적이고 비형식적인 담화에서는 화자의 생각이나 관
찰, 의견, 반응 등이 청자가 꾸준히 관심을 두는 대상이기 때문에 거의 항상 청자의
의식 속에 있다고 가정되어, 이러한 명제를 관계절에 표현한 ‘What I think is …’,
‘What really troubles me is …’ 등과 같은 wh-분열문이 쉽게 쓰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유형의 분열문 관계절이 표현하는 명제가 항상 청자의 현재 의식에
주어진 것은 아니라고 한다.48)

47) 이러한 ‘중요한 것은’류 분열문의 관계절이 표현하는 열린 명제의 특별한 성격에 대해서 최윤지
(2008)에서는 보다 일반적인 화용론적 기제인 Lewis(1979)의 수용(accommodation)으로 설명한
바 있는데, 본고는 보다 구체적으로 담화의 생산 목적과 관련된 전제의 수용으로 설명한다.
48) 논의의 편의를 위해 전체 대화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나타내고 이 중 문제가 되는 대상인 분열문
만을 영어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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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A: 안녕하세요, 교환원님. BU7-1151에 전화를 걸고 싶습니다. 확인해 주실 수 있
으신가요?
B: ①통화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확인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① I think the exchange is overloaded.
② *What I think is that the exchange is overloaded.

예컨대 (70)과 같은 전화교환원과의 대화에서 밑줄 친 문장을 ②와 같이 wh-분열
문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색하다. 이는 주어진 장르 혹은 발화 상황과 관련된다. 보통
의 대화에서는 상대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해 대화참여자들이 높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위와 같이 사회적으로 의례화된 특정한 대화 상황에서는 그러한
기대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 전화교환원은 A에게 자신이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
는 것을 알려줄 수는 있으므로 ①과 같은 문장이 쓰일 수는 있으나, 협력적인 대화에
서 그 사실이 A의 의식에 이미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으므로 ②와 같은 wh-분열문
을 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학술문과 같은 특정 담화에서 허용되는 ‘중요한 것은’
류와 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담화가 이루어지는 사용역의 특성에 기대어 화청자의
의식에 현저히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는 유형의 명제들이 존재하고, 이를 관
계절로 표현하는 분열문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것은’류의
관계절은 특별한 담화-구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 명제의 정보지위를 정리하면, 담화-신ㆍ
청자-구 지위인 소수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담화-구 지위를 가지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담화-구 명제에는 ‘중요한 것은’류와 같이 특별한 유형의 담
화-구 지위를 가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에, 앞서 (56)에서 제시한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를 수
정하면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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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 명제의 정보적 지위 (=(56)의 수정)
담화-신ㆍ

담화-구

청자-구

텍스트에서

상황에서

주어짐

어짐

주

113회
5회
150회 (95.5%)

청자-신

총

사용역적 특성에
의해 주어짐 (‘중

7회

요한 것은’류)
32회

(4.5%)

없음.

157회
(100%)

마지막으로, 형식과 기능의 상관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표현론적 관점에
서는 담화-구 명제와 ‘것은’ 분열문의 상관관계가 긴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담화
-구 명제가 내포절이나 종속절로 나타나는 경우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혹은 대부분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로 나타나는 것은 물론 아니기 때문이다. 한
편, 해석론적 관점에서는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
듯이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 명제가 담화-구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95.5%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3.2.3.2. ‘-다니까’, ‘-다고’
위에서 살펴본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 명제는 문장의 일부분이 표현하는 명제가
담화-구 지위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문장 전체가 나타내는 명제의 절
대적 정보지위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에서는 담화-구 지위와 종결어미 ‘-다니까’,
‘-다고’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보이려 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문장은 독립된 정보 단위로 기능한다는 점과 담화의 기능이 정
보 전달에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문장의 주절 명제는 담화 혹은 청자의 관점에서 그
절대적 지위가 ‘새로운’ 것인 경우가 무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명사구 실체와
대조되는 성격이다. 실체의 경우에는 문장에서 담화-구나 청자-구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더 흔하다. 담화에서 지시적으로 나타나는 실체는 그 수가 보통 한정되고, 한
번 도입된 실체가 계속 다시 언급되는 것이 다반사이다. 반면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
는 한 번 제시되고 나서 후속 담화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
본고에서 담화-구 명제를 주절에서 표현하는 형식으로 드는 것은 종결어미 ‘-다
니까’와 ‘-다고’이다. 이들은 전달하는 명제의 화행 유형에 따라 ‘-다니까’, ‘-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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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자니까’, ‘-라니까’, ‘-다고’, ‘-냐고’, ‘-자고’, ‘-라고’ 등의 형태들로 나타난
다. 또한 ‘-다니까’는 뒤에 조사 ‘은/는’이 결합한 ‘-다니깐’류의 형식들도 있다. 이들
은 앞선 담화에서 주어진 명제를 다시 발화할 때 사용되는데, 이렇게 담화-구 명제
를 다시 표현하는 이유는 보통 청자가 그 선행 발화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다고 화자가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종종 짜증이나 불만 같은 청자에 대한 화
자의 부정적인 감정이 수반되어 표현되기도 한다.
‘-다니까’, ‘-다고’에 결합하는 명제는 그 명제가 담화-구 지위라는 것뿐만 아니
라 일반적으로 선행 발화를 반복한 것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다니까’의 경우에는
화자 자신의 발화가 다시 반복되고, ‘-다고’는 평서문인 경우에는 화자의 발화가, 의
문문인 경우에는 청자의 발화가 반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3자의 발화를 반복하
는 경우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72) 엄마: 밥 좀 먹어라.
아들: 저 밥 먹었어요.
엄마: 그래도 또 먹어.
①아들: 밥 {먹었다니까요, 먹었다고요}.
②딸: 쟤 밥 {먹었다니까요, 먹었다고요}.

(72)에서 ‘엄마’의 마지막 발화에 대하여 ‘아들’이 자신의 말을 반복하는 ①과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지만 제3자인 ‘딸’이 ‘아들’의 말을 반복하여 발화하는
②와 같은 쓰임도 가능하다. 우리의 말뭉치에서는 ‘-다니까’의 경우 ①과 같이 화자
가 자신이 발화를 반복하는 용례만이 발견되었고, ‘-다고’의 경우도 평서문에서 쓰인
것은 소수의 예(3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그러하였다.
이제 말뭉치에 나타난 이 어미들의 용례를 그것이 나타내는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
위의 관점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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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종결어미 ‘-다니까’류: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사용역에 따른 출현
담화-구
(화자 발화의 반복)
자연대화

8회

가공대화

37회

총

45회 (64.3%)

담화-신
청자-구 청자-신 알 수 없음
1회
5회
5회
11회
4회
7회
3회
14회
5회
12회
8회
25회 (35.7%)

총
19회
51회
70회
(100%)

(74) 종결어미 ‘-다고’류: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사용역에 따른 출현
담화-구
청자 발화

제3자 발화

의 반복

의 반복

의 반복

9회
40회
77회
104회

27회

4회

26회

1회

화자

자연대화
가공대화
총

담화-신

발화

144회 (70.6%)

청자-구

청자-신

2회
17회
19회
5회
36회
41회
7회
53회
60회 (29.4%)

총

59회
145회
204회
(100%)

우선 종결어미 ‘-다니까’류는 전체 70회 중 담화-구 명제를 표현하는 경우가 45
회로 64.3%에 해당하는데, 이는 절반을 넘는 높은 수치이기는 하나 이를 통해 어떤
일반화를 하기에는 그리 높은 비율이 아닐 수 있다. 앞서 ‘것은’ 분열문의 경우에는
전체 용례 중 95.5%가 담화-구 명제를 나타낸 것을 생각하면 ‘-다니까’류를 담화구에 긴밀히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담
화에서 주절 명제가 담화-구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담화-신 명제에 비해 유표적이
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니까’가 담화-구 지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형식이라는
점을 중시할 수 있다.49)
종결어미 ‘-다고’류는 전체 204회 중 담화-구 명제를 표현하는 경우가 144회로,
‘-다니까’보다 약간 높으나 비슷한 비율(약 70.6%)로 담화-구 명제를 나타내는 것
49) 5.1절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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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다고’류가 나타내는 담화-구 지위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평서문으로 쓰여 화자의 이전 발화를 다시 반복하는 경우와 의문문으로 쓰여 청자의
이전 발화를 반복하는 경우, 그리고 제3자의 발화를 반복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제 말뭉치에서 출현한 ‘-다니까’, ‘-다고’의 용례를 그것이 나타내는 명제의 절
대적 정보지위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이들이 가장 많이 나타내는 지위인 담
화-구 명제에 결합한 경우를 살펴본다. 앞서 보았듯이 담화-구 명제가 주어짐성을
획득하는 원천에는 텍스트와 발화상황이 있는데, 이 종결어미들이 나타내는 담화-구
명제는 항상 그 선행어를 텍스트에서 가진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것은’ 분열문의 관
계절 명제와 달리, 발화상황으로부터 주어진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먼저 ‘-다니까’가 담화-구 명제에 결합한 경우를 보자. 담화-구 명제는 선행어와
의 의미적 관계나 거리에 따라 그 하위유형을 다시 나눌 수 있다. 각각에 해당하는
용례의 출현횟수는 아래와 같다.
(75) ‘-다니까’ 명제: 담화-구 명제(텍스트에서 주어진 명제)의 하위유형
기준
선행어와의

담화-구 명제: 텍스트에서 주어짐 (총 23회)50)
직접적 (동일지시)
간접적 (추론관계)
21회
2회
의미적 관계
근접문장 직전문장 담화주제
근접문장
선 행 어 와 의 직전문장 담화주제
3회
없음.
18회
1회
없음.
1회
거리

‘-다니까’ 절의 명제가 담화-구 지위를 가질 때, 그 선행어 명제와 동일지시적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위에서 제시하였듯이 직접적인 선행어를 취하는 경우가 21회, 간
접적인 선행어를 취하는 경우가 2회 나타났다. 각각 아래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76) 가. A: 예, 거의 다 왔어요.
B: 됐고, 연습장으로 곧장 와.
A: 다 왔다니까요?
나. A: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50) ‘-다니까’가 담화-구 명제를 나타내는 경우는 총 37회인데, 이 중 주어진 맥락이 충분하지 않아
선행어와의 의미적 관계나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14회 있어서, 나머지 23회의 출
현에 대하여 이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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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혼잣말) 이것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집까지.
A: 저희 쪽에선 다 해명이 된 거 같으니까요, 이제 그만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B: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A: 그게 무슨 말씀이죠?
B: 어쨌든 집주인인 저랑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A: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요, 서류상으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소유권 이
전 등기도 다 끝났구요.
B: 하여튼 저는 집을 통째로 도둑맞은 거라니까요.

(76가)는 두 사람이 전화 통화를 하는 상황인데, 밑줄 친 A의 ‘-다니까’ 문장은 그
앞의 자신의 발화를 반복한 것으로, 선행어 명제와 동일지시적이다. 반면 (76나)의
‘-다니까’ 명제는 텍스트에 직접적인 선행어는 없지만 선행어와 추론관계로 연결된
것이다. A와 B가 어떤 집의 소유권을 놓고 다투는 상황인데 이 집의 원래 주인인 B
는 새로 맺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러한 선행 발
화가 밑줄 친 문장의 선행어 명제로 작용한다. 즉, 이때의 ‘-다니까’ 명제는 간접적
인 선행어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담화-구의 ‘-다니까’를 선행어와의 거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선행어 명제가 직
전문장보다는 근접문장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7) 가. 안에 계셔? 안에 계시냐니까?
나. 민영: 합석 좀 할게요.
병훈: 뭐 하는 짓이야?
희중: 누구세요?
민영: 이럴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희중: 오빠, ⓐ이 여자 누구야?
민영: 오빠? 이 여자 때문에 요새 그랬던 거야?

병훈: 아니 민영 씨,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민영: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잘 생각해 봐.
(…중략…)
희중: 오빠, ⓑ이 여자애 누구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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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77가)는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다니까’를 이용하여 바로 반복한 예이다.
즉, 선행어 명제는 직전문장이 된다. (77나)는 선행어가 그보다는 조금 먼 근접문장
에서 주어진 경우이다. 선행어 ⓐ와 15개의 문장을 사이에 두고 ⓑ가 나타나 있다.
그런데 단순히 (77나)와 같이 선행어가 근접문장에 있는 경우는 대부분 선행어가
동일한 화자의 직전 말차례에서 나타났다. 즉, 선행어와 ‘-다니까’ 사이에 개입되는
문장들은 상대 대화참여자의 발화인 경우가 보통이며, 선행어와 ‘-다니까’ 문장을 발
화한 화자의 말차례만 놓고 본다면 ‘직전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총 18회
중 14회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한 예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51)
(78) A: 엄마랑 어디 좀 갈래?
B: ⓐ나 시간 없어 엄마.
A: 그러지 말구, 같이 어디 좀 가자.
B: ⓑ어우 나 시간 없다니까!

(78)은 선행어 ⓐ와 ‘-다니까’ ⓑ 사이에 다른 문장이 개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상대 대화참여자의 발화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와 ⓑ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선
행어가 직전문장이 된다. 이것이 ‘-다니까’가 나타나는 일반적인 양상이다.
다음으로, ‘-다니까’와 선행어가 동일지시적인 경우에 대하여 위에서 논한 선행어
와의 의미적 관계나 거리 외에 선행어 표현과의 동일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니까’와 선행어 명제가 동일지시적이라는 것은 의미가 동일하거나 거의 흡사한
경우인데, 그 의미를 나타낸 표현도 동일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우
리의 말뭉치에서는 표현까지 동일한 경우가 15회, 그렇지 않은 경우가 6회로, 전자
가 더 많이 관찰되었다. 각 예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79) 가. A: 엄마랑 어디 좀 갈래?
B: ⓐ나 시간 없어 엄마.
A: 그러지 말구, 같이 어디 좀 가자.
B: ⓑ어우 나 시간 없다니까! (=위의 (78))
51) 바로 위에서 살펴본 (77나)는 선행어가 동일한 화자의 직전 말차례에서 나타나지 않은 소수의
경우에 해당한다. 즉, 순수한 근접문장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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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 하미야, 어여, 니는 가한테 밥이야, 밥!
B: ⓐ나 밥 될래.
A: 하미야, 니 본연의 신중한 A형으로 돌아와라, 응?
B: ⓑ싫다니까.

(79가)의 ⓑ는 화자가 바로 앞의 발화 ⓐ에서 표현된 명제인 ‘나 시간 없다’를 다시
동일한 의미와 형식으로 반복한 것이다. 반면, (79나)는 역시 화자가 자신의 선행 발
화 ⓐ에 표현된 명제를 다시 ⓑ로 발화하는 경우이지만 완전히 동일한 의미의 명제
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선행어와 화용적으로 유의 관계를 가진 명제로 발화한 경우
이다. 이 맥락에서 밑줄 친 ‘-다니까’와 결합한 ‘(신중한 A형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명제는 선행 문장 ‘나 밥 될래’와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다음으로 담화-구 명제에 결합하는 ‘-다고’를 살펴보자. 앞서 본 ‘-다니까’와 마
찬가지로 선행어와의 의미적 관계나 거리에 따라 용례의 출현횟수를 제시하면 아래
와 같다.
(80) ‘-다고’ 명제: 담화-구 명제(텍스트에서 주어진 명제)의 하위유형
담화-구 명제: 텍스트에서 주어짐 (총 127회52))
직접적 (동일지시)
간접적 (추론관계)
13회
의미적 관계 114회
근접문장 직전문장 담화주제
근접문장
선행어와의 직전문장 담화주제
48회
없음.
66회
8회
없음.
5회
거리
기준
선행어와의

우선 ‘-다고’ 절 명제가 담화-구 지위를 가질 때 선행어 명제와 동일지시적인 경
우가 일반적이다. 위에서 제시하였듯이 직접적인 선행어를 취하는 경우가 114회, 간
접적인 선행어를 취하는 경우가 13회 나타났다. 각각 아래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81) 가. A: 아 근데 쫌 이상한 사람인 거 같애, 내 생각에,
B: 어?
A: 왜냐면 쫌 이상한 사람인 거 같다고.
52) ‘-다고’가 담화-구 명제를 나타내는 경우는 총 144회인데, 이 중 주어진 맥락이 충분하지 않아
선행어와의 의미적 관계나 거리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17회 있어서, 나머지 127회의 출
현에 대하여 이를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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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 나 다음 주에 일본 간다.
B: 가든지 말든지.
A: 너 휴가라고.

(81가)의 밑줄 친 ‘-다고’ 문장은 그 앞의 자신의 말을 반복한 것으로 선행어 명제
와 동일지시적이다. 반면 (81나)는 간접적인 선행어를 가진 경우로, 선행어 명제 ‘나
다음 주에 일본 간다’로부터 ‘너 휴가다’라는 명제가 인과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담화-구의 ‘-다고’를 선행어와의 거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역시 ‘-다니까’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선행어 명제가 직전문장보다는 근접문장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 것
으로 나타났지만, 근접문장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동일 화자의 직전 말차례이므로 이
를 넓은 의미의 ‘직전문장’으로 볼 수 있다. 근접문장 71회 중 49회가 이에 해당하였
다. 따라서 선행어와의 거리 측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인 직전문장인 경우가 대다
수(105/127=82.7%)라는 일반화를 내릴 수 있다. 아래에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직전문장, 그리고 근접문장에 각각 해당하는 예를 들도록 한다.
(82) 가. A: 우리는 껌 때문에 만나게 됐습니다.
B: 껌 때문에 만나게 됐다구요?
나. A: 아 근데 쫌 이상한 사람인 거 같애, 내 생각에,
B: 어?
A: 왜냐면 쫌 이상한 사람인 거 같다고. (=위의 (86가))
다. A: 손 빼시죠.
B: 내가 그럴 이유가 있을까?
A: 경고하는데 아저씨, 이제부터 말 짧으면 좀 곤란해.
B: 아, 내가 그랬나요?
A: 손 빼라고.

(82가)의 밑줄 친 ‘-다고’ 문장은 직전문장이 선행어 명제를 나타내는 경우이다. 상
대방의 발화를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82나)는 화자 A가 자신이 한 말을 반복
하는 경우인데 두 발화 사이에 B의 반응이 개입되어 있어 엄밀한 의미에서는 선행어
가 직전문장이라고 할 수 없지만 위에서 설명한 넓은 의미의 직전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이다. (82다)는 선행어 문장이 3문장 이전에 나타난 것으로, (82가, 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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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선행어와 ‘-다고’ 문장의 거리가 먼 경우에 해당한다.
‘-다니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고’에 대해서도 선행어 명제가 동일지시적인
경우에 그 표현까지도 동일한지의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의 말뭉치에서는 표
현까지 동일한 경우가 91회, 그렇지 않은 경우가 23회로, 전자가 더 많이 관찰되었
다. 위의 (82)의 세 문장은 모두 선행어 문장과 동일한 표현이 ‘-다고’ 형으로 나타
난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아래에 보이기로 한다.
(83) 가. ⓐ나도 좋아해 나도! ⓑ나도 간장게장 환장한다구 나도!
나. A: 혹시 이것도 한정판이냐?
B: 안 돼! ⓐ갖고 와.
C: 미혼남 혼자 사는 집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뭐 대수라고 오버야.
A: 도팔이가 저러는 덴 다 이유가 있지.
B: ⓑ내 놓으라고!

(83가)의 ‘-다고’ 문장 ⓑ와 그 선행어 문장 ⓐ의 표현을 비교하면, ‘환장하다’와 ‘좋
아하다’로 서로 다른 어휘가 서술어로 쓰였다. (83나)도 선행어는 ‘갖고 오다’, ‘-다
고’ 문장에는 ‘내 놓다’가 쓰여 표현이 다른 경우이다. 이들은 모두 이 맥락에서는 동
일지시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표현에 사용되는 어휘가 동일하지는 않은 것이다.
이제 ‘-다니까’, ‘-다고’가 담화-구 외의 정보지위로 쓰이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이는 이 어미들이 담화-구 지위와 깊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는 입장에 반하는
현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이 상관관계는 유지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다니까’,
‘-다고’가 담화-구 지위를 나타내는 비율이 다른 어미들과의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점, 그리고 이 어미들이 담화-신 지위를 나타내더라도 담화-구 지위와
관련된 제약을 가진다는 점 때문이다.
우선 담화-신ㆍ청자-구 지위를 나타내는 경우를 살펴보자.
(84) 가. A: 넌 수업 인제 수업 끝났냐?
B: 시작도 안 했어. 나 하나라니까!
나. A: 한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한 날, 공항에 나갔어요?
B: 그 날 비가 와서, 비행기가 못 떴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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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는 모두 이 발화가 이루어지기 한참 전의 맥락에서 화자가 발화했던 명제를 다
시 상기시키는 예들이다. 텍스트에서 주어진 명제의 담화-구 지위가 얼마만큼의 문
장이 개입되어야 담화-구 지위를 잃는지 그 경계를 확실히 말하기는 어려우나, 적어
도 담화주제가 바뀌거나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공간이 바뀌는 경우에는 담화-구로서
의 지위가 사라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84가)는 ‘-다니까’가 쓰인 문장을 보인
것인데 이 대화보다 한참 전에 밑줄 친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를 표현하는 문장이 나
타나 있다. 사이에 개입된 문장의 수가 300여 개에 달하므로, 이 명제가 담화-구 지
위를 잃은 상태로 여기에 다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84나)는 ‘-다고’가 쓰
인 문장을 보인 것인데 선행어와의 사이에 개입되는 문장이 100여개로, 역시 물리적
거리가 매우 먼 맥락에서 나타난 명제가 다시 출현한 경우이다. 두 사례 모두 담화의
기준에서는 새로운 명제이지만 청자 지식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청자-구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청자-구의 지위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살펴본다. ‘-다니
까’, ‘-다고’의 총 출현 중 23.7%(65회)가 청자-신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적지 않은 수가 이 지위와 관련된다고 하겠다. 아래와 같은 예가 있다.
(85) 가. 근까 서로 의식해서, 싸우지 말아야 겠다 하면 안 싸운다? 근데 잠시 방심을
하면,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야. // 근데 이제 어우. 그게 진짜 둘이 안 맞아서
그러는 건지::, 요즘에 진짜 최대 위기라니까.
나. A: 야! 너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B: 아 나, 뭐 이런 게 다 있어?
A: 뭐?
B: 야, 너 까놓고 얘기해서, 너도 스폰서 있으면 좋잖아. 그래서 알랑방구 끼
면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 아니야?
A: 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냐?
B: 그럼, 뭐 내가 너랑 결혼이라도 할 줄 알았니?
A: 뭐?
C: 오빠, 그냥 가자. 언니, 돌싱도 격이 있는 거라구요. 그리구, 이런 싸구려
와인, 우린 안 마셔요. 별 그지 같은 게.

(85가)는 ‘-다니까’가 나타난 것으로 두 친구가 각자의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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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하는 맥락인데, 밑줄 친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가 청자에게 구정보라고 하기 힘
든 것으로 보인다. (85나)는 ‘-다고’가 나타난 예인데 A(여)는 B(남)가 자신을 좋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그것이 착각이었고 C(여)가 B의 여자친구라는 사실을 깨달
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이다. 이때 밑줄 친 명제를 발화하는 화자 C는 이것이 청
자 A에게 이미 주어져 있을 것으로 가정했다고 보기 힘들다.
그런데 위의 (84)나 (85)와 같은 문장들이 담화-신 지위의 명제를 표현하기는 하
지만, 이들이 이전 담화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것은 아니다. ‘-다니까’와 ‘-다고’를
포함한 인용 구성의 융합에 의해 형성된 종결어미들이 가지는 화용론적 특성에 대하
여 논의한 박재연(2000)을 따르면 이들 어미들은 Sperber & Wilson(1986/1995)의
‘해석적 용법’을 가진다. 이는 주어진 생각이나 발화에 대하여 어떤 해석을 나타내는
용법이라는 뜻이다. 즉, (84)와 (85)의 문장들은 그 자체의 정보지위는 담화-신이지
만, 담화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명제들에 대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담화-신
명제와는 차이를 가진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다니까’, ‘-다고’류 어미가 담화-구 지위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는 것
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반대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 담화-구 지위라는 의미가 항상
이 형식들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화자가 자신이 한 말을 반복하거나
청자가 한 말을 반복하여 발화하는 경우에 항상 ‘-다니까’, ‘-다고’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86) 에이, 하미야, 왜 그래, 여기까지 와서?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놀러가자.
잘못했어.

(86)에서 밑줄 친 ‘잘못했어’가 나타내는 명제는 이와 똑같은 명제가 한 문장을 사이
에 두고 주어져 있으므로 ‘잘못했다니까’, ‘잘못했다고’로도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렇게 담화-구 지위를 표시하지 않은 발화도 충분히 가능하다. 어떤 발화가
실제로는 앞선 발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일지라도, 그 둘 간의 그러한 관계를 반
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니까’, ‘-다고’와 담화-구 지위라는 의미ㆍ기능의 상관관계를 생
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표현론적 관점에서는, 바로 위 (86)에서 살펴보았듯이 담화
-구 지위가 항상 이 형식들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절대적인 관계
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담화-구 명제가 주절로 나타나는 경

- 129 -

우에는 꽤 많은 경우 이 형식들로 표현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말뭉치에서 담화구 지위를 가지는 주절 명제들을 모두 찾아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본 후
에야 확언할 수 있을 것인데, 본고에서는 미처 그러한 작업은 하지 못하였다. 다음으
로 해석론적 관점에서는 이 형태들의 모든 용례가 담화-구 명제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용례가 그러하여 유의미한 경향성을 가진다는 점(각각 64.3%,
70.6%)을 지적할 수 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 그러할 뿐만 아니라 이 형태들은 이전
발화의 반복이라는 기능을 가져서 담화-구라는 정보지위를 명시적으로 표시한다는
점을 볼 때 담화-구 지위와 밀접히 관련된 형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2.4. 담화-신ㆍ청자-구 명제
이 절에서는 담화-신ㆍ청자-구 지위의 명제를 살펴본다. 이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청자의 의식에 활성화된 것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청자의 지식에
는 주어져 있다고 화자가 가정하는 명제의 지위이다. 이를 표현하는 형식으로 선어말
어미 ‘-잖-’과 종결어미 ‘-다며’를 들 수 있다. 이제 절을 달리하여 ‘-잖-’과 ‘-다
며’가 전달하는 명제의 정보적 지위를 자세히 살펴보고 각각의 상세한 의미에 대해서
도 탐색하기로 한다.

3.2.4.1. ‘-잖-’
‘-잖-’은 확인의문문에서 쓰이는 통사적 부정 구성인 ‘-지 않-’의 축약형에서 유
래한 형태로, 문법화 과정을 겪어 현재 선어말어미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다.53) 기
존 논의로 손세모돌(1999), 이재현(1999), 이현희(2003), 최성호(2003) 등에서 공
통적으로 ‘확인’의 의미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이 ‘확인’은 바로 ‘화자가 청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명제 내용의 확인’에 해당하는 청자-구 지위를 가리킨다
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말뭉치에서 ‘-잖-’은 명제의 정보지위와 관련한 형식 중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자연대화에서 총 527회, 가공대화에서 총 258회의 출현을 보이고, TV 뉴
스에서도 28회 나타났다. 그리고 이 용례 중 대부분이 담화-신ㆍ청자-구 지위를 가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잖-’의 사용역에 따른 출현 양상은 아래와 같다.
53) ‘-잖-’과 결합할 수 있는 어미의 종류에는 제약이 있는데, 말뭉치의 출현 용례를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아/어(요)’와 결합하였고, 극히 소수의 경우 ‘-냐, -니; -습니까’와 결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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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잖-’: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사용역에 따른 출현
자연대화
대화
가공대화
TV 뉴스
총

담화-구
0회
22회
0회
22회 (2.7%)

담화-신ㆍ청자-구
512회
231회
28회
771회 (94.8%)

청자-신
15회
5회
0회
20회 (2.5%)

총
527회
258회
28회
813회 (100%)

앞서 담화-구 명제를 나타내는 ‘-다니까’, ‘-다고’의 경우에는 청자가 그 선행 발
화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다고 가정하는 경우에 화자가 담화에서 환기
된 명제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담화-신ㆍ청자-구 명제를
발화하는 화자의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말뭉치에서 ‘-잖-’이 나타난 담화를 분
석한 결과, 크게 두 가지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하나는 화자가 서술하는 이야기
(narrative)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청자-신 명제에 대한 ‘배경’이나 ‘이유’를 제시하려
는 의도이고, 또 하나는 청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라는 것을 표시하려는 의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독립된 문장이 아니
라 더 큰 단위인 담화의 차원에서 볼 때, ‘청자-구’ 명제를 주절로 발화하는 것이 기
능적으로 전혀 부적절하거나 잉여적인 것이 아니다.
이를 아래의 예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88) 가. A: 왜 이래? 쿨하지 못하게.
B: 내 쌍판이야 어차피, 올림픽 끝나면 보고 싶어도 못 볼 거고. 선수로 눌러
앉기로 했던 애초의 이유나 생각하시지? 바르셀로나 때 부상 때문에 결승전
출전 못해서 금메달 거저 딴 거 창피하다고 나 붙잡고 몇 날 며칠 울었잖아.
그거 만회하려고 남은 거 아니야?
나. A: 야, 너는 무슨 가방이 이렇게 많어?
B: 여행 가는 거잖아.

(88가, 나)는 모두 ‘-잖-’이 청자-구 명제에 결합하였지만 서로 다른 담화 구조에
서 다른 의도로 쓰인 경우이다. (88가)는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인 A가 국가대표를
그만두려는 것을 감독인 B가 붙잡는 상황인데, 화자 B의 발화에서 A에게 전달하려
는 핵심 명제는 밑줄 친 문장의 후속 문장에서 표현된다. 여기에 쓰인 ‘그거’가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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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내용이 밑줄 친 ‘-잖-’이 쓰인 문장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후속 문장의 ‘배경’
을 이루는 역할을 하고 있다. (88나)는 B가 해외여행을 가려고 공항에 가는 길에 벌
어지는 대화이다. 밑줄 친 문장은 청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인데 B가 여행을 간다
는 것은 A도 알고 있고 이를 B가 인지하고 있으므로 청자-구정보이다. 그런데 화자
의 생각에 청자에게 이것이 현재 시점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청자-구
명제를 발화하는 것이다.54)
이러한 청자-구 명제는 그것이 청자의 지식에 얼마나 확실한 것으로 자리잡고 있
는지에 대한 화자의 가정에 따라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는 화용론적 전제에, 청
자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명제뿐만 아니라, 청자가 자신의 기존 지식에
상충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명제까지 포함하는 것과 흡사하
다. 전자의 청자-구 명제를 청자의 적극적인 지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후자의 청자구 명제를 청자의 소극적인 지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잖-’이 결합한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가 이러한 소극적인 청자-구 명제에 해당
하는 경우도 다음과 같이 종종 발견된다.
(89) A: 낭뜨는 왜 관두셨죠? 규모도 크고 대우도 좋은 곳인데.
B: 어 뭐랄까 음. 저랑은 세계관이 좀 틀리다고나 할까요?
A: 세계관이라면?
B: 아 그게, 저는 음식은 만드는 사람의 삶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음, 훌륭한 케잌을 만들기 위해선 제 삶의 질도 훌륭하게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몇 시간 쯤
외출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
은 여자가 달콤한 케익을 만들 순 없잖아요?

(89)는 제과점에서 이루어지는 구직 면접 대화로 A가 면접관이고 B가 면접대상 자
이다. 밑줄 친 문장의 화자는 이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여자
가 달콤한 케이크를 만들 수는 없다’가 청자의 지식에 이미 직접적으로 실재하는 것
이라고 가정한다기보다는, 이 명제가 청자의 기존 지식에 상충되지 않고 그것과 조화

54) 혹은 3.2.2절에서 살펴본 Lambrecht(1994: 58-9) 식의 설명을 적용하면, ‘여행가다’와 ‘가방이
많다’가 둘 다 주어져 있는 명제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인과 관계’를 가진다는 점이 새롭게 알려지
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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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루는 간접적인 청자-구 명제일 것이라는 가정을 한다고 할 수 있다.55)
(87)에서 제시되듯이 말뭉치에서 발견되는 ‘-잖-’의 실제 쓰임 중 대부분이 위와
같이 담화-신ㆍ청자-구 지위의 명제를 나타내는 것이었지만, 간혹 이보다 더 높은
주어짐성인 담화-구 지위의 명제를 나타내는 경우도 발견된다. 그런데 이들은 ‘-다
니까’, ‘-다고’가 나타내는 것과 같이 활성적인 명제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어짐
성을 가지는 준활성적 명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90) 가. A: 우리 채현이 이거 뜨느라고 애썼겠다.
B: 왜 이래?
A: 아니 근데, 이거 배꼽 다 나오잖냐.
나. A: 제 핸드폰, 물어주셔야죠.
B: 하, 아니 내가 왜요? 아니 같이 봤잖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런 거.

예컨대 (90)의 두 담화에서 밑줄 친 문장들은 모두 담화-구 지위를 가지는데, 모두
정보의 원천이 발화상황이다. (90가)는 A가 자신의 딸 ‘채현’으로부터 직접 뜬 스웨
터를 생일선물로 받고 입어보는데 이 스웨터가 채 완성되지 않은 것이어서 몸에 제
대로 맞지 않는 상황이다. 즉, ‘이거 배꼽 다 나온다’는 명제는 상황적으로 주어진 것
이다. (90나)는 길에서 처음 만난 두 인물이 다른 행인과 부딪쳐서 A의 핸드폰이 떨
어져 고장이 난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로, 역시 밑줄 친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
‘지나가던 사람이 핸드폰을 고장냈다’가 상황적으로 주어져 있다. 앞서 2.2.2.2절에서
우리는 비언어적 상황을 정보의 원천으로 하는 경우에 그것이 실체인지 명제인지에
따라 주어짐성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발화 상황에 존재하는 지시체
로서 실체가 명제보다 더 직접적이고 현저한 것으로 화청자가 인지한다는 것이다.
‘-잖-’이 담화-구 명제에 결합하는 경우는 대부분(22회 중 18회)이 (90)과 같이
상황에서 주어진 담화-구 명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준활성화의 지위를 가지는 것
이다. 그리고 이는 ‘-잖-’이 담화-신ㆍ청자-구 지위의 명제와 깊게 관련된다는 주
55) 이러한 직접적 청자-구 명제와 간접적 청자-구 명제의 구별은 Dryer(1996: 484)에서 ‘청자가
믿는다고 화자가 가정하는 명제’를 ‘명시적으로 표상된 믿는 명제’와 ‘다른 믿는 명제로부터 추론가
능한 명제’의 두 유형으로 나눈 것과 흡사하다. 예컨대 ‘핀란드의 수도는 헬싱키이다’는 화자의 생
각에 (일정한 지적 수준의) 청자가 믿고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인 반면, ‘핀란드에는 50세 이
상의 사람이 100명 이상 있다’는 화자의 생각에 청자가 믿는 다른 여러 명제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명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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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큰 영향을 주는 반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잖-’은 담화-신ㆍ청자-구 지위보다 낮은 주어짐성 단계인 청자-신 명
제에 결합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아래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91) 가. A: 나 카드 빚 갚았어.
B: 정말? 돈이 있었어?
A: 어, 왜 지난번에 찾아왔던 선배 형 있지? 그 형이 줬어.
B: 그냥 줬어?
A: 아니. 글쎄, 널 만나고 싶다잖아.
B: 뭐?
A: 그래서 뭐,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그랬어.
나. A: 사람이 없구 길도 안 막히니까 뻐스가 진짜 지 맘대루 운전을 해 아저씨가,
// 그래 가지고 신문을 보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어.
B: 아 뻐스에서 신문 보면 어지러워.
A: 이렇게 덜커덩 그러면서 가방하고 나하고 신문하고 다같이 앞으로 확 쏠리
는 거야
B: 그래? 나 대학교 일학년 땐가? 뻐스에서 신문 보다가 토했잖아 어지러워서
// 어지러워서
A: 얼마나 탔길래?
B: 아니 뭐~ 학교까지 가는 거였는데,
A: 근데 어떻게 토할 수가 있어? 뻐스에서?

(91가, 나)는 각각 가공대화와 자연대화에서 ‘-잖-’이 청자-신 명제에 결합한 경우
를 보인 것이다. (91가)에서 밑줄 친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가 청자에게 새로운 것이
라는 점은 바로 이어지는 청자의 반응(‘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보다 정확히는,
이러한 청자의 반응에 대하여 화자가 놀라거나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지 않
다는 점에서, 화자 자신도 이 명제가 청자에게 새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
다. (91나)에서도 밑줄 친 문장의 발화에 대한 청자의 반응으로부터 이 명제가 청자
-신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드러난다.
이렇게 ‘-잖-’이 청자-신 명제에 결합하는 현상을 전제의 화용론적 수용
(pragmatic accommodation)으로, 즉 화자가 청자-구 표지인 ‘-잖-’을 전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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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전제의 화용론적 수용이란 어떤
시점에서 P라는 전제가 요구되는 발화가 일어났는데 그 시점 전에 P가 실제로 전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 발화 자체를 통해 전제 P가 그 시점에 존재하게 되는 현상
을 말한다(Lewis 1979: 340). 정보구조적 관점에서 화용론적 수용은, 화자가 가정하
기에 청자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정보이지만 청자가 무리 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기
대하는 정보의 발화에 구정보 지위를 표시하는 언어형식이 쓰이는 경우와 관련된다.
그런데 (91)과 같은 ‘-잖-’의 쓰임은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이지만 청자가 이를 당
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청자의 기존 지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화자가 가정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잖-’의 쓰임은 화용론적으로 화자의 어떤 다른
의도를 표현하는데, 앞서 설명한 청자-구 명제를 주절로 표현하는 화자의 두 가지
의도 중 다른 명제의 배경이나 이유를 나타내기 위함과 관련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즉, (91)과 같은 쓰임의 ‘-잖-’은 그 주된 의미인 ‘청자-구’를 나타내지 않고 부수
적인 의미인 ‘배경이나 이유’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56)
지금까지는 ‘-잖-’이 대화 사용역에서 나타난 용례만을 살펴보았는데, 표 (87)에
서 제시하였듯이 TV 뉴스에서도 28회 출현하였다. 그런데 이는 모두 인터뷰나 녹취,
혹은 보도석의 두 앵커 간의 대화나 앵커와 패널 사이의 대담에서 나타난 것이다.
(92) 가. 앵커: 앞서 노경진 기자가 보도했습니다마는 이 반달가슴곰 말고 또 다른 동물
들의 복원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모두 몇 종류고 또 어느 정도
성과가 나고 있습니까?
패널: 지금 지리산의 반달가슴곰 외에, 오락산, 설악산에 산양이 복원되고 있
고요. 또 소백산에 여우가 복원되고 있습니다.
나. 앵커1: 이제 낮에는 볕이 꽤 따뜻한 게 봄이 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겨우내 덮었던 이불 한 번 살펴볼 때죠?
앵커2: 네, 그런데 이 겨울 이불은 두껍고 무거운 데다가 또 아파트에 살다 보
면 어디 내놓고 털어주려고 해도 큰맘을 먹어야 되잖아요.

56) 이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어떤 문법적 혹은 어휘적 항목이 하나의 핵심
적 의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부가적 의미들을 가지게 될 때, 의미 변화 과정의 어떤 시점에서는
핵심 의미는 아예 나타내지 않고 부가적 의미만을 나타내는 용법도 획득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
으로 존재할 것이다. 즉, 하나의 항목이 가지는 여러 가지 용법에서 모두 발견되는 공통된 의미 요
소는 존재하지 않고 각 용법에서의 의미들이 가족 유사성을 가지고 연결되는 양상을 말한다. 뒤에
서 살펴볼 ‘-거든’ 역시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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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92가)는 앵커와 패널(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김종완 자연보전 처장) 간의 대
화에, (92나)는 두 앵커 간의 대화에 ‘-잖-’이 쓰인 문장을 보인 것이다. TV 뉴스
에서도 앵커나 기자가 단독으로 사건을 보도하는 발화가 아니라 대화의 성격을 가지
는 발화에서 ‘-잖-’이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잖-’은 일종의 담화표지라고 할 수 있는 ‘왜’와 공기한다는 특성도 가지는데, 이
는 ‘-잖-’이 담화-신ㆍ청자-구 정보를 나타낸다는 점과 관련된다.
(93) 가. 대학 때 왕따였거든? 박무열이? 왜 그런 거 있잖아 박무열. 지 혼자 잘난 거.
나. A: 근데 명현아 그 머리 스타일... 미용실 언니가 추천해 준 거니?
B: 아니야::,
A: 그럼... 왜 갑자기... 굉장히 그~ 있잖아 그~, 얘 머리 그 머리 같지 않냐?
넘버쓰리에서::, 박광정,

위의 두 예에서 나타난 ‘왜’는 이유를 나타내는 의문사로 쓰인 것이 아니고 후속되는
화자의 발화가 청자에게도 주어진 것이라는 점을 표시하는 화용론적 기능을 가진 것
이다. 이러한 ‘왜’는 화자가 가정하기에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나타내는 명제에는
쓰일 수 없다. (93가)에서 ‘박무열 그런 거(지 혼자 잘난 거) 있다’는 명제는 청자구 정보이기 때문에 화자가 ‘-잖-’과 ‘왜’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만약 이 명제가 청
자-신 정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잖-’뿐만 아니라 ‘왜’도 부적절하다. (93나)에
서 쓰인 ‘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잖-’이 결합한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가 현실서법의 단언을 나타내지 않고
후속 발화의 어떤 배경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조건절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
한 용법도 ‘-잖-’이 보통 가지는 청자-구 지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94) 가. 철수 (만약에) 이번에도 소개팅 실패하잖아? 그러면 듀오 가입해야 돼.
나. 로그인을 하면은, 일단은, 내 껄 로그인했다 로그아웃하고, 형 껄로 로그인하잖
아요? 그럼 그 당시에는, 세 명이 동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94가)는 필자가 만든 문장이고 (94나)는 말뭉치에서 출현한 예이다. 여기에서 ‘-잖
-’이 결합한 문장은 마치 조건절과 같은 기능을 하는 비현실 서법의 명제를 나타내

- 136 -

는데, 따라서 이 명제를 청자-구 정보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잖-’의 특수한 용
법은 모든 조건이나 배경을 나타내는 데에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판정의문문과
흡사한 상승조의 억양을 띤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때 ‘-잖아’에서 ‘-잖-’을 삭제하
고 종결어미 ‘-아/어’만을 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 종결어미 ‘-지’로는 대체 가
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속되는 문장에는 ‘그러면’과 같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부사가 쓰여야 한다.
‘-잖-’이 담화-신ㆍ청자-구 명제에 결합한다는 것은 그러한 지위를 가진다고 화
자가 가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자의 가정이 실제로는 틀리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 우리의 자료에서도 아래와 같은 예들이 출현하였다.
(95) A: 저는 뭐~ 베니건스도 안 가 봤고, 뭐~ 우노 새로 생겼다구 저번에 볼펜 나눠
줬잖아요,
B: 그래?
A: 예 여기 생겼어요.

(95)에서 밑줄 친 문장의 화자는 이 명제를 청자가 이미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잖-’을 사용하여 발화한 것인데, 후속되는 청자의 반응으로 보면 실제로는 청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난다. 화자의 가정과 실제가 불일치되는 이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기능과 형식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우선 표현론적 관점에
서, 대화에서 청자가 알고 있을 것이라 화자가 가정하는 주절 명제는 Grice의 대화
격률을 지키는 한 거의 항상 ‘-잖-’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명제에 ‘잖-’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청자는 화자가 자신의 체면(face)을 해치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특히 해당 명제가 청자에 대한 사태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의미가 강하다. 해석론적 관점에서도 ‘-잖-’은 담화-신ㆍ청자-구 지위와 깊은 관련
을 맺는 것으로 생각된다. (87)에서 확인하였듯이 실제로 나타난 용례의 대다수
(94.8%)가 이 지위의 명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3.2.4.2. ‘-다며’
다음으로 살펴볼 담화-신ㆍ청자-구 지위를 표현하는 형식은 종결어미 ‘-다며’이
다. 이는 앞서 담화-구 지위의 명제에 결합하는 ‘-다니까’, ‘-다고’와 마찬가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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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구성의 융합형에서 발달한 종결어미인데, 그보다는 낮은 주어짐성과 관련된다.
청자-구를 나타내는 명제에 별다른 제약 없이 결합이 가능한 ‘-잖-’과 달리, ‘다며’는 화자가 그 명제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였는지를 나타내는 특정한 의미를 추가
적으로 가지고 이와 관련된 사용 제약도 가진다. ‘-다며’는 청자-구 명제 중에서도
화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전언(傳言)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청자
에 대한 발화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에는 당연히 청자-구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화청자 외의 다른 인물이나 대상에 대한 발화인 경우도 종종 나타나는데 이때
에도 역시 청자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정보를 나타낸다. 즉, ‘-다
며’는 ‘청자가 알고 있는 정보를 화자도 전해들어 알고 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청자-구 명제를 주절로 표현하는 것은 ‘-잖-’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명제가 다른
명제의 배경이나 이유로 기능하거나, 청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공하면서 그것이
청자에게 이미 주어진 명제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이다. 즉, 청자-구 명제라고
할지라도 담화에서 이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절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것이 잉여적이거나 의미 없는 발화가 되지 않는다.
‘-다며’는 역시 전언을 표현하는 더욱 무표적인 종결어미 ‘-대’와 정보지위에서 대
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대’는 보통 청자-신 명제와 결합하는데, 주절 명제의 정보
지위는 청자-신인 것이 무표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
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 쓰임에서도 ‘-다며’보다 ‘-대’가 훨씬 더 빈번히 출
현한다. ‘-대’는 우리 말뭉치에서 자연대화에서 161회, 가공대화에서 89회 나타나
대화에서 총 250회 출현하였는데, ‘-다며’는 대화에서 총 70회 출현하였다.
우리의 말뭉치에서 출현한 ‘-다며’의 사용역에 따른 절대적 정보지위를 아래와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96) ‘-다며’: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사용역에 따른 출현
자연대화
대화
가공대화
TV 뉴스
총

담화-구
0회
12회
0회
12회 (16.9%)

담화-신ㆍ청자-구
22회
36회
1회
59회 (83.1%)

청자-신
0회
0회
0회
0회

총
22회
48회
1회
71회 (100%)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다수가 담화-신ㆍ청자-구의 명제에 결합하고, 일부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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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주어짐성인 담화-구 명제에도 결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자-신 명제
에 해당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며’에 대한 기존 논의 중 박재연(2000)에
서는 이것이 ‘기지가정’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우리의 청자-구 지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며’가 청자-구 명제 중에서도 담화-신인 명제에 일반
적으로 결합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를 실제 용례의 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담화-신ㆍ청자-구 지위의 명제에 결합하는 경우를 살
펴본다.
(97) 가. A: 너 내조가 별 거 아닌 거 같지? 그게 남자를 영웅으로 만들기도 하고, 핫
바지로도 만드는 거야. 너 그거 잘해야 돼.
B: 네 어머님.
A: 참, 김홍식 이사 모친상 당했다면서.
B: 근조화환 보냈습니다.
나. A: 그 새됐어 그 춤추는 거 봤냐 진짜 깨더라 걔::,
B: 그 사람:: A: 진짜 깨더라.
B: 버 그 사람 버클리 출신이라며?

(97가, 나)는 각각 가공대화와 자연대화에서 ‘-다며’가 담화-신ㆍ청자-구 명제에
결합한 것을 보인 예이다. 밑줄 친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는 화자가 생각하기에 청자
도 알고 있으리라 여기는 정보인 동시에, 이 담화 맥락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명제가
된다. 이는 (97가)에서 ‘-다며’ 문장이 어떤 담화주제의 전환을 표시하는 감탄사
‘참’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다며’는 이보다 더 높은 주어짐성을 가지는 담화-구 명제에 결합하기도 한다.
우리의 말뭉치에서는 12회 출현하였는데, 모두 전언 중에서도 청자로부터의 전언을
표현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 일부의 예를 아래에 보인다.
(98) 가. A: 빨리 와. 우리가 아주 식성이 좋잖니? 이거 소고기야. 너무 익음 맛 없어.
얼른 먹어. 자, 뜨거워.
B: 미안해.
A: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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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뭐든.
A: 으이그 으이그 으이그 정말.
B: 왜 그래?
A: 괜찮아. 야, 야채두 좀 먹어. 애가 편식을 하냐 아직도.
B: 아이 누나가 소고기 먹으라며?
나. A: 니 방금 머라 했노?
B: 왜요 또?
A: 내 다 들었다? 머라 했노!
B: 다 들었다면서요!

(98가, 나)는 모두 선행 텍스트에서 주어진 명제가 다시 ‘-다며’로 출현한 경우이다.
이들은 선행어와의 물리적 거리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선행어 명제가 (98가)는 9개
문장 전에, (98나)는 직전문장에 나타났다. 그리고 선행어 명제가 모두 상대방의 발
화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다며’가 청자-신 명제에 결합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잖-’이 일반
적으로 담화-신ㆍ청자-구 지위를 나타내면서도 소수의 경우 청자-신 지위를 가진
명제에 결합하는 특별한 쓰임을 가진 것과 비교해 볼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이는
우리의 말뭉치 규모가 작아서 우연히 나타나지 않을 것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잖-’과 ‘-다며’가 가지는 유의미한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청자-신 명제가 ‘-다며’로
나타나는 문장은 항상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청자-구/신의 관점에서 뚜렷
하게 대조적인 성격을 가지는 ‘-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며’는 청자-신 지위를
나타내기 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다며’가 청자-구 지위를 나타낸다는 것은 앞서 살펴본 ‘-잖-’과 마찬
가지로 화자의 가정에 의한 것이지 실제로는 청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위의 (97나)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에 이 대화를 좀 더 길게 다시 제시하
도록 한다.
(99) A: 그 새됐어 그 춤추는 거 봤냐 진짜 깨더라 걔::,
B: 그 사람:: A: 진짜 깨더라.
B: 버 그 사람 버클리 출신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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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 그래?

여기서 밑줄 친 ‘-다며’ 문장에 대한 반응인 A의 마지막 발화는 ‘그 사람 버클리 출
신이다’라는 명제가 실제로는 청자에게 구정보가 아니고 이 순간에 새로 알게 된 정
보라는 것을 보여준다. 기본적으로 정보구조는 화청자가 가지는 정보의 실제 지위가
아니라 그것을 화자가 어떠한 것으로 가정하느냐에 직접 관련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양상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며’도 청자-구 명제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잖-’과 마찬가지로 담화표
지 ‘왜’와 공기할 수 있다. 실제로 말뭉치에서 쓰인 용례를 찾을 수는 없었으나 그 쓰
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00) 가. 왜, 철수도 이번에 결혼한다며.
나. ??왜, 철수도 이번에 결혼했대.

(100가)와 같이 ‘-다며’가 쓰인 문장에 담화표지 ‘왜’가 자연스럽게 공기할 수 있다.
반면 (100나)와 같이 ‘-대’가 쓰인 문장에서는 적절성이 떨어진다.
마지막으로 기능과 형식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우선 표현론적 관점에
서, 대화에서 청자가 알고 있을 것이라 화자가 가정하는 주절 명제 중에 전언을 통해
획득한 명제는 Grice의 대화 격률을 지키는 한 거의 반드시 ‘-다며’로 표현되는 것
으로 보인다. 그러한 명제에 ‘-다며’가 아닌 ‘-대’를 사용하는 경우 청자는 화자가
자신의 체면을 해치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특히 해당 명제가 청자에 대한 사
태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한 의미가 강하다. 해석론적 관점에서도 ‘-다며’는
담화-신ㆍ청자-구 지위와 깊은 관련을 맺는 것으로 생각된다. (96)에서 확인하였듯
이 실제로 나타난 용례의 대다수(83.1%)가 이 지위의 명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
났기 때문이다.

3.2.5. 청자-신 명제
이제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 중에서 가장 낮은 주어짐성을 가지는 청자-신 명제
를 살펴볼 차례이다. 앞서 밝혔듯이 담화에 나타나는 주절 명제는 청자-신 지위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무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대화에서 가장 많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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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반말체 종결어미 ‘-아/어’는 일반적으로 청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명제에 결합하
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는 ‘-아/어’가 가지는 어떤 유표적인 자질이라기보다
는 일반적인 주절 명제의 특성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유표적으로 청자-신 지위와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종결어미로 ‘-단
다’, ‘-거든’ 등이 있어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단다’는 앞에서 살펴본 ‘-다니까, 다고, -다며’와 마찬가지로 인용 구성의 융합형이 문법화된 종결어미이고, ‘-거든’은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부터 문법화한 종결어미이다.
우선 ‘-단다’는 ‘어떤 사실을 화자가 청자에게 친근하게 말해 줄 때 쓰이는 종결어
미’(이희자ㆍ이종희 2010)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사용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특히 어린아이)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더욱 한정된 상황에서
만 적절히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대화 말뭉치에서는 아래와 같이 자연대화
에서 1회, 가공대화에서 1회 출현한 것이 전부이다.
(101) 가. A: 아니 근데 이거 달달한 거 시켰는데, 술은 왜 이렇게 써요, 누나?
B: 와인은 마시는 사람의 심리를 반영한단다. 참 신비한 술이지.
나. A: 대부분 다 그래. 뭐라 그러면 법정 다 조용해지고.
B: 그치.
C: 막 뭐라 그러A: 배심원 넘어 가고 막,
C: 법정 조용해지고 막 끌려 나가고 이거 아냐?
A: 다 그래.
B: 다 그래 다! 미안하지만 다 그렇단다.

(101가, 나)는 모두 성인들의 대화이지만 화자가 청자에게 마치 가르치는 듯한 뉘앙
스로 ‘-단다’를 사용한 경우이다. (101가)의 밑줄 친 문장을 발화하는 화자는 와인
바를 운영하는 인물로, ‘와인’에 대하여 자신이 청자보다 권위와 정보를 더 많이 가지
고 있다고 생각하여 해당 명제를 청자에게 새로 알려주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101
나)는 친구들끼리의 대화로, 법정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의 클리셰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마지막 밑줄 친 B의 발화 역시 ‘-단다’로 인해 그러한 뉘앙스를 나타내게
된다.57)
57) 그런데 이때 (101나)의 ‘-단다’가 결합한 명제는 선행하는 문장들에서 이미 표현되어 있어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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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종결어미 ‘-거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거든’은 앞서 본 다른 어미
들과 마찬가지로 출현 사용역이 대화로 한정된다. TV 뉴스에서도 출현하지만 이는
모두 녹취나 인터뷰, 혹은 앵커와의 대담 등에 한정되고, 앵커나 기자가 특별한 청자
를 상정하지 않고 발화하는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거든’은 아래 표에 제시한
것과 같이 극히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청자-신 명제를 표현한다.
(102) ‘-거든’: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사용역에 따른 출현
자연대화
대화
가공대화
TV 뉴스
총

담화-구
1회
1회
0회
2회

담화-신ㆍ청자-구
0회
2회
0회
2회

청자-신
134회
130회
33회
297회

총
135회
133회
33회
301회

(0.7%)

(0.7%)

(98.7%)

(100%)

우선 청자-신 명제에 결합한 ‘-거든’의 예를 살펴보겠다.
(103) 가. A: 권상우가 너무 멋있어.
B: 재밌었지. // 나 그거, 나 그거 만화로 봤었거든. 나는.
A: 진짜? // 만화도 있어?
나. A: 오늘 무슨 날이야?
B: 현아 언니 생일파티.
A: 현아 누나 생일파티를 왜 여기서 해?
B: 언니네 집수리 중이거든. 들어가자.

(103가, 나)는 모두 ‘-거든’이 청자-신 명제를 나타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103가)는 밑줄 친 ‘-거든’ 문장에 뒤이어 상대방이 ‘진짜?’라고 묻는 것을
볼 때 이 명제가 청자-신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103나)에서는 선행하는 청자의 질
문에 대하여 화자가 ‘-거든’이 포함된 문장으로 대답하고 있는데 이 명제는 청자에
게 이미 주어져 있지 않다고 화자가 가정한 것이다.
적으로는 담화에서 주어진 명제에 해당하는데, 화자가 이를 담화-구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사구 실체와 달리 명제는 화자가 어떠한 담화 구조를 의도하는지에 따라 그 정보적 지위가 더
주관적인 성격을 띨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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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거든’의 특성은 앞서 살펴본 ‘-잖-’과 비교하면 더욱 잘 드러난다. ‘-거
든’과 ‘-잖-’이 인접하여 나타나서 그 대조적인 쓰임을 잘 보여주는 예를 아래와 같
이 제시한다.
(104) 가. 근데 그거 다는 데두, 그냥 바늘에 그게 쫌 십자수 바늘은 좀 뭉뚝하거든. 근
데 보통 바늘은 좀 얇 얇잖아요,
나. 대학 때 왕따였거든? 박무열이? 왜 그런 거 있잖아 박무열. 지 혼자 잘난 거.
그때는 더 심했거든.

(104가)는 화자가 휴대전화 장식을 직접 만든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 맥락인데, ‘거든’이 결합한 명제는 화자의 생각에 청자가 알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잖-’이 결합한 명제는 청자가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십자수 바늘이 뭉뚝하다’는 명제는 ‘보통 바늘이 얇다’는 명제에 비해 누군가에게 주
어진 것으로 보기 힘들다. (104나)는 청자가 ‘박무열’에 대한 정보를 물어서 화자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데 그것이 청자에게 새로운 명제라는 것을 ‘-거든’
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중간에 ‘왜 그런 거 있잖아 박무열.’에서는 ‘-잖-’이 쓰
였는데, ‘박무열의 현재 성격’은 화자가 생각하기에 청자에게 주어져 있는 정보이고
‘박무열의 대학생 때 성격’은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이 문장들에서 ‘-잖
-’과 ‘-거든’이 각각 다르게 선택된 것이다.
앞서 ‘-잖-’은 담화-신ㆍ청자-구 명제에 결합하는데 청자-구 명제를 문장에서
주절로 표현하는 이유 중 하나로 선행 혹은 후행 발화에 대한 배경이나 이유를 제시
하기 위함을 든 바 있다. ‘-거든’이 가지는 기능도 이와 흡사하다. ‘-거든’은 해당 명
제가 청자-신 지위를 가진다는 것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종종 선행 혹은 후행 발화
에 대한 배경이나 이유를 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는 종결어미 ‘-거든’이 배경이
나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부터 발달했다는 점에서 연유하는 특성인 것으로 보
인다. 아래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105) 가. 그래 같고58) 나중에 그래서, 쉬운:: 치::대. 이런 데로 갈라고 들어가. 내과가
제일 힘들거든.
나. A: 알지? 과장이 대위고 그 사람은, 하사관도 있고, 군무원도 있단 말야.
58) ‘같고’는 ‘갖고’를 잘못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

- 144 -

B: 공무원들도?
A: 어. 공무원이 아니라 군무원이라 그러거든? // 근데 걔네들은, 자기 정해
진 것만 딱 하고 사라져.

(105가)에서 밑줄 친 ‘-거든’ 문장은 선행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의 이유를 표현한
다. (105나)는 A가 군대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맥락인데 특히 자신이 일을 많이
했고 다른 사람들은 일을 잘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다. 즉, 이
부분에서 A의 발화의 핵심은 밑줄 친 문장의 다음 문장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청자
B가 ‘군무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반응을 보여 A가 밑줄 친 문장을 통해 관련된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잖-’과 ‘-거든’은 모두 해당 문장이 담화적으로 어떤 독립된 정보를 표현하
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장들과의 긴밀한 연결 관계를 가지는 정보를 표현한다는 공
통점을 가진다. 이때 그 명제가 청자 지식의 관점에서 주어져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것인지에 따라 다른 형식이 선택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거든’이 드물게 청자-구 명제에 결합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화자의 어떤 특별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말뭉치에 나타난 청자-구 ‘거든’의 용례 4회를 아래에 모두 보이기로 한다.
(106) 가. A: 아이, 운전엔 베테랑이에요.
B: 아 저기요, 안 물어봤거든요.
나. A: 그게 아니라요, 일자수비는 유럽 애들한테 한 번 뚫리면 대안이 없어요.
좀 힘들더라도, 원투쓰리로 가는 게 맞아요.
B: 이거 봐요. 감독이 그쪽이 아니라 나거든요? 그리고, 유럽을 알아도 내가
더 잘 알지, 그쪽이 더 알까요?
다. A: 그럼 나 10억 줄 수 있어요?
B: 네?
A: 너무 비싸서 놀랬나 부다. 아시다시피 제가 국보급이거든요.
라. A: 많이 먹으니까 구애받는 거야 너는::.
B: 그치.
C: 결국엔.
B: 쫌 많이 먹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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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가, 나)의 밑줄 친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는 화청자가 공유하는 지식에 해당하고
이 사실을 화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화자가 ‘-거든’을 사용하였다.
이는 청자에게 어떤 감정, 특히 부정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
다. 명백한 청자-구 명제를 마치 청자-신인 것처럼 표현하여 고의적으로 청자의 체
면(face)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지는 것이다. (106다, 라)는 청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
정보다는 화자가 자신의 어떤 면을 자랑하고 뻐기는 뉘앙스가 느껴지는 경우이다. 특
히 (106다)에서는 해당 명제가 청자-구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아시다시피’
와 같은 구가 쓰여 일반적인 ‘-거든’의 성격과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06라)
는 B가 대식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맥락인데, 밑줄 친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는 이미
A의 첫 번째 발화에서 활성화된 것이다.
다음으로, 어떤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가 특정한 절대적 정보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표시할 때 화자의 의도가 중요한데, 이를 잘 보여주는 ‘-거든’의 쓰임이 있어 살펴보
고자 한다. 특히 화청자 사이의 개인적인 사태와 관련된 명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이나 믿음을 나타내는 명제가 주절에 표현될 때, 화자
의 의도에 따라서 이를 청자-구나 청자-신 중 어느 것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107) 가. 나 이거 맛으로 마시는 거 아냐, 건강식으로 마시는 거지. 성공하려면 건강해
야 되거든.
나. 참, 서로 어울리는 것들이 있어. 계란은 역시 사이다거든요. 사이다 없는 계
란, 아 그거 생각만 해도 목메지 않아요?

(107가, 나)에서 밑줄 친 문장은 ‘-거든’으로 표현되었는데, 대신 ‘-잖-’이 포함된
종결형식으로 바꾼다고 해도 해당 맥락에서 발화의 적절성이나 자연스러움이 손상되
지 않는다. 이 문장들은 모두 특정적인 사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
게 일반적인 지식으로 알려져 있다고 가정되는 명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이러한 화
자의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잖-’이나 ‘-다며’와 마찬가지로 ‘-거든’으로 표현되는 청자
의 지식 상태에 대한 화자의 가정은 실제 청자의 지식 상태와 다를 수 있다. 이를 보
여주는 예로 아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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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A: 이번 여행,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진짜 중요하거든?
B: 알거든요!

(108)에서 밑줄 친 문장을 발화하는 화자는 이 명제가 청자에게 새롭다는 것을 ‘거든’으로 나타내었는데, 이어지는 청자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로는 이 명제
가 청자에게 주어져 있었다. 즉, 화자의 가정과 청자의 실제 지식 상태가 어긋난 경
우이다. 이때 B의 반응 역시 ‘-거든’으로 표현되었는데, 이는 전형적인 청자-신 명
제를 나타낸다. 밑줄 친 문장을 바탕으로 화자 B는 A가 ‘내(B)가 (여행이 중요하다
는 것을) 알고 있다’는 명제를 모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명제의
지위를 ‘-거든’으로 분명히 나타낸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능과 형식의 상관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한다. 우선 표현론적 관점에
서, 대화에서 청자의 지식에 주어져 있지 않을 것이라고 화자가 가정하는 주절 명제
가 ‘-거든’으로 표현될 확률은 높지 않다. 앞서 말했듯이 주절 명제가 청자-신 지위
를 가지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것이고 여기에 특별한 형식적 표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위에서 청자-구 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 ‘-다니까’, ‘-다고’, ‘-잖-’, ‘다며’를 제외한 많은 종결어미들이 기본적으로 청자-신 지위와 관련된다. 한편, 해석
론적 관점에서는 ‘-거든’이 청자-신 지위와 깊은 관련을 맺는 것으로 생각된다.
(102)에서 확인하였듯이 실제로 나타난 용례의 대다수(98.7%)가 이 지위의 명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147 -

4장 상대적 정보구조: 화제와 초점
이 장에서는 상대적 정보구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 살펴본
절대적 정보구조는 명사구나 절이 가리키는 지시체가 청자의 머릿속에서 어떠한 위
상으로 존재하는지 하는 인지적 지위에 대한 것이었는데 상대적 정보구조란 한 문장
이 표현하는 명제를 구성하는 부분들 간의 정보적 관계에 대한 것이다. 상대적 정보
구조를 이루는 주요 요소는 화제와 초점인데, 이에 대하여 각각 절을 달리하여 상세
히 논의하고, 마지막 절에서는 이들의 관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1. 화제
앞서 2장에서 화제 개념이 단순히 ‘문장이 그것에 대한 것’으로 정의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기존 논의들이 이러한 화제의 모호한 개념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
고 언어특정적인 범주를 일반적인 화제 개념에 일치시킴으로써 혼란을 보였다는 점
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는 화제의 표현론적인 접근법과 해석론적
인 접근법을 분리할 것을 제시하고, 이 중 특정 화제 의미에 대하여 이것이 표현되는
방식을 살펴보는 표현론적인 접근법의 논의를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4.1.1절
에서 우선 언어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화제 개념을 설정하고 4.1.2절에서 이것이
한국어에서 실현되는 형식들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미리 언급하자면, 본고
에서 설정하는 화제 개념이란 ‘정언판단의 대상’이며, 이는 문두의 ‘은/는’, 제시어,
‘이란’, ‘이야’ 등의 형식들로 표현된다. 이제 절을 달리하여 이를 상세히 논의하도록
한다.

4.1.1. 화제의 개념: 정언판단의 대상
‘대하여성’이라는 모호한 의미만 가지고는 문장의 화제를 규정하기 힘들다는 것은
2장에서 충분히 살펴본 바 있다. 우리는 대하여성의 의미를 포함하되 보다 제한적인
의미를 가져서 언어 분석의 도구로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범언어적으로 적용 가
능한 화제 개념을 설립하려 한다.
기존 논의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비교 개념’1)의 후보는 그리 많은 편이 아
1) ‘비교 개념’이란 앞서 1.3절에서 설명하였듯이 Haspelmath(2010)에서 설정한 것으로, 범언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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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2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대하여성’이라는 개념만으로 화제를 규정하는 것이 충
분하다는 태도를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나 취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한
논의에서는 대하여성 외에 더 뚜렷하고 객관적으로 적용 가능한 개념을 가공하려는
수고를 특별히 기울이지 않았다.
일부 논의에서 우리가 비교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담
화주제, 파일카드의 주소, 틀 화제, 정언판단의 대상이 그것이다. 이 개념들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이 중 어느 것이 한국어의 화제 논의에 적합할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한다.
우선 담화주제(discourse topic)는 2장과 3장에서 살펴본 것으로 담화 전체에서 의
미적 핵심을 이루는 명제나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Brown & Yule(1983) 등을 참
고할 수 있다. 이는 담화 분석에서 유용한 도구적 개념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특정한
언어 형식과 긴밀한 대응을 가지고 실현되지는 않는, 담화 해석적인 차원의 대상이라
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화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둘째로, 파일카드의 주소는 Heim(1982)의 파일 변화 의미론의 개념을 차용한
Vallduví(1990)에서 적극 활용한 개념이자 Jacobs(2001)에서도 화제의 네 가지 의
미 가운데 하나로 설정한 개념이다. 대화참여자의 정보 상태를 어떤 파일과 유사한
구조로 보는 것으로, 입력된 정보가 저장되는 파일카드의 주소가 화제라는 입장이다.
인지적 현상을 구체적인 사물에 유추하여 설정한 이 개념은 그로 인해 직관적인 설
명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동시에 이러한 유추가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한다.
셋째로, 틀 화제(frame)는 Chafe(1976)에서 설정된 것으로, Jacobs(2001),
Krifka(2008) 등에서, 그리고 한국어에 대한 논의로는 정희자(1993), Kim, I.(2015)
등에서 활용된 바 있다. 틀 화제는 말 그대로 문장이 표현하는 단언에 대한 틀이라는
개념으로, 시공간이나 개체가 틀이 될 수 있다(Chafe 1976: 50). 이러한 논의들은
대부분 파일카드의 주소에 해당하는 명사구 실체로서의 화제 개념을 따로 세우고, 이
것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틀 화제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실체 화제와 틀 화제의 구별은 개념적으로도, 실제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도
뚜렷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 개념은 기존에 화제로 논의된 것들만

비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개념을 뜻한다. 이는 특정 언어 내에서만 사용되는 ‘기술 범주’와 대립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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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부사구까지도 포괄하게 되는
문제점을 가진다. 예컨대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좋지 않다.’의 ‘경제적으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의 ‘놀이터에서’ 등도 이들의 개념에 따르면 틀 화제
가 된다.
마지막으로 정언판단은 Brentano, Marty의 이론을 바탕으로 Kuroda(1972)에서
언어학적 개념으로 정립한 것으로, 그 짝인 단언판단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정언판단
(categorical judgment)이란 논리적 의미의 주어2)가 가리키는 대상을 인식하는 행위
와, 그 주어에 대해 서술어가 표현하는 것의 긍정 혹은 부정 행위, 이렇게 두 개의
구별된 행위로 이루어지는 진술을 말하는 것으로, 이중 판단이라고도 한다. 반면 단
언판단(thetic judgment)은 그러한 논리적 의미의 주어를 확립하는 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 자체를 인식하는 하나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순 판단이
라고도 한다. Kuroda(1972)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판단이 일본어에서 각각 ‘wa’
가 쓰인 문장과 ‘ga’가 쓰인 문장으로 구별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다. ‘wa’가 쓰인 문장
이 정언판단을, ‘ga’가 쓰인 문장이 단언판단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3)
(1) 가. Inu ga hasitte iru.
나. Inu wa hasitte iru.
‘A/the dog is running.’ (Kuroda 1972: 161)

예컨대 개가 달리고 있는 상황을 화자는 (1)의 두 가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1가)와 같이 ‘ga’를 쓴 경우에는 달리는 사건에 주목하여 ‘x가 달리고 있고 x가 개
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반면 (1나)와 같이 ‘wa’를 쓴 경우에는 ‘x가 달리고 있고
x가 개다’라는 판단에 더하여 화자가 관심을 두는 주요 대상으로서의 실체 x를 확립
하는(setting up) 행위가 있다고 한다. (1나)와 같은 문장의 발화 이유가 바로 이 실
체 x에 대해 해당 사건의 발생을 관련시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

2) Kuroda(1972: 156-7)에서는 ‘논리적 의미의 주어’(subject in the logical sense)와 ‘논리적 주
어’(logical subject)를 구별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논리적 의미의 주어’가 정언판단과 관련되
는 개념이고 이는 Port-Royal 논리-문법가들의 주어 개념이라고 한다. 반면 그의 ‘논리적 주어’는
어떤 명제가 표현하는 사태의 행위주(agent)를 가리키는 ‘의미론적 주어’에 가까운 것이다.
3) 임홍빈(1972)에서도 ‘정언문’이라는 범주를 세우고 이를 ‘은/는’과 밀접히 관련시켰으나 이는 계사
문의 ‘귀속’과 ‘합동’ 의미의 구별에 대한 것이고 본고에서 다루는 정언/단언 판단과는 거리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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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uroda(1972)는 (1)과 같은 명사구에 ‘wa’가 붙은 경우뿐만 아니라 명사구
에 조사가 결합한 요소에 다시 ‘wa’가 결합한 것까지도 정언판단문을 이룬다고 본다.
예컨대 한국어로 표현하면 ‘정원-에서-는(de-wa) 개가 고양이를 쫓고 있다.’(‘In
the garden, the dog is chasing the cat.’)에서 ‘정원’이 정언판단의 대상이라고 한다.
Kuroda(1972)의 이러한 정언판단과 단언판단의 구별은 이후 많은 관련 논의들을
낳았다. 가령 Sasse(1987)에서는 정언판단의 무표적인 구조가 ‘문법적 주어+서술어’
라고 보고, 단언판단이 유표적으로 반영되는 통사구조를 여러 언어에 걸쳐 논의하였
다. 또한 Ladusaw(1994) 등 비한정 명사구와 서술어의 의미에 관한 논의에도 정언
판단과 단언판단의 구별이 이용되었다.
‘정언판단의 대상’은 ‘대하여성’을 포함하면서도 더 구체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문장이 어떤 실체 x에 대한 진술로 이해될 수 있으면 그러한 x는 모두 대하여성 성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다음에 설명할 일부만이 정언판단의 대상에 해당
한다.
정언판단의 대상은 Kuroda(1972)의 개념을 따르면 ‘wa’ 성분이고 일반적으로 문
두의 것으로 한정된다.4) 이는 우리말에서는 문두의 ‘은/는’ 성분이다. 아래의 예를 통
해 이를 살펴본다.
(2) 가. 개가 달리고 있다.
나. 개는 달리고 있다.
다. 개가 고양이를 쫓고 있다.
라. 개는 고양이를 쫓고 있다.
마. 개가 키울만한 애완동물이다.
바. 개는 키울만한 애완동물이다.

위 문장들에서 대하여성 성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여기에 나타난 모든 명사구들
이 대하여성 성분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가진다. 예컨대 (2다)는 ‘개’에 대한 것으로
도 해석되고 ‘고양이’에 대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정언판단의 대상은 이들
중에 문두의 ‘은/는’ 성분으로 제한된다. (2다)에서는 ‘개’도 ‘고양이’도 정언판단의 대
상이 아니다. (2나, 라, 바)의 ‘은/는’이 결합한 ‘개’가 정언판단의 대상이 된다.
4) 여기에서는 Kuroda(1972)의 정언판단의 개념을 이용하는데, 4.3.1절에서는 Kuroda(1965, 2005)
의 논의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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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단지 ‘은/는’이 결합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그 위치가 문두라는 점도 중요하
다.
(3) 가. 개는 고양이를 쫓고 있다.
나. 개가 고양이는 쫓고 있다.

위의 예에서 같은 ‘은/는’ 결합형이지만 (3가)의 ‘개는’과 달리 (3나)의 ‘고양이는’은
정언판단의 대상이라고 보기 힘들다. Kuroda(1972)에서는 정언판단의 대상으로 문
두의 ‘wa’ 성분만을 다룬다.5)
정언판단의 개념을 화제 개념으로 명시적으로 취하지 않더라도 화제를 문두 성분
으로 제한한 견해는 널리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화제를 문두 성분으로 제한하거나
그 위치와 깊게 연관시킨 것은 발화의 선형 순서와 그 발화를 이루는 인지적 과정에
도상성이 있다는 전제를 두기 때문이다. 어떤 대상을 우선 인식하고 그것에 대하여
서술하는 과정이 문장 표현에 그대로 드러나, 그 대상이 우선 발화되고 나서 그에 대
한 서술부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도상성 전제는 지나치게 단순한
것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이나 인식의 순서가 문장
표면의 순서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다소 복잡한 관계를 가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
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다른 유표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이 전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이러한 문두 ‘은/는’으로 대표되는 정언판단의 대상 개념을 화제 개념으로
채택할 것이다. 한국어에서 화제와 관련된 가장 두드러지면서 특별한 형식이 문두의
‘은/는’인데, 위에서 보았듯이 이 개념이 한국어의 문두 ‘은/는’ 성분의 특성을 잘 포
착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누차 말했듯이 다른 의미나 개념 요소들을 재료로
화제를 빚어도 논리적인 문제는 없다. 하지만 본고는 정보구조와 관련된 의미나 기능
이 언어 형식에 반영되거나 표현되는 양상에 집중하고, 동시에 언어보편성과 언어특
정성의 조화를 꾀하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화제 개념의 정립이 적절하다
고 하겠다.
5) 보다 정확히 말하면 Kuroda(1972: 178, 각주 25)에서는 어떤 조건에서는 문중에 나타난 ‘wa’ 성
분도 정언판단의 대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경우는 ‘존-wa 사람-wa 동물이라는 것을 믿고 있
다.’와 같이 동사구 보문을 요구하는 문장에서 문중에 나타난 ‘사람-wa’와 같은 것에 제한된다.
즉, (3나)의 ‘고양이는’와 같은 전형적인 문중 성분을 정언판단의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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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언판단의 대상은 개념적으로 여전히 모호한 면이 있다. 문두 ‘은/는’이 아
닌 ‘이/가’가 쓰인 위의 (2가) ‘개가 달리고 있다’와 같은 문장에 대해서, 왜 이 문장
은 ‘개’라는 실체를 확립하고 인식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하여
서술하는 문장이라고 보지 않는지, 여전히 의심하는 입장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정언판단의 대상이라는 개념도 대하여성과 마찬가지의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고 볼지도 모른다. ‘개가 달리고 있다’와 ‘개는 달리고 있다’를 비교하면 후
자의 ‘개’가 정언판단의 대상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호소하는 바가 있으나, 전자의
문장만을 놓고 볼 때 이것이 정말 ‘개’에 대한 선행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의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언판단의 대상이라는 개념이 문두 ‘은/는’ 성분과 긴밀한 관련을 맺
는다는 것을, 문두 ‘은/는’이 가지는 직관적 의미 외에도 정언판단의 대상과 관련된
통사적ㆍ의미적 속성들을 보임으로써 보다 확실히 하려 한다. 이는 바로 문두의 ‘은/
는’이 문장의 통사ㆍ의미 구조에서 최상위 성분 혹은 독립적 성분이라는 것이다.
앞서 인지적 과정이 문장에 도상적으로 반영된다는 기본적 전제를 유지할 때, 어떤
실체를 먼저 확립한다는 것은 그 성분이 문두에 나타나는 경우로 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정언판단의 대상은 문두라는 선형적 속성 외에도 구조적으로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된다는 속성으로 더욱 확실히 규정할 수 있다. 문두 ‘은/는’은 다
른 문두 성분들과 달리 이러한 특성을 추가적으로 가진다. 위의 (3가)와 (3나)는
‘개’에 단순히 다른 조사가 쓰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은/는’이 결합한 경우에는 이
‘개는’ 성분이 통사구조적으로 그리고 의미적으로 문장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독립
성을 가지고 가장 상위에 놓인다는 차이를 가진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존재하는데,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Strawson(1964), 박철우(2003) 등 기존 논의에서도 많이
거론된 존재적 전제와 관련한 현상이다.6) Strawson(1964)에 의하면 한정기술 중 화
제에 해당하는 것만 존재적 전제를 가진다고 한다. 이 논의에서는 ‘The king of
France is bald.’에서 쓰인 ‘The king of France’ 같은 한정기술의 실패한 지시에 대
하여, 그것이 진술에서 화제인 경우에만 진리치 공백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 문장
은 한국어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 지시체를 나타내는 명사구에 결합하는 조사에 따라
6) 이 논의들에서 화제는 대하여성에 바탕을 둔 개념인데 본고와 같이 정언판단의 대상으로 제한한
것은 아니다. 단, 여기에서 논의된 존재적 전제와 관련된 현상은 우리의 화제 개념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살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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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표현된다.
(4) 가. 프랑스 왕이 대머리이다.
나. 프랑스 왕은 대머리이다.
다. 아니야. / 거짓말 하지 마.

(4가)는 이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의 진리치가 거짓인 반면, (4나)는 참거짓을 논할
수 없는 진리치 공백이 된다. 즉, 이는 (4나)가 (4가)와 달리 ‘프랑스 왕’이라는 실체
를 화청자가 머릿속에 확립하는 과정이 우선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서술
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 번째 인지적 과정은 서술의 전제(premise)이기
에 부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는 부정문과 거짓말 검증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나)의 문장을 부정해서 ‘프랑스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라고 해도 ‘프랑스 왕’의 존
재는 부정되지 않고, (4나)의 발화에 대하여 (4다)와 같이 반응을 보일 경우에도 ‘프
랑스 왕’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나 거부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박철우(2003: 116)
에서는 ‘은/는’이 ‘평가의 대상을 표시해 주는 기능을 하는 문법 형태소’이기 때문이
라고 하였고, 이것이 ‘은/는’이 화제 표지라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보았다.7)
둘째, 조건절과 결과절로 이루어진 복합문에서 조건절 명제에만 관련되는 성분은
‘은/는’이 결합되기 힘들고 전체에 걸쳐 관련되는 성분에는 ‘은/는’이 결합되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는 이미 임홍빈(1972), 채완(1977) 등에서 지적한 바 있다.
(5) 가. 철수는 마음이 선하지만, 공부를 못한다.
나. #철수가 마음이 선하지만, 공부를 못한다.
다. #꽃은 피면 봄이 온다.
라. 꽃이 피면 봄이 온다.

‘은/는’ 성분은 그 영역이 전체 문장에 걸치기 때문에 (5가)와 같이 조건절과 결과절
에서 모두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쓰이는 반면 (5다)와 같이 조건절에서
7) ‘은/는’이 나타내는 전제는 정확히 말하면 위의 기술과 같이 의미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화용론적
인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더 적절해 보인다. 즉, ‘은/는’이 가지는 존재 전제의 의미는 그 대상이
실제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화청자가 이루는 담화 세계에 존재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x는 없다’와 같이 존재를 부정하는 술어가 ‘은/는’ 성분과 함께 쓰이는 문장
이 충분히 성립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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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어색하다. 이는 각각 ‘이/가’가 쓰인 (5나, 라)와 대조하면
더 뚜렷하다. 이러한 특성은 문두의 ‘은/는’이 문장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구조적으
로 상위에 놓인다는 것을 보여준다.
셋째, 문장 접속 부사의 위치와 관련한 현상을 들 수 있다. 문장 접속 부사는 보통
문장의 맨 앞에 놓이지만 때때로 문중에 놓일 수도 있는데, 이때 그 위치는 ‘은/는’
성분의 뒤로 제한된다는 점이 흥미롭다.
(6) 가. 대변인은 그러나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
습니다.
나. #대변인이 그러나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 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
았습니다.

(6가)는 TV 뉴스 말뭉치에서 실제로 나타난 문장인데 문장 접속 부사 ‘그러나’가
‘은/는’ 주어에 후행하고 있다. 이때 (6나)와 같이 ‘은/는’을 ‘이/가’로 바꿀 경우에는
문장이 성립되는지 의심스럽다.8) 이는 문두 ‘은/는’ 성분이 문장 전체에 대하여 독립
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상으로 문두 ‘은/는’ 성분이 정언판단의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는 언어현상들, 즉 통사적ㆍ의미적 최상위 성분으로서 문장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짐을 보여주는 현상들을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문두 ‘은/는’이 다른 성분
에 비하여 직관적인 대하여성을 더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는 현상들도 지적할 수 있
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대하여성은 모호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정언판단의 대상이 토
대로 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문두 ‘은/는’이 상대적으로 강한 대하여성을 가지는 것
으로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에 주목하는 바이다. 우언적 화제 구성으로의 풀
어쓰기, 그리고 문장을 단독으로 구성하는 용법이 그것인데,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
다.
우선 문두 ‘은/는’ 성분은 ‘~에 대해 말하자면’과 같은 우언적 화제 구성으로 풀어
쓸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은/는’과 같은 표지가 없는 영어에서는 ‘As for X’,
‘About X’, ‘Speaking of X’ 등의 우언적 구성들을 통해 문장의 어떤 성분이 화제인
8) 후술하겠지만 문장 접속 부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사용역적 관점에서 정밀한 논의가 요구된다. 문
중에 문장 접속 부사가 나타나는 것은 일부의 한정된 사용역에서만 가능하고, 특정한 사용역들에
서는 문장 접속 부사가 ‘은/는’뿐만 아니라 ‘이/가’ 성분에 후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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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검증하는 방법을 많이 쓰는데, 우리말로는 ‘~에 대해 말하자면’이 이에 해당한
다.
(7) 가. 철수는 영희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
나. 철수에 대해 말하자면, 철수는/그는 영희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
나′. ??영희에 대해 말하자면, 철수는 영희와/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
다. 철수가 영희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
라. 철수에 대해 말하자면, 철수가/그가 영희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
라′. 영희에 대해 말하자면, 철수가 영희와/그녀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

(7가)의 문장을 ‘X에 대해 말하자면’과 같은 우언적 화제 구성을 사용하여 나타낸
(7나, 나′)을 비교하면, X 자리에 문두 ‘은/는’ 성분을 쓰는 경우에는 문장이 성립하
지만 다른 성분을 쓰는 경우에는 문장이 어색하다. 그런데 문두 ‘은/는’ 성분을 가지
지 않는 (7다)와 같은 문장은 (7라, 라′)과 같이 ‘은/는’이 아닌 성분일지라도 X 자리
에 오는 것이 맥락에 따라 가능하다. 즉, 이러한 풀어쓰기 판별법은 문두 ‘은/는’을
다른 성분들로부터 완전히 구별지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7가)와 같이 문두
‘은/는’이 쓰인 문장에서는 이 성분과 다른 성분들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
겠다.
화제 판별 검증법과 관련하여 문두 ‘은/는’ 성분이 가지는 두드러진 대하여성을 보
여주는 또 다른 현상이 있다. 위에서 든 우언적 화제 구성들 외에도 Reinhart(1981),
Choi, H.(1999), Büring(2003) 등 기존 논의에서 화제 판별에 많이 이용되는 아래와
같은 ‘What about X?’ 검증문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현상이다.
(8) 가. A: What about Mary? What did she eat?
B: She ate beans.
나. A: 메리는 어때? 걔가/걔는 뭘 먹었어?
B: 걔는 콩을 먹었어.

이는 위와 같이 wh-질문과 그 대답으로 구성된 맥락에서 화제가 무엇인지를 판별할
때 ‘what about X?’라는 질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대답 문장에서 화제 성분이 무엇인
지를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8가, 나)의 대답 문장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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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y(she)’, ‘메리(걔)’가 대하여성 화제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검증 질문에 대한 대답 문장에서 화제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8나)의 대답은 사실 ‘은/는’을 포함하지 않은 ‘걔가
콩을 먹었어’나 ‘걔 콩 먹었어’라고 바꾸어도 자연스러움이 깨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때의 ‘이/가’ 성분이나 ‘걔’를 화제라고 볼 것인가? 더 나아가 ‘이/가’와 ∅를 화제
표지로 볼 것인가? 즉, 이 판별법은 ‘은/는’이 다른 형식들과 대별되는 화제를 표시하
는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질문에 대한 답변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아니라 오
히려 그 질문 자체이다.
(9) 가. 메리는 어때? 걔가 뭘 먹었어?
가′. 메리가 어때? / 메리 어때?
나. 메리는?
나′. #메리가? / #메리?

이 질문-답변 검증법에 쓰이는 ‘What about X?’ 형식의 문장은 그 자체가 이미 X가
문장의 명시적인 대하여성 성분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 점이 영어에서는 ‘about’으
로 표현되는데 우리말에서는 (9가)처럼 조사 ‘은/는’이 쓰일 수 있지만 (9가′)와 같이
‘이/가’나 무조사로도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9나)와 같이 ‘어때’ 혹은 다른 서술구
가 실현되지 않는 질문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은/는’만이 가능하다. 바로 이 점이 중
요한 것으로, (9나′)에서 볼 수 있듯이 ‘이/가’나 무조사로는 이러한 의미를 나타낼
수 없다.9)
다음으로, 텍스트나 상황에서 주어진 명제나 사태에 대해 화자가 어떤 평가를 할
때, 특히 전제된 것에 반대되는 평가를 내릴 때 그 요소에 ‘은/는’이 결합하여 단독으
로 문장을 구성하는 용법이 있는데, 이러한 쓰임도 ‘은/는’ 성분이 정언판단의 대상으
로서의 화제라는 것을 드러내 준다. 이때 ‘은/는’ 성분은 화자가 의도하는 명제에서
우선적으로 놓이는 ‘언급의 대상’이라는 것이 분명하다. 그에 대한 진술 내용이 뒤따
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러한 문장에서는 이것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다. 아래와 같은
대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9) 이러한 ‘은/는’은 단순한 화제가 아닌 대조화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대조화제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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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 야 여자친구 이쁘더라. - 이쁘긴.
나. (상대방이 웃는 모습을 보며) 웃기는.
다. 너 이번에 합격했다며? - 합격은.

(10)의 밑줄 친 문장은 모두 ‘은/는’ 성분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모두 담화-구
의 절대적 주어짐성을 가지는 요소에 ‘은/는’이 결합하였고, 이에 대한 서술이 문장
표면에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부정적인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이때 쓰
인 ‘은/는’ 역시 어떤 평가의 대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정언판단의
대상이라는 의미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여러 언어 현상들과 관련된 근거에 기대어 문두의 ‘은/는’이 정언판단의
대상으로서의 화제를 표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정언판단의 대상’이라는 화제 개념이 문두의 ‘은/는’ 성분에만 적용
되는 것은 아니다. Kuroda(1972)는 실체를 나타내는 문두의 ‘wa’ 성분에 한정하였으
나, 문두 ‘은/는’이 가지는 화제적 의미나 기능은 다른 형식으로도 실현될 수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바로 문두의 제시어, 조사 ‘이란’, ‘이야’ 성분이 그것이다. 문두 ‘은/
는’과 더불어 이들은 모두 서술이 이루어지는 바탕에 해당하는 실체를 나타내며 이
실체를 확립하는 인지적 과정이 명시적으로 언어 형식에 표현된 것으로, 위에서 거론
한 정언판단의 대상이 언어적으로 실현될 때 가지는 ‘은/는’의 특성들을 역시 지니고
있다.
이 중 ‘이란’과 ‘이야’ 성분이라는 것은 해당 조사가 결합한 성분이라는 점이 명확
한데, ‘제시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된다. 제시어란10) 독립어 성분인
명사구 혹은 명사구 상당어가 아무런 표지 없이 쓰이고 그 뒤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에 관여적인 서술이 나올 때 그 독립어 명사구를 일컫는 것으로(이선웅 2005:
64), 특히 우리는 이것이 문두에 나타나고 그 뒤에 휴지를 가진 경우로 한정한다.11)
예컨대 ‘철수, 다음 달에 결혼한대.’와 같은 문장에서의 ‘철수’가 제시어이다. 이때 ‘철
10) ‘제시어’는 최현배(1937: 1011f, 1054)에서 비롯되어 김민수(1971: 156f), 김영희(1989), 이선
웅(2005) 등에서도 사용하는 용어이다. 박철우(2007)의 ‘좌-분리’도 거의 동일한 구성을 일컫는
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의 해당 구성이 영어의 ‘좌분리(left dislocation)’와는 형식적ㆍ기
능적으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좌분리’보다는 ‘제시어’라는 술어를 사용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두 구성 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11) 이 정의는 본격적으로 제시어를 다루는 4.1.2.2절에서 조금 수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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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독특한 어조를 띠고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운율적으로 분리된다.
문두의 제시어, ‘이란’, ‘이야’ 성분이 문두 ‘은/는’과 마찬가지로 화제를 표현한다는
것은 이들 역시 대하여성의 의미를 뚜렷이 나타내고, (4)~(6)과 같은 양상을 보여
통사적ㆍ의미적으로 상위적 성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된 현상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이 표현들은 모두 존재적 전제를 가진다.
(11) 가. 3동 연구실, 이번에 에어컨 달았대.
가′. 3동 연구실, 이번에 에어컨 달지 않았대.
가″. #아니야, 3동 연구실이라는 건 없어.
나. 3동 연구실이란 국어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박사논문을 쓰는 연구실이다.12)
나′. 3동 연구실이란 국어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박사논문을 쓰는 연구실이 아니다.
나″. #아니야, 3동 연구실이란 건 없어.
다. 3동 연구실이야 이번에 에어컨 달았지.
다′. 3동 연구실이야 이번에 에어컨 달지 않았지.
다″. 아니야, 3동 연구실이란 건 없어.

(11가, 나, 다)에 각각 문두 제시어, ‘이란’, ‘이야’ 성분들이 포함된 문장을 제시하였
다. 여기에서 모두 ‘3동 연구실’은 존재적 전제를 가진다. 각각 (11가′, 나′, 다′)와 같
이 부정문으로 표현하더라도 이 존재적 전제 의미가 부정되지 않는다. (11가, 나,
다)에 대하여 ‘아니야’라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도 (11가″, 나″, 다″)에서와 같이 이
전제를 부정하는 발화가 이어지면 부자연스럽다. ‘3동 연구실’이라는 실체가 존재하
지 않는다면 적절한 반응은 ‘아니야’가 아니라 ‘응? 3동 연구실이라는 게 있어?’ 따위
일 것이다.
다음으로 이 표현들이 조건절과 결과절로 구성된 복합문에서 보이는 양상도 문두
‘은/는’과 흡사하다.
(12) 가. ??꽃, 피면 봄이 와.
12) ‘이란’의 쓰임을 보인 (11나)의 문장은 (11가, 다)에서와 같은 서술부를 가지기 힘들어 다른 내
용의 서술부를 예로 들었다. 이는 후술하겠지만 ‘이란’이 가지는 의미적인 제약 때문이다. 아래의
(12), (13)에서도 ‘이란’의 예시 문장은 제시어나 ‘이야’의 경우와 상이한 주어와 서술부를 가지는
것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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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꽃이 피면 봄이 와.
가′. 철수, 마음이 선하지만 공부를 못해.
cf. 철수가 마음이 선하지만 공부를 못해.
나. *정의란 최대다수의 행복이면 소수자의 인권이 억압될 것이다.
cf. 정의가 최대다수의 행복이면 소수자의 인권이 억압될 것이다.
나′. 정의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cf. *정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다. ??꽃이야 피면 봄이 와.
cf. 꽃이 피면 봄이 와.
다′. 철수야 마음이 선하지만 공부를 못해.
cf. 철수가 마음이 선하지만 공부를 못해.

(12가, 나, 다)는 각각 문두 제시어, ‘이란’, ‘이야’ 성분이 결과절에서는 성분의 역할
을 가지지 않고 조건절에서만 역할을 하는 경우를 보인 것이고, (12가′, 나′, 다′)는
이들이 전체 복합문에서 성분으로 기능할 때를 보인 것이다. 모두 전자는 어색하거나
불가능한 반면 후자는 잘 성립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각각 ‘이/가’로 대체했을 때와
비교하면 대조적인 양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다음으로 문장 접속 부사와의 어순과 관련한 현상을 살펴본다.
(13) 가. 철수, 그런데 영희랑 헤어졌다며?
나. 정의란 그러나 최대다수의 행복이다.
다. 꽃이야 그래도 필 거야.

(13)은 문두 제시어, ‘이란’, ‘이야’ 성분이 문장 접속 부사에 선행하여 나타나는 경우
를 보인 것이다. 모두 ‘은/는’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때 (13가, 다)와 관련해서는 사용역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앞서 (6나)와 같이 ‘이/가’ 성분이 문장 접속 부사에 선행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것은 TV 뉴스에서 나타날 때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대화 등 구어에서는 이것이 자연
스럽고 또한 ‘이/가’뿐만 아니라 어떠한 성분이라도 이러한 구조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철수가 그런데 영희랑 헤어졌대.’, ‘철수한테 그런데 여자친구가 생겼대.’ 등
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따라서 (13가, 다)와 같이 제시어와 ‘이야’ 성분이 문장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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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에 선행하는 현상을 이들만의 독특한 특성으로 간주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제시어와 ‘이야’ 중에서도 (13가)와 같은 제시어는 대화뿐만 아니라 TV 뉴
스에서도 문장 접속 부사에 선행하는 쓰임이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우리의 말뭉
치에서 단지 1회 출현하였을 뿐이기는 하지만13)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TV 뉴스에
서는 대화와 달리 이렇게 문장 접속 부사에 선행하는 성분으로 모든 형식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3가)와 같은 제시어의 쓰임은 다른 표현들에 비해 특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14)
지금까지 (11)~(13)을 통해 문두 제시어, ‘이란’, ‘이야’ 성분들이 문두 ‘은/는’과
같은 통사적ㆍ의미적 속성을 가진다는 것, 즉 구조적으로 최상위 성분이자 독립적인
성분이라는 점을 알아보았다. 이제는 우언적 화제 구성으로의 풀어쓰기, 화제 판별법
의 질문 형식, 단독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용법 등 명시적인 대하여성을 말해주는 것
으로 보이는 현상들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아래와 같이 화제를 나타내는 우언적 구성 ‘X에 대해 말하자면’과 관련된 양
상을 살펴본다.
(14) 가. 철수에 대해 말하자면, {철수, 걔}, 영희랑 헤어졌다며?
가′. ??영희에 대해 말하자면, 철수, {영희랑, 걔랑} 헤어졌다며?
나. 정의에 대해 말하자면, 정의란 최대다수의 행복이다.
나′. ??행복에 대해 말하자면, 정의란 최대다수의 행복이다.
다. 철수에 대해 말하자면, {철수야, 걔야} 영희를 좋아하지.
다′. 영희에 대해 말하자면, 철수야 {영희를, 걔를} 좋아하지.

(14가, 나, 다)는 각각 문두 제시어, ‘이란’, ‘이야’ 성분이 ‘X에 대해 말하자면’의 X로
나타난 문장을 보인 것인데 모두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한편 같은 문장에서 이들 외
13)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런데 요즘은 교실이 또 추워서 떨고 있다고 합니다.’와 같은 문장
이다.
14) 문장 접속 부사에 선행하는 성분은 위와 같이 사용역에 따라 결합하는 조사에 제약을 가지기도
하고 가지지 않기도 하는데, 어떠한 사용역에서든지 그 성분이 상대적 정보구조의 측면에서 초점
이 아니라는 속성을 가진다. 우리의 말뭉치에 나타난 해당 문장들이 모두 그러한 양상을 보였다.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은/는’ 혹은 무조사 성분이지만 대화에서는 ‘이/가’나 ‘을/를’ 성분도 발견
되는데, 모두 어느 정도의 절대적 주어짐성을 가지면서 비-초점인 경우였다. 이는 우연한 일치가
아니라 이러한 구조적 자질과 정보구조가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세한 논의는
후고를 기약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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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른 성분을 X로 나타낼 경우에는 (14가′, 나′)는 어색한데 ‘이야’가 쓰인 (14다′)
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14다′)가 성립하는 맥락을 생각해 보면, 이 문
장 자체만으로는 ‘영희’만이 문장의 대하여성 성분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철수’ 역
시 대하여성을 가지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발화가 일어나는 맥락에서 ‘철수’가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야 하고, 이 문장 대신 (14다)의 문장을 사용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이다.
다음으로 화제 판별법의 질문 형식에서 서술부를 제외한 화제 표현만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그런데 문두 제시어나 ‘이야’의 경우에는 이러한 쓰임을
가지는지 알아보는 것이 어렵다. 제시어는 그 정의상 문장의 다른 부분과 운율적ㆍ통
사적으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시어만으로 구성된 문장이라는 것이
상정되기 힘들고, ‘이야’는 확인의문문이 아닌 보통의 의문문에서는 쓰이지 않기 때
문이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이란’에 대해서만 이를 알아보기로 한다.
(15) 정의란 무엇인가? → 정의란?

위에서 확인되듯이 ‘이란’은 ‘은/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문장을 구성하여
의문문을 형성할 수 있고, 어떤 평가의 대상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진다.
다음으로 제시어, ‘이란’, ‘이야’가 평서문에서 단독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를 살
펴보겠다. 그런데 제시어는 이때에도 관련 현상을 따지기 힘들다. 위에서와 마찬가지
로, 단독으로 문장을 구성할 경우 그것은 이미 제시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란’과
‘이야’에 대해서만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16) 가. 정치인들이란. / 그때 그 눈빛이란!
나. 합격쯤이야.

(16가)는 ‘이란’ 성분만으로 구성된 문장을 보인 것인데 두 개의 문장에서 보이는 화
자의 ‘이란’ 성분에 대한 태도나 감정은 다르지만15) 모두 ‘정치인들’, 그리고 ‘그때
그 눈빛’에 대한 발화가 된다. (16나)는 ‘이야’ 성분만 쓰인 문장인데 생략된 서술부
의 의미는 ‘쉽게 할 수 있다’ 정도에 해당하며 역시 ‘합격’에 대한 서술이 된다.

15) 이들 간의 의미 차이에 대해서는 4.1.2.3절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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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문두 제시어와 ‘이란’, ‘이야’ 성분은 문장에서 화제와 배타적인 관계를
가지는 초점을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초점은 앞서 언급
하였듯이 초점은 명시적 혹은 암시적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위에서 논의한 화제 형식들은 모두 초점을 나타낼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아래
와 같이 설명의문문이 주어지고 이에 대한 대답 문장을 상정하는 경우, 의문의 대답
을 구성하는 성분에 이들 화제 표현들이 나타날 수 없다.
(17) 가. Q: 누가 철수를 만났어?
A: #영희, 철수를 만났어.
나. Q: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야?
A: #결혼이란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야.
다. Q: 누가 철수를 만났어?
A: #영희야 철수를 만났지.

(17가~다)의 문두 제시어, ‘이란’, ‘이야’ 성분을 살펴보면, 이들은 모두 설명의문문
의 의문사에 대응하는 성분으로 나타나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문장의
핵강세를 받더라도 이 맥락에서 쓰임이 불가능하다. 물론 주어진 문장에서 어떤 요소
가 초점이 아니라고 해서 그 요소가 화제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문장에서 초점도 화
제도 아닌 요소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16) 즉, 제시어, ‘이란’, ‘이야’ 성분이 초
점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은 이들이 화제라는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요소가 화제가 되기 위해서는 비-초점의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현상은 이 표현들이 화제를 나타낸다는 주장의 간접적인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17)
이상으로 문두의 제시어, ‘이란’, ‘이야’ 성분들이 문두의 ‘은/는’과 마찬가지로 정언
판단의 대상으로서 화제가 가지는 속성들을 공유한다는 점을 밝혔다. 물론 ‘은/는’이
화제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언어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표현들 역시 나름
대로의 쓰임을 가지며 화제 논의에서 배제시킬 수 없다. 그런데 이들은 여러 가지 문
16) 이에 대해서는 4.3.1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17) 한편, 문두 ‘은/는’은 위의 다른 표현들과 달리 초점을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 예컨대 ‘누가 철
수를 만났어?’에 대하여 ‘영희는 철수를 만났어.’라고 답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문두 ‘은/는’
이 화제가 아닌 초점으로 기능하는 경우는 그것이 문장의 핵강세를 받을 때로 국한된다. 또한 후
술하겠으나 문두 ‘은/는’이 초점을 나타내는 경우는 실제 발화에서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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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ㆍ의미적 측면에서 상이한 성격을 가지고 사용역적 쓰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
이는데, 이어지는 절에서는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그런데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화제 표현들의 요건인 문두 위치라는 형식적 자
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화제를 문두 위치로 제한
하거나, 적어도 문두 위치와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 것으로 보는 논의가 일반적이지
만, 대부분 실제 담화에서 쓰인 문장들을 평가하기보다는 연구자가 만든 단순한 질문
-답변 쌍이나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의 단순한 구조의 문장을 다루기 마련이다. 이때
에는 문두 위치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하는 문제가 크게 중요하지 않
다. 예컨대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와 같은 문장에서 ‘철수는’이 문두 성분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로 쓰인 문장들을 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문두
의 개념 자체가 또 다른 해명을 요구하는 복잡한 문제가 된다. 아래에서 ‘은/는’ 성분
이 문장에 나타난 다양한 위치를 가공대화 말뭉치의 자료를 통해 검토함으로써 이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18) 가. 산에는 갔어요.
나. 근데 난 진짜 억울하다?
다. 진짜 그건 너무 심하다.
라. 독고진은 결국 피터한테 구원 받지 못했지만, 너는 독고진한테 용서 받으면서
구원 받았다?
마. 뭐 이걸로만 보면 구애정은 완전히 깡패네.

예컨대 (18)에서 밑줄 친 성분들이 문두 성분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
다. (18가)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생략된 주어를 복원하여 문두에 위치시킨다
면 밑줄 친 ‘산에는’은 문두 성분이라고 볼 수 없지만, 문장 표면에 실현된 것만을 염
두에 둔다면 이는 문두 성분이 된다. (18나, 다)의 밑줄 친 성분은 주절의 주어 성분
이지만 문장 접속 부사나 부가어가 선행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문장의 시작 위치
라고 할 수 없는 경우이다. (18라, 마)는 복합문과 관련된 문제를 보인 것이다. (18
라)는 대등한 두 절로 구성된 병렬문인데 밑줄 친 후행절의 ‘은/는’ 성분은 절의 시
작 위치이긴 하지만 문장의 시작 위치는 아니다. (18마)는 조건절과 결과절로 구성
된 복합문으로, 이때에도 밑줄 친 ‘은/는’ 성분은 문장의 시작 위치에 놓인 것이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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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가 문장의 통사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문제들을 완전
히 해결할 수는 없으나, 정보구조의 표현이라는 문장의 기능적 측면과 관련되는 문두
위치의 정체를 일정한 성격의 것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 문장에서 어떤 성분
이 생략되었는지의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그것을 복원한다면 어느 위치에 놓
아야 하는지도 어려운 문제이므로, 생략과 관계없이 문장의 표면에 나타난 성분들만
을 가지고 문두 요소를 판별하기로 한다. 따라서 (18가)에서의 ‘산에는’은 문두 성분
이 된다. 그리고 문장 접속 부사나 호격어, 담화표지 등 문장이 전달하는 명제에 직
접 포함되지 않는 성분이 문장 시작 위치에 놓인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고 문두성을
평가할 것이다. 이에 의해 (18나)의 ‘난’은 문두 성분인 것으로 판단한다. 문장 접속
부사가 아닌 일반적인 부사는 해당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적 의미에 포함되는 것이므
로 (18다)와 같은 경우의 ‘그건’은 문두 성분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18라, 마)와 같은 복합문에서 후행절의 처음에 나타난 ‘은/는’은 문두 성분으로 취급
한다. 종속접속절 혹은 부사절이나 피인용절은 문법적으로 핵절 혹은 주절인 것은 아
니지만 기능적으로는 독립된 문장과 흡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독립된 정보 전달의 기능을 수행하는 근문(root sentence)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절을 기본 단위로 하여, 이러한 절에서의 시작 위치를 문두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절에서는 문두 위치에 놓인 것으로 판단되는 ‘은
/는’, 제시어, ‘이란’, ‘이야’ 성분이 정언판단의 대상으로서의 화제를 나타내는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4.1.2. 화제의 표현
4.1.2.1. 문두 ‘은/는’
문두 ‘은/는’은 정언판단의 대상이라는 개념의 화제를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
식이자 한국어의 특징적인 요소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전 연구들에서 화제를 어떤
개념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문장의 ‘대하여성’이라
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하여성과 유표적으로 관련되는 형식
이 뚜렷하지 않은 언어들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인구어에서 화제를 나타
내는 형식으로 좌분리를 많이 거론하지만 이는 출현하는 사용역이나 의미의 측면에
서 상당한 제약을 가진다. 예컨대 영어에서는 비표준적 사용역에서만 쓰이고(Gundel
1988: 4.3절), 프랑스어에서는 표준적 사용역에서 쓰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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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적 사용역에서와 달리 대조의 의미를 가진다고 한다(Lambrecht 1980: 346). 그
러나 화제 ‘은/는’은 사용역이나 의미적인 제한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앞서
Kuroda(1972)에서 화제를 정언판단의 대상이라는 의미로 다루면서 든 것이 일본어
의 ‘wa’인데, 이것이 우리말에서는 ‘은/는’에 대응된다는 점에서 ‘은/는’이 일반적인
화제 표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말의 화제 논의는 ‘은/는’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특히 ‘은/는’의 의미에 대하
여 집중한 논의들이 많았다. ‘은/는’이 나타내는 의미는 세부적인 점에서는 논의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화제와 대조의 두 가지로 기술되어 왔다. 예컨대 보통
아래와 같은 ‘은/는’의 쓰임이 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19) 가. 철수는 영희를 좋아한다.
나. 철수가 영희는 좋아한다.

(19가)의 ‘철수는’은 화제, (24나)의 ‘영희는’은 대조의 전형적인 사례로 간주된다.
(19가)의 ‘철수는’은 다른 자매항의 존재를 전제하거나 그것과 대조된다는 의미를 가
지지 않고 문장의 ‘대하여성’을 표현하는 반면, (19나)의 ‘영희는’은 ‘철수가 좋아하
는’ 대상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의 집합에서 다른 자매항(들)의 존재가 전제되고 ‘철수’
가 다른 사람은 좋아하지 않지만 ‘영희’는 좋아한다는 대조적 의미가 전달된다. 이러
한 대조의 ‘은/는’은 특히 위와 같이 문중에서 나타날 때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두 의미의 관계에 대한 기존 논의들의 입장은 실로 다양하다. 화제와 대조
를 ‘은/는’이 가지는 상보적인 의미로 보기도 하고(남윤진 2005 등)18), ‘은/는’이 화
제도 대조도 아닌 경우도 있다고 보기도 한다(Kim, I. 2013 등). 또한 화제이면서
동시에 대조인 경우, 즉 ‘대조화제’로서의 ‘은/는’을 인정하는 견해가 일반적인데(Lee,
C. 2003, 전영철 2006, 임동훈 2012 등), 이 중 일부는 ‘은/는’이 대조화제뿐만 아니
라 대조초점도 나타낸다고 본다(전영철 2006, 임동훈 2012).19)
이렇게 ‘은/는’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견해는 매우 다양하지만 본고는 ‘은/는’을 중
심으로 이것이 어떠한 의미나 기능을 가지는지를 연구하는 해석론적 접근법이 아니
18) 남윤진(2005: 167)는 ‘화제’를 ‘은/는’이 가지는 중심적인 의미로 보고, 이로부터 의미ㆍ화용적인
환경에 의해 ‘대조’ 의미가 파생된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실제 자료의 분석에서는 ‘은/는’이 쓰인
것을 ‘화제’나 ‘대조’ 중에 한 쪽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 ‘은/는’의 의미에 대한 가장 최근의 박사논문으로 생각되는 Kim, I.(2013)의 3.2절에 ‘은/는’의 의
미에 대한 연구사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어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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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언판단의 대상으로서의 화제를 연구하는 표현론적 접근법을 취한다는 점에서,
화제로 쓰인 문두 ‘은/는’의 사용 양상에 보다 집중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의 말뭉치에 나타난 화제 ‘은/는’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전체 말뭉치에 나타난 ‘은/는’의 출현 빈도를 사용역에 따라 나누어 아래(20)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이때 ‘은/는’은 명사구에 결합한 문두의 화제 ‘은/는’만이 아니라 조
사 ‘은/는’의 전체 출현을 보인 것이다. 그리고 전체 어절 수와 문장 수를 함께 고려
한 출현 비율을 (21)에 제시하였다.
(20) 전체 말뭉치의 규모와 ‘은/는’의 출현 횟수
자연대화
대화
가공대화
TV 뉴스
학술문
총합

전체 어절수
50,808
99,866
49,058
100,731
102,262
302,859

전체 문장수
16,013
28,153
12,140
9,900
6,966
45,019

‘은/는’
3,678

2,065
1,613

4,820
6,286
14,784

(21) 전체 말뭉치에서 ‘은/는’의 출현 비율

대화
TV 뉴스
학술문

자연대화
가공대화

어절 / ‘은/는’
24.6
27.2
30.4
20.9
16.3

문장 / ‘은/는’
7.8
7.7
7.5
2.1
1.1

우선 (20)에서 ‘은/는’의 출현 횟수를 보면 대화보다 TV 뉴스에서, 그리고 TV 뉴
스보다 학술문에서 더 많이 출현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각 사용역 말뭉치
의 규모를 거의 같은 어절 수로 맞추어 비교한 것이기 때문에 어절 수를 기준으로
한 ‘은/는’의 사용 빈도의 차이에 해당한다. (21)에서는 어절 수뿐만 아니라 문장 수
에 따른 ‘은/는’의 출현 빈도를 제시하였는데, 이때에도 어절 수를 기준으로 할 때와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은 몇 개의 어절이나 문장이 나
타날 때 ‘은/는’이 1회 출현하는지를 계산하여 보인 것이다. 예컨대 대화 사용역에서
‘어절 / ‘은/는’’의 값이 27.2라는 것은 약 27개의 어절마다 1개의 ‘은/는’이 출현한다
는 뜻이다. 이를 살펴보면 어절을 기준으로 하든 문장을 기준으로 하든 ‘은/는’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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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다는 TV 뉴스에서, 그리고 TV 뉴스보다는 학술문에서 더 빈번히 나타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는 화제 ‘은/는’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조사 ‘은/는’의 모
든 출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 문두의 명사구에 결합한 ‘은/는’이면서 초점
이 아닌 화제에 해당하는 경우를 걸러내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전체 말뭉치
에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란 ‘은/는’의 출현 빈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여간 어
려운 일이 아니다. 앞서 논의한 절대적 정보지위와 관련된 형식들과 뒤에서 다룰 기
타 화제 표현들의 경우에는 전체 말뭉치에서 출현 횟수가 적게는 한 자릿수에서 많
게는 수백 단위였는데, 조사 ‘은/는’의 경우에는 1만 4천여 개로 그 수가 현격히 많기
때문에 전체 출현 양상을 살피고 분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전체
출현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실제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어
려운 것이다.
이에 본고는 말뭉치 규모를 줄여 살펴보는 차선책을 택하였다. 전체 말뭉치는 총
30만 어절 규모인데 그 10%에 해당하는 약 3만 어절을 화제 ‘은/는’ 분석을 위한 표
본 말뭉치로 설정하였다. 각 사용역에 약 1만 어절이 포함되도록 구성하였고, 대화
사용역은 자연대화와 가공대화가 각각 약 5천 어절이 포함되도록 하였다.20)
이제 표본 말뭉치에서 나타난 화제 ‘은/는’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나
타난 문두의 명사구+‘은/는’ 성분은 모두 그 상대적 정보지위가 화제에 해당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앞서 말했듯이 대조초점으로서의 ‘은/는’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드물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말뭉치에서 나타난 ‘은/는’ 화제의 특성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위의 전체 말뭉
치에서 ‘은/는’ 사용을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역에 따라 출현 빈도가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표본 말뭉치에 나타난 전체 ‘은/는’과 화제 ‘은/는’의 사용역에 따른
출현 횟수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도록 한다.

20) 대화, TV 뉴스, 학술문 각각의 전체 말뭉치 텍스트의 시작 부분부터 1만 번째 어절이 포함된 문
장까지를 잘라 표본 말뭉치를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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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표본 말뭉치의 규모와 전체 ‘은/는’ 및 화제 ‘은/는’의 출현 횟수
자연대화
대화
가공대화
TV 뉴스
학술문
총합

전체 어절수
5,001
10,000
4,999
9,994
10,001
29,995

전체 문장수
1,502
2,680
1,178
951
684
4,315

‘은/는’ 전체
210
370
160
501
605
1,476

화제 ‘은/는’
131
260
129
377
431
1068

앞서 전체 말뭉치에서 ‘은/는’의 출현 양상을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표본 말뭉치에
대해서도 전체 어절 수와 문장 수를 함께 제시하여 ‘은/는’과 화제 ‘은/는’의 출현 양
상을 잘 포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의 표를 보면 우선 세 가지 사용역이 거의 동일
한 수의 어절로 구성되어 있지만 문장의 개수는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상되다시피 한 문장을 이루는 단어 수가 대화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고 TV 뉴
스와 학술문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 ‘은/는’의 출현 횟수를 보면
전체 말뭉치에서 발견된 것과 마찬가지로 대화에서 학술문으로 갈수록 출현 빈도가
높고 이는 화제의 ‘은/는’ 역시 마찬가지이다.
위의 결과를 표본 말뭉치에 나타난 총 어절 수나 문장 수와 비교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도록 한다.
(23) 표본 말뭉치에서 ‘은/는’과 화제 ‘은/는’의 출현 비율
어절 / ‘은/는’
대 자연대화
화 가공대화
TV 뉴스
학술문

27.0
19.9
16.5

23.8
31.2

어절 / 화제 ‘은/는’
38.5

38.2
38.8

26.5
23.2

문장 / ‘은/는’
7.2
1.9
1.1

7.2
7.4

문장 / 화제 ‘은/는’
10.3

11.5
9.1

2.5
1.6

위의 표는 ‘은/는’의 출현 횟수만을 따진 (22)보다 사용역에 따른 화제 ‘은/는’의 출
현 양상의 차이를 더 잘 드러내준다. 각 항목은 ‘은/는’ 혹은 화제 ‘은/는’이 몇 개의
어절 혹은 문장마다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21) 위 표에서 가장 마지막 항목에 보인
21) 이와는 반대로 비율을 계산하여 하나의 어절 혹은 문장마다 몇 개의 ‘은/는’이 나타나는지를 따져
볼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결과로 도출되는 수치가 너무 작아서 이들을 한눈에 파악하고 비교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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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은/는’이 몇 문장에 한 번 꼴로 출현하는지를 살펴보면, 대화에서는 10.3개
문장마다, TV 뉴스에서는 2.5개 문장마다, 학술문에서는 1.6개 문장마다 한 번 나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사용역 중 학술문에서 화제 ‘은/는’이 가장 빈번히 출현한다는
점이 특히 주목된다. 이는 학술문에서는 화제의 문두 ‘은/는’이 출현한 문장이 그렇지
않은 문장보다 많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우리말에서 ‘은/는’이 매우 활발히
사용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말에서 화제가 ‘은/는’이라는 유표적 형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잘 알려진 바이나, 그 중에서도 특정한 사용역에서 이러한 양상이 더욱 두드러
지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은/는’과 함께 자주 논의되는 주격조사 ‘이/가’와 대조해 볼 수 있
다. 우리의 전체 말뭉치에서 주격의 ‘이/가’와 전체 ‘은/는’의 출현 횟수를 아래와 같
이 비교할 수 있다.22)
(24) 전체 말뭉치에서 ‘은/는’과 주격 ‘이/가’의 출현 횟수
‘은/는’
대화
TV 뉴스
학술문

자연대화
가공대화

3,678

주격 ‘이/가’
2,065
1,613

4,820
6,286

5,137

2,660
2,477

6,788
5,233

(24)에서 ‘은/는’은 화제 ‘은/는’에 제한한 것이 아니라 전체 ‘은/는’을 보인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사용역에 따라 ‘은/는’과 ‘이/가’ 중에 더 많이 나타나
는 조사가 다르다는 점이다. 대화와 TV 뉴스에서는 ‘은/는’보다 ‘이/가’가 더욱 빈번
히 나타났는데, 학술문에서는 반대로 ‘은/는’이 ‘이/가’보다 더 많이 나타났다. 즉,
(20)~(23)에서 사용역에 따라 ‘은/는’ 혹은 화제 ‘은/는’의 절대적 출현 빈도가 다르
힘들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였다.
22) ‘이/가’를 주어를 나타내는 경우로 한정한 것은 보어로 쓰인 ‘이/가’ 등 ‘이/가’가 비-주어 성분을
나타내는 경우를 배제하였다는 뜻이다. 보어의 ‘이/가’란 ‘이다’, ‘아니다’, ‘되다’의 선행 성분뿐만
아니라, ‘X가 Y가 {맞다, 틀림없다, 나간다, 되다, 같다}’의 ‘Y가’와 같은 ‘준계사’(김광해 1995, 이
선웅 2010) 선행 성분도 포함한 것이다. 그런데 문장에 출현한 ‘이/가’ 구 중에는, 서술성 명사와
‘되-’로 이루어진 단어의 내부에 ‘이/가’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이해가 되다’, ‘논란이 되다’ 등
과 같이 주어나 보어 어느 쪽에도 소속시키기 힘든 경우도 빈번히 나타난다. 본고는 이들이 보어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없으나, 적어도 주어로 보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이를 논의 대
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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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보였는데, ‘은/는’과 ‘이/가’의 상대적인 출현 빈도 또한 사용역에 따라 차
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 (24)를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를 대상
으로 한 것과 비교해 보려 한다.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 중 형태분석 말뭉치에서
주격 ‘이/가’와 전체 ‘은/는’가 출현한 빈도는 다음과 같다.
(25) 21세기 세종계획 형태분석 말뭉치에서 ‘은/는’과 주격 ‘이/가’의 출현 횟수
현대구어
현대문어

어절수
805,652
10,130,363

문장수
227,310
(제시되지 않음)

‘은/는’
15,407
317,216

주격 ‘이/가’
19,321
350,780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는 위와 같이 현대구어와 현대문어로 사용역을 나누고 있다.
각 사용역에서 주격의 ‘이/가’와 ‘은/는’의 출현 횟수를 비교하면, 구어와 문어에서 모
두 ‘은/는’보다 주격의 ‘이/가’가 더 많이 출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
에서의 구어와 문어란 우리의 대화, TV 뉴스, 학술문이라는 사용역보다 외연이 넓은
것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하위 사용역들을 포괄하는 것이다.
반면 구체적인 하위 사용역을 나누어 살펴본 우리의 분석에서는 앞서 보았듯이 학
술문이 대화 및 TV 뉴스와 상반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문 사용역에
서 ‘은/는’ 화제가 매우 두드러지는 것이다. 또한 같은 화제 표현들이라고 할지라도
학술문에서는 기타 표현들보다 ‘은/는’ 화제가 더욱 현저하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문두 ‘은/는’, 제시어, ‘이란’, ‘이야’ 중에서 제시어와 ‘이야’는
학술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란’은 다른 사용역에 비해 학술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전체 빈도에 있어서는 ‘은/는’에 비할 바가 아니다. 즉, 학술문
에서 ‘은/는’ 화제는 다른 사용역에 비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같은 사용역 안에서
화제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과 비교하더라도 압도적인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화제와 문두 ‘은/는’의 관계를 기능과 형식의 상관관계 측면에서 살펴
보도록 한다. 해석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모든 문두의 명사구에 결합한 ‘은/는’이
화제인 것은 아니고 이른바 대조초점에 해당하는 ‘은/는’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이 절대적인 관련성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실제 사용에서는 이것이 화제
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에 주목하면 문두 ‘은/는’과 화제가 긴밀한 상관관
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표현론적 관점에서는 모든 화제가 ‘은/는’으로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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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지만 역시 ‘은/는’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긴
밀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학술문에서는 화제 표현들 중 ‘은/는’
과 ‘이란’만이 출현 가능하고 이 중에서도 ‘은/는’이 더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훨씬
높은 빈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긴밀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화제를 나타내는 문두 ‘은/는’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절들에서는
제시어, ‘이란’, ‘이야’ 등을 차례로 논의할 것이다. 그동안 화제를 ‘은/는’ 외의 다른
형식과도 연관시킨 논의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드문 편이
다. 하지만 실제로 화제는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
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존재한다. 아래에서 이러한 현상들을 면밀히 살펴보려 한
다.

4.1.2.2. 제시어
문두 ‘은/는’에 이어 살펴볼 화제 표현은 제시어이다. 제시어란 앞서 말했듯이 아무
런 표지 없이 문두에 나타나고 그 뒤에 휴지를 두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에 관여적
인 서술이 후술되는 독립어 성분으로서의 명사구 혹은 명사구 상당어이다.23) 이는
앞서 확인하였듯이 문두의 화제 ‘은/는’이 가지는 화제적 특성을 마찬가지로 지닌다.
(26) 가. 철수는 아버지가 입원하셨어.
나. 철수, 아버지가 입원하셨어.

예컨대 (26가)의 ‘은/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6나)를 발화하는 화자는 청자에게
‘철수’라는 지시체를 떠올리게 한 후 그 지시체에 대한 서술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다. 이때 (26나)의 제시어는 (26가)의 ‘은/는’ 성분과 흡사한 운율적 특성을 가진다.
그 자체에는 문장의 핵 강세가 놓이지 않고, 문장의 나머지 뒷부분에 핵 강세가 놓이
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핵 강세는 ‘아버지가’에, 혹은 ‘입원하셨어’에 놓인다.
제시어가 화제로 기능한다는 것은 새로운 주장은 아니다. 기존의 한국어 화제에 대
한 많은 논의들이 ‘은/는’에 집중되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논의 안에 제시어에 대한
언급이 포함된 경우들이 있었다. 오히려 제시어에 대해 다루면서 그것이 화제가 아니
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어의 화제가 표현되는
23) 이 정의는 뒤에서 조금 수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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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단으로 제시어라는 지위는 최소한 암묵적으로 인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시어 화제가 본격적으로 정보구조 논의에서 다루어진 것은 아닌데, 여기
에는 연구 대상 자료의 사용역적 성격이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전술하
였듯이 기존 논의에서는 사용역을 구별하지 않거나 일부 사용역에 국한되는 진술을
마치 일반적인 사실인 것처럼 확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특히 실제로 발화된
문장들을 연구하기보다는 연구자가 만든 한정된 문장을 다룬 경우들이 많다. 또한 구
어 대화나 질문-답변 쌍을 상정하여 살펴보는 경우에도 ‘은/는’에만 집중하고 제시어
는 다루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이는 한국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형식인 ‘은/는’을 설명하는 것이 우선 시급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제 이러한 ‘은/는’ 화제의 연구 결과를 다른 화제 표지들에
도 확장하여 보다 포괄적인 논의를 펼칠 때이다.
제시어는 그 형식상 어떤 유형적인 요소가 결합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연 화
제 ‘표현’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운율적인 요소인 휴
지는 형태적 요소인 조사만큼이나 언어적 기능을 발현하는 것이고, 문두 위치라는 점
에서도 그 실체가 분명히 인식된다고 할 수 있다.24)
제시어가 화제로 기능한다는 것은 어떤 사태를 인식ㆍ판단할 때 우선 어떤 대상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서술을 인식하는 두 가지 과정이 운율적으로 실현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Chafe(1994)의 ‘억양단위’와 깊은 관련을 맺는다. 이
논의에서는 하나의 억양단위가 하나의 인지적 과업에 해당한다고 본다. 하나의 문장
혹은 명제가 여러 억양단위로 나타날 경우 이는 여러 번의 인지적 과업이 반영된 것
이라고 하는데, 제시어와 같이 어떤 실체를 나타내는 성분이 문두에서 개별적인 억양
단위로 나타나고 그 뒤에 나머지 절 성분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실체를 인지하는
과정과 그것이 참여한 명제를 인지하는 과정이 분명히 분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이는 바로 정언판단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두 ‘은/는’과 제시어의 유사성은 문두 ‘은/는’ 성분 역시 제시어처럼 종종 휴지를
동반한다는 관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성철재ㆍ송윤경(1997), 송윤경(1998) 등에
서는 실험음성학적으로 문장에서 ‘이/가’와 ‘은/는’ 등의 조사가 결합한 주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은/는’ 성분이 발화 길이가 더 길고 그 뒤에서 끊어 읽어 운율 경계가

24) 김봉모(1983: 93)에서도 휴지 혹은 ‘쉼’을 하나의 형식소로 본 바 있다(임규홍 1993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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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앞서 제시어가 문두 ‘은/는’처럼 통사적ㆍ의미적으로 문장의 최상위 성분이라는 점
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27) 가. 철수가 사온 꽃을 영희가 꺾어버렸어.
가′. *철수, 사온 꽃을 영희가 꺾어버렸어.
나. 봄이 오면 꽃이 피겠지.
나′. ??봄, 오면 꽃이 피겠지.
다. 돈이 모자라서 선물을 못 샀어.
다′. *돈, 모자라서 선물을 못 샀어.
(28) 가. 그 사람, 내가 못 알아보면 어쩌죠?
나. 아오, 우리 정우 형, 피씨방 전전하던 시절 엊그제 같은데.
다. 저런 사람들, 집에까지 오는 일 없게 해달랬잖아요.

(27)은 가공한 문장이고 (28)은 대화 말뭉치에서 뽑은 예이다. (27)은 관계절이나
부사절의 성분은 전체 문장의 첫머리에 위치할지라도 제시어로 나타날 수 없음을 보
여준다. 그런데 실제 발화의 문장들인 (28)을 통해 이것이 단순히 통사적인 제약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8)의 밑줄 친 제시어들은 모두 통사적으로는 상위문
요소가 아닌 성분이지만, 그 의미가 전체 문장에 관여하면 제시어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컨대 (28가)의 ‘그 사람’은 ‘내가 못 알아보-’에서 목적어
로 기능하는데 후행절 서술어인 ‘어쩌-’에 대하여는 성분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이 제시어가 후행하는 문장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에서 제시어가 사용된 것이다.
제시어는 문장에서 통사적인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문두의 ‘은/는’
성분이 소위 이중주어문에서 주절 서술어의 어휘내항구조에 있지 않고 문장에 독립
된 역할을 하는 경우가 흔한 것과도 같은 성격이다. 아래와 같은 예들을 들 수 있다.
(29) 가. 처녀 싫어하는 사람, 뭐 누가 있어?
나. 우리 팀, 대충 진단 나와?
다. 여기 사이즈, 라지 있어요?
라. 그거, 부담 가질 거 하나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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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시어의 사용역적인 특성을 탐색해 보기로 한다. 제시어는 특히 사용역 변인
에 민감한 화제 표현인데, 기존 논의에서는 이러한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경향이 있다. 예컨대 아래와 같이 실제 대화에서 쓰일 법하지 않은 문장들이 논의 대
상이 되기도 하였다.
(30) 가. 철수, 책, 그가 그것을 읽는다. (이선웅 2005, 임홍빈 2007가)
나. 제주도, 사장은 이 부장을 그곳 지사장으로 선임했다. (김영희 1989)

(30가)는 제시어가 여러 개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인 예문인데 과연 이러한 문장이
실제로 발화되는지 의심스럽다. (30나)는 제시어가 나타나고 그것과 공지시적인 대
명사가 여러 개의 다른 성분을 사이에 두고 나타나는 것을 보인 예문인데 이러한 구
조 역시 실제 발화에서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박철우(2007)에서는 제시
어25)가 담화에서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기도 하였는데, 이는 (30)과 같이 제시
어 뒤에 그것과 공지시적인 대명사가 함께 나타나는 문장, 즉 소위 좌분리 구문을 제
시어로 다루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26)
하지만 제시어는 실제로 (30)과는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며 그 쓰임이 드물지 않
다. 또한 사용역적인 고려가 반드시 필요한 표현이다. 우리는 말뭉치 분석을 통해 제
시어가 실제로 쓰이는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전체 말뭉치에서의 출현 빈도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31) 사용역에 따른 제시어의 출현 횟수
자연대화
가공대화
TV 뉴스
학술문
총합
대화

201회

35회
166회

89회27)
0회
290회

25) 박철우(2007)의 용어로는 ‘좌분리’이다.
26) 제시어 구문과 좌분리 구문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27) TV 뉴스에 나타난 제시어의 출현 횟수에 대해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다. 제시어란 앞서 규정하였
듯이 한 문장 안에서 뒤에 휴지를 두고 문두에 나타난 성분을 말하는데, 이때 제시어로 생각되는
성분과 그 후행 부분 사이의 휴지가 문장 내적인 쉼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문장 간의 경계에 해당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우리의 TV 뉴스 말뭉치에서는 ‘서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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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시어는 학술문에서는 출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제시어
가 운율적 자질로 정의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니다. 문어에서도 쉼표를 통해 얼
마든지 제시어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김철수,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다’, ‘해양심층수로 만든 수분 크림,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와 같이 비문
이나 광고 문구 등에서는 제시어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학술문에서 제시어가 나
타나지 않는 것은 제시어를 포함한 무조사구가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제시어는 (31)에서 볼 수 있듯이 대화 사용역에서 가장 활발히 나타난다.
(32) 가. A: 나, 너무 맘에 들지 않냐?
B: 어. 저기, 오빠네 집, 굉장히 부잔가 봐. 이런 좋은 차도 사주시고.
나. 근데 브래드 피트::, // 옛날처럼 꽃미남 같은 이미지가 없어져서 안타까워.

(32가)는 가공대화에서 뽑은 것으로 연인 관계인 남성 A와 여성 B 사이에서 일어나
는 대화인데, A가 B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에게 꽃을 선물하고 나서 A와 B가 차
를 타고 이동하는 상황이다. 이때 연속된 두 문장에서 제시어가 쓰였는데 첫 번째 문
장은 ‘나’, 두 번째 문장은 ‘오빠네 집’이라는 실체를 우선 떠올리게 한 뒤에 그에 대
한 서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나)는 자연대화의 예인데, 어떤 담화주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새로 시작하는 상황에서 제시어가 쓰
였다.
제시어는 대화뿐만 아니라 흥미롭게도 아래와 같이 TV 뉴스에서도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33) 가. 우리나라와 싱가포르, 최근 몇 십년간 걸어온 길을 보면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나. 소금, 너무 짜게 먹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적게 먹어도 건강에 해롭습니다.
남의 한 아파트. 이삿짐 운반이 한창입니다.’와 같이 두 문장으로 전사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선행
부분과 후행 부분이 서로 다른 문장에 속한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가 총 168회 나타났
는데 이 중에는 억양과 운율을 엄밀히 분석하면 위의 제시어에 포함될 수 있는 것도 섞여 있을 가
능성이 있다. 정교한 운율 분석을 통해 이 두 구문을 뚜렷이 구별하는 일이 후일의 과제가 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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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이 문제가 된 여성들, 지난 8월 공개 처형 된 은하수 관현악단 단원이
란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모두 앵커의 발화라는 점이 주목된다. (33가, 다)는 개별 기사 꼭지를
시작하는 앵커의 발화에 나타난 문장이고, (33나)는 그 날의 뉴스를 미리 브리핑하
는 ‘간추린 주요뉴스’에서 나타난 것으로 역시 앵커의 발화이다.
또한 TV 뉴스에 나타나는 제시어 중에는 아래와 같이 거의 굳어져 관용구성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34) 가. 사고에 노출된 이면도로의 실태, 노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 자세한 소식, 이진석 기자 전해주시죠.
다. 첫 소식, 박지은 기자입니다.
라. 현재상황, 최희진 기자입니다.

이와 같이 휴지 혹은 억양 경계와 화제의 관련성은 한국어의 제시어에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범언어적으로도 확인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오히려 화제를 ‘은/는’과
같이 형태적으로 표시하는 언어는 한국어와 일본어 외에 많지 않고, 제시어처럼 해당
성분을 문두에 위치시키고 이를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 운율적으로 분리함으로써 표
시하는 방식이 더 널리 쓰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영어 등 인구어에 존재하는
화제화나 좌분리 구성이 우리의 제시어에 비견될 만하다. 그 외에도 기존에 논의된
Hmong어와 Dakota어에서 화제를 표현하는 방식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Hmong어는 중국 등지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Fuller(1987), Gundel(1988)
등에 의하면 첨사 ‘mas’가 형태적 화제 표지라고 한다. Fuller(1987: 120)에서 든 아
래와 같은 문장에서 밑줄 친 ‘mas’는 그 선행 성분인 ‘아편과 옥수수’를 화제로 표시
한다고 한다.
(35) Ua

tau

teb pob kws thiab teb

make able field

corn

and

yeeb

nkaus

xwb.

field opium single

only

‘(We) could grow corn and opium only.’ (우리는 옥수수와 아편만 기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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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eb

thiab pob kws

opium

and

corn

mas zoo

tas nrho.

PRT good completely

‘Opium and corn both grew well.’ (아편과 옥수수는 다 잘 자랐다.)

그런데 ‘mas’는 문장에서 쓰일 때 일반적으로 휴지를 동반한다는 특성을 가져서,
이를 화제 표지가 아닌 ‘휴지 표지’로 보는 입장도 존재한다고 한다. 이러한 ‘mas’를
휴지 표지로 보는 입장을 비판하는 Fuller(1987)은 이것의 분포가 모든 휴지의 분포
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휴지의 분포와 공기할 뿐이고, 그 중에서도 바로 화제
라 부를 수 있는 요소에 제한되기 때문에 화제 표지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
다.28)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첨사의 정확한 정체가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형태론적인 화제 표지와 휴지라는 운율적인 특성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는 측면이다.
다음으로 북미의 한 언어인 Dakota어는 Chafe(1976)에 의하면 화제가 휴지와 특
별한 운율 경계를 가지고 나타난다고 한다.
(36) 가. šúka he thaló he

yúte.

dog the meat the ate.
나. thaló he

šúka he

meat the dog

‘The dog ate the meat.’ (개는 고기를 먹었다.)

yúte.

the ate

‘The meat was eaten by the dog.’
(고기는 개가 먹었다.)

(36)은 Dakota어(Chafe 1976: 45-6)의 예로, 필자가 대응하는 한국어를 덧붙인 것
이다. 여기서 문두의 성분이 대하여성을 가지는 성분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휴
지와 운율 경계를 가진다고 한다. 즉, 화제와 운율 경계가 역시 밀접하게 관련된 현
상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는 제시어가 형태적으로 무조사구인 경우만을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그런
데 화제를 표시하는 제시어에 조사가 결합한 것도 포함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
문을 가질 수 있다. 기존의 논의들에서는 이를 제시어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
28) Fuller(1987)의 ‘화제’ 개념은 Gundel(1985: 86)를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화자가
어떤 문장 S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실체 E에 대한 청자의 지식을 증대시키거나, 청자에게 E에 대
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청자가 E와 관련한 행위를 하도록 함을 의도할 때, 이 실체 E는 문장 S의
화제이다.” 즉, 여기에서의 화제는 문장의 대하여성 성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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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김영희 1989, 이선웅 2005, 박철우 2007, 임홍빈 2007가 등)29), 조사를 가진 형
식도 절의 이분(二分)을 나타내는 휴지나 억양경계가 나타나면 화제로 해석될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시어로 볼 수 있는 유조사구로 ‘이/가’가 결합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제시어가 화제라는 주장을 가장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근거로 두 개의 억양단위
라는 구조, 즉 명제 정보에 대한 처리가 도상적으로 반영된 구조적 특성을 들었는데,
이러한 특성이 해당 성분에 ‘이/가’가 더 나타난다고 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37) 가. 철수, 아버지가 입원하셨어.
가′. 철수가, 아버지가 입원하셨어.

예컨대 (37가)의 ‘철수’가 해당 명제의 대하여성 성분이자 정언판단의 대상이라고 할
때, 이에 대당하는 (37가′)의 ‘철수가’가 그러한 기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기는 힘들
다. 모두 ‘철수’라는 실체를 인식하거나 그 실체에 집중하는 과정이 우선 일어나고 그
에 대해 무엇인가가 서술되는 과정이 뒤따르는 정언적 이중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때의 ‘이/가’ 성분은 앞서 본 ‘은/는’ 성분이나 무조사 제시어와 마찬가지로
비-초점의 운율 자질을 가진 것에 한정된다.
(38) 가. Q: 이 스커트 웬 거야? - A: 이 스커트가, 내가 이탈리아에서 산 거야.
나. Q: 이탈리아에서 산 게 뭐야? - A: 이 스커트가 내가 이탈리아에서 산 거야.

예를 들면 (38가)에서 대답 문장의 화자는 질문에 나타난 요소를 반복하여 대답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스커트가’는 화제로 기능하는 유조사 제시어라고 볼 수 있다.
‘이 스커트가’와 문장의 나머지 부분 사이에 휴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문두 성분
에는 문장의 핵강세가 놓이지 않고 그 뒷부분에 놓인다. 이 문장은 ‘이/가’ 대신 ‘은/
는’을 쓰더라도 큰 의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38나)의 대답 문장은 운율
을 제외하고는 (38가)와 동일한 것이지만 ‘이 스커트가’가 초점으로 쓰인 경우이다.
이때에는 ‘이 스커트가’에 문장의 핵 강세가 놓인다.30)
29) Park, Y.-B.(1985)에서는 ‘그 애는/가, 나는 그가 싫어.’와 같은 현상을 다룬 적이 있으나 본격적
인 논의라고 보기는 힘들고, 이러한 성분을 Dik(1978, 1980) 개념의 테마로 다룬 것이지 화제를
나타내는 제시어로 다룬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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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제시어 화제는 화제 중에서도 주절에서 문법관계가 주어인 경우로만 한정
된다는 점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31) (39나)와 같이 목적어가 ‘이/가’ 제시어로 나타
날 수는 없다.
(39) 가. 철수, 어제 화장실에서 쓰러졌대.
가′. 철수가, 어제 화장실에서 쓰러졌대.
나. 철수, 영희가 흠씬 두들겨 팼대.
나′. *철수가, 영희가 흠씬 두들겨 팼대.

문두에 놓이고 뒤에 휴지를 가진 ‘이/가’ 성분이 화제를 표시한다는 것은 아래와
같이 이것이 초점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에서도 간접적으로 뒷받침된다.
(40) 가. 누가 철수를 만났어? - #영희가, 철수를 만났어.
나. 누가 철수를 만났어? - 영희가 철수를 만났어.

(40가)에서 볼 수 있듯이 문두 제시어 ‘이/가’ 성분은 설명의문문이 나타내는 열린
명제의 변항에 해당하는 초점으로 쓰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때 다시 한번 주의할
것은 (40가)의 대답의 운율적 특성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희가’에 핵 강세가 놓이
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40나)와 같이 핵 강세를 가지는 ‘영희가’는 초점인
경우로, 현재 논의하는 대상과 다른 것이다.
그렇다면 ‘이/가’ 외의 다른 조사나 보조사가 결합한 성분도 제시어로 볼 수 있는
지 하는 질문도 제기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구조격 조사인 ‘을/를’, 그리고 의미격 조사들인 ‘한테, 에서, 으로, 와/과’ 등은 문두
에 나타나고 뒤에 휴지를 동반한다고 하더라도 정언문의 첫 번째 인지적 과정을 표
현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41) 가. 철수, 아버지가 흠씬 두드려 팼어.
가′. 철수를, 아버지가 흠씬 두드려 팼어.
30) (38가)에서 ‘이 스커트가’와 그 뒷부분 사이에 ‘뭐냐면’과 같은 표현이 생략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관련된 현상을 4.3.2.3.2에서 ‘이/가’ 분열문을 살펴보면서 다룰 것이다.
31) 그런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구어에서 발화 실수로 취급되는 ‘미숙한(premature) 주어’로서의
‘이/가’도 존재하는데, 이때의 ‘이/가’ 제시어 화제는 주어에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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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철수, 영희가 초콜릿을 줬어.
나′. 철수한테, 영희가 초콜릿을 줬어.
다. 베를린, 이번에 국제 영화제 열린대.
다′. 베를린에서, 이번에 국제 영화제 열린대.
라. 그 밀가루, 빵 만들 거야.
라′. 그 밀가루로, 빵 만들 거야.

위의 각 문장 쌍에서 무조사 제시어가 쓰인 (41가, 나, 다, 라)는 해당 성분이 문장
전체에서 어떠한 통사적 역할을 하는지가 표시되지 않고 순수히 정언판단의 대상으
로서의 화제 의미만을 나타낸다. 하지만 조사결합형이 쓰인 (41가′, 나′, 다′, 라′)는
그것이 해당 문장에서 목적어나 여격어 등 특정 성분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 표
현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리키는 실체를 인지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것의 통사적 역할
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41)은 격조사가 결합한 성분과의 비교를 보인 것인데 보조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보조사는 문장에서 특정한 의미적 기여를 하기 때문에 위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결합
한 성분이 제시어로 간주되기 힘들다. 특히 ‘도, 만’과 같이 자매항의 존재를 함축적
으로 전달하는 보조사의 경우에는 해당 성분을 변항으로 바꾼 열린 명제가 화용론적
으로 전제된다는 점에서 그것이 문장에서 새로운 정보에 직접 기여하는 ‘초점’으로
쓰일 가능성을 가지고, 따라서 화제를 나타내는 제시어로 기능하기 힘들다.
(42) 가. 철수도, 아버지가 입원하셨어.
나. 철수만, 아버지가 흠씬 두드려 팼어.
다. ‘x가 아버지가 입원하였다.’
라. ‘x를 아버지가 흠씬 두드려 팼다.’

예컨대 (42가, 나)는 각각 (42다, 라)와 같은 열린 명제를 화용론적으로 전제하는
데,32) 이 전제 명제가 상대적 정보구조에서 비-초점에 해당하고 ‘철수’가 초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 즉, (42가, 나)의 ‘철수도’, ‘철수만’이 화제라고 할 수 없다.33)
32) 화용론적 전제라는 것은 3.2절에서 논의하였듯이 그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의미론
적 전제가 아니라, 해당 명제가 화청자의 담화 모델에서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33) 물론 ‘도’, ‘만’ 성분이 항상 초점인 것은 아니다. (42다, 라)와 같이 환기되는 열린 명제가 청자구의 지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는 절대적 정보지위이고, 초점은 상대적 정보지위로서 구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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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조사 결합 성분 중에서는 ‘이/가’가 결합한 것만을 유조사 제시어 화제로
인정하는 것인데, 왜 유독 ‘이/가’만 그러한 특별한 지위를 가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가’ 외의 격조사들이 화제를 표현한다고 보기 힘든 것은 해당 조사를 통해
그 성분의 통사적 역할이 표시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는 주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따른다. 위의 (37가′)와 같은 문장에서 ‘철수가’에는
‘철수’가 전체 문장에서 주어라는 점이 표시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를 정언판단의 대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는 화용론적으로 주어가 다른 문장 성분과 가지는 특정한 차이에서 연유한다. 바
로 문법적 범주인 주어와 화용론적 범주인 화제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논의에서도 널리 인정되는 것으로, 예컨대 Chafe(1976)에서는 문
장의 대하여성을 가진 성분은 다름 아닌 주어라고 하였고34), Reinhart(1981)에서는
주어가 무표적 화제라고 하였다. Li & Thompson(1976)에서도 통시적ㆍ공시적으로
주어와 화제는 서로 관련이 있으며, 주어는 본질적으로 문법화된 화제라고 한다. 문
법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화용론적인 필요에 의해 발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법
적 요소와 화용론적 요소가 이러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또한
주어가 기본 어순에서 가장 앞에 놓이는 문두 성분이라는 점도 화제와 주어의 연관
관계를 깊게 하는 한 요인이다.
또한 ‘이/가’ 제시어는 통사ㆍ의미적으로 최상위 요소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이를
제시어 화제에 포함시키는 관점을 지지해 준다. 문제의 ‘이/가’ 성분은 다른 화제 표
현들처럼 전체 문장에 의미적 영향을 미치고 문장 접속 부사와의 어순이나 복합문에
서의 제약의 측면에서 다른 화제 표현들과 흡사한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예컨대 아
래 (43가)는 자연대화의 예로 ‘이/가’ 제시어 뒤에 문장 접속 부사가 나타난 문장이
고, 가공으로 상정한 문장인 (43나)는 ‘이/가’ 제시어가 가지는 복합문에서의 특성을
보인 것이다.
(43) 가. 이게 글구:: 문자 보내는 거 되게 복잡하댔잖아,
나. 철수가, 학교에 갔지만 공부를 안 했어.

이러한 ‘이/가’ 제시어는 Chafe(1976)의 ‘미숙한 주어(premature subject)’에 해당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4.2절, 5.2.3절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34) 주어가 대조 초점인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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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미숙한 주어’란 일종의 발화 실수라고 할 수도 있는 것
으로, 문장 서술어의 격틀을 정하기 전에 선택된 주어를 일컫는다. 어떤 것을 주어로
설정하여 발화하려다가 도중에 계획을 변경하여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다른 격틀로
발화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중간에 변경된 구조를 가진 문장의 문두 주어를
Chafe(1976)에서는 화제성과 연관시켰다. 우리의 말뭉치에서 아래와 같은 예들이 이
에 해당한다.
(44) 가. 그래 가지구 시장을 많이 가게 됐는데, 그래도 뭐~ 거기는 슈퍼마켓이 하나
있는데 꽤 크긴 크다, [그래서 거기가 그나마 마음에 위안을 삼고 있는데,]
가′. 그래서 거기로 그나마 마음에 위안을 삼고 있는데,
나. 언 언니 인제~ [그때 제가 제 생일날 언니가 케잌 사 왔잖아요.] // 저는 예상
두 못했는데 언니가 그때 사 와 가지구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나′. 그때 제 생일날 언니가 케잌 사 왔잖아요.
다. 언니 생일이 이제 그날 언니가 안 와서,
다.′ 언니 생일에 언니가 안 와서,
라. 아이 나는, 딴 친 딴 사람은 생각 안 해. // [내가 일단 뭐~ 나한테 이런 게
필요할 거다 라구] 라′. 일단 뭐 나한테 이런 게 필요할 거다라고 …
(45) 가. 그 관세 인하의 효과가 소비자가 가져야지 될 것을, 그 몫을 오히려 수입상이
나 유통업체가 가져간 것으로 ….
나. 국가적으로 좀 안됐네요. 더군다나 대통령의 얼굴이, 같이 이렇게 모시고 나가
가지고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가슴이 아픕니다.

(44)는 자연대화, (45)는 TV 뉴스에서 나타난 문장이다. (44가~라)는 모두 밑줄 친
‘이/가’ 성분을 전체 문장에서 문법적인 주어라고 볼 수 없다. 화자가 애초에는 그 성
분을 주어로 하는 문장을 발화하려다가 다른 격틀로 고쳐 발화한 경우이다. 이를 정
상적이고 문법적인 문장으로 고친 (44가′~라′)와 비교할 수 있다. (45)는 모두 앵커
나 기자의 발화가 아니라 인터뷰라는 점이 주목된다. 즉, 미숙한 주어는 주로 비계획
적인 발화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미숙한’ 성분은 ‘이/가’ 외의 다른 조
사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 역시 ‘이/가’가 문장의 원초적인 대하여성과 깊은 관
련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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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가 가지는 이러한 성격은 다음과 같이 대화에서 나타나는 조금 특수한 ‘그
게’의 쓰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연대화와 가공대화의 예를 하나씩 제시하도록
한다.
(46) 가. A: 근데, 뭐지, 근데 유경이는 쫌, 더 우울할 거 같애, // 같이 맨날 붙어 다니
다가 없으면:: 씨씨니까 좀 그렇잖아 원래. 가볍게 만나던 사이여야 말이지.
B: 은근히,
A: 은근히 뭐?
B: 아니, 그게, 몰랐는데, // 기훈 오빠가 유경이를 진짜 좋아하나 봐.
나. A: 저, 우리, 어디서 뵌 적이 있던가요?
B: 그게, 그, 제가 일하는 커피숍에 자주 오시잖아요.

(46가, 나)에 나타난 밑줄 친 ‘그게’는 서술어의 논항이나 부가어 같은 통사적 역할
을 담당하는 성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담화 표지 같은 성격을 띤다. 앞선 담화의 특
정 요소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담화와 현재의 발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용법의 ‘그게’는 휴지나 억양경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위에
서 제시한 예에서도 모두 ‘그게’ 뒤에 쉼표가 놓여있다.36)
35) ‘미숙한 주어’는 구어의 비계획성 혹은 실시간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기갑(2014)
에서 논의된 ‘고쳐 말하기(repair)’와 비교될 만하다. 이 논의에서는 의사소통의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일단 표현된 발화를 다시 바꿔 말하는 말하기의 방식을 ‘고쳐 말하기’라고 하고(Schegloff et
al. 1977) 그 기능에 따른 유형을 여러 가지 제시하였는데, 그 중 ‘문장 틀 바꾸기’가 ‘미숙한 주
어’ 현상과 가장 밀접히 관련된다. 문장 틀 바꾸기란 말 그대로 화자가 처음에 말하고자 한 문장
구조를 바꾸는 경우로, ‘전에는 여기 녹차를 녹차가 없어요.’(12쪽)와 같은 현상을 말한다. 그런데
본고의 ‘미숙한 주어’는 (44나, 라)와 같이 문장 틀 바꾸기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44가, 다)
와 같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미숙한 주어’를 발화한 후 그것을 후에 바뀐 문장 틀에 맞추어
다른 형식으로 발화하는 경우에는 문장 틀 바꾸기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고 ‘미숙한 주어’를 그
대로 두는 경우에는 문장 틀 바꾸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36) 이러한 ‘그게’의 용법은 이것이 일반적인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와 구분되지만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i) A: 근데 나 없이 했어. 생일파티는
B: 그게 말이 돼?
(ii) A: 나 논술 첨삭도 해야 돼 그 아르바이트.
B: 어 진짜? // 그것두 계속해?
A: 응 안 짤렸어 계속 하는 거야 그거,
B: 너 짤렸다메?
A: 그게 첨삭지가 약간 너무 늦게 나오는 거였어 그게,
(i)의 ‘그게’는 담화 표지가 아닌 일반적인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로, 앞의 A가 한 말을 가리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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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담화적 용법은 ‘그게’ 형식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그것’에 다른 조사가
결합된 형식, 예컨대 ‘그걸(그것을)’ 등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위의 (46가)에서 ‘그
게, 몰랐는데’의 ‘그거’를 ‘모르다’의 목적어로 이해할 수도 있으므로 ‘그걸’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쓰임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비록 위와 같이 제한된 환경이지만 ‘이/가’를 화제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본
고의 입장은 ‘이/가’를 초점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보다 일반적인 입장과 대치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가’와 초점의 관계에 대해서는 4.2.2.1절에서 자세히 살
펴볼 것인데, 여기에서는 우선 ‘이/가’가 화제를 나타낸다는 기존의 주장을 비판하고
‘이/가’와 초점 간의 관련성을 더욱 강조한 전영철(2009)을 검토하려 한다.
이 논의에서는 문장에서 언뜻 초점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성분이 ‘이/가’로 나타나
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서술어의 의미 특성을 통해 설명하려 한다.
(47) 가. 저 사람은 누구야? - 저 사람이 이번 대회 우승자야.
나. 지금 철수가 뭐 해? - 지금 철수가 운동해요.

(47가, 나)는 모두 질문에 이미 주어진 실체가 대답에 반복되어 있는데 이것이 ‘은/
는’이 아닌 ‘이/가’로 나타나 있다. 일반적인 초점 판별법에 따르면 설명의문문의 의
문사에 대응하는 대답 요소가 초점이 되므로 (47가)에서는 ‘이번 대회 우승자’가,
(47나)에서는 ‘운동해요’가 초점으로 판별된다. 여기에 화제와 초점이 상보적 관계라
는 관점을 취한다면 (47가)에서는 ‘저 사람이’가, (47나)에서는 ‘(지금) 철수가’가 화
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모두 ‘이/가’ 성분이 화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된다.
하지만 전영철(2009)에서는 ‘은/는’이 화제, ‘이/가’는 초점에 대응된다는 입장을
취하여, 위의 ‘이/가’ 성분들이 겉으로는 화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초점으로 해석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우선 (47가)와 같이 서술어가 개체층위 술어인 경우에는
이 서술어에 해당하는 ‘이번 대회 우승자(이다)’가 담화에서 주제이거나 공통의 주요
관심사라고 본다. 예컨대 대화참여자들이 ‘이번 대회 우승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
던 중간에 어떤 사람이 저쪽에서 지나가는 상황에서 쓰이는 문장이라는 것이다. 즉,
이때에는 ‘이번 대회 우승자’가 화제이고 ‘저 사람이’가 초점이 된다. 다음으로 (47
다. 그런데 (ii)의 ‘그게’는 주어와 담화 표지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이때 ‘그게’는 ‘논
술 첨삭 아르바이트가 잘린 상황’을 가키는데, 이것은 선행 담화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혹은 담화 표지
로도 이해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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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같이 장면층위 술어가 쓰인 경우에는 전체 문장을 하나의 새로운 정보로 전달
하는 전체 초점 문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기본적으로 ‘이/가’와 ‘은/는’을 정보구조적으로 상반되는 기능을 지
닌 것으로 보는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7나)에서 ‘철수가’를 화제로 보
면 이는 ‘이/가’가 일반적으로 초점을 나타낸다는 일반화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본고도 ‘이/가’와 ‘은/는’이 정보구조적으로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조사이고 뚜렷이
구별되는 쓰임을 가진다는 기본적인 전제에는 동의하는 바이다. 그런데 그 의미나 기
능의 차이가 반드시 화제와 초점이라는 정보구조적 범주의 차이에 일대일 대응이 되
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즉, (47나)에서 ‘철수는’과 ‘철수가’의 의미 차이
가 반드시 화제와 초점의 차이로 설명되어야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사실 전영철
(2009)도 (47나)의 정보구조에 대해 확실히 단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시어와
같이 일부의 제한된 환경에서 ‘이/가’가 화제로 기능한다는 본고의 주장과 완전히 배
치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이/가’ 성분은 다른 조사 결합 성분과 달리, 무조사 제시어의 운율적ㆍ통
사적 자질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에는 화제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이/가’
가 주어라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해당 성분을 ‘제시’하고
‘확립’하는 근원적인 화제적 기능을 가진다는 것과 관련된다.37)
다음으로 ‘이/가’ 제시어의 사용역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의 자료에서는
대화에서 적지 않은 예가 나타난다.
(48) 가. 제가요, 어떻게든 나가야 되거든요.
나. 아 그래서 그:: 그 옷이::, 심지어 니 팔에도 약간 길게 그렇게 나왔잖아?
다. 어차피 해원이, 우리 조카 이름이거든? // 해원이가, 출발하자고 하면은, 정시
에 출발하는 얘가 아니거든. 밍기적:: 대다가 막.

(48가)는 취업 면접에서 구직자인 주인공이 하는 말인데, 보조사 ‘요’의 결합으로 밑
줄 친 ‘제가’ 성분과 후행하는 나머지 문장 부분의 분리가 더욱 명확하다. (48나)는
어떤 대화참여자의 옷을 입는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특정한 옷에 대해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역시 밑줄 친 ‘그 옷이’는 화제라고 할 수 있다. (48다)의 ‘해원
37) 분열문 혹은 계사문에 한정한 것이긴 하지만 최윤지(2008), Choi, Y.(2011)에서 이를 계속 주장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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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가’ 제시어 화제는 여러 사용역 중 대화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용역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은 이필영(1982)의 설명에서도 간취된다.
(49) 가. 울릉도가 항상 눈이 많이 내린다.
나. 울릉도가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어.

이필영(1982)에서는 (49가)는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 대한 선행 문맥이 있는 경
우만 쓰이고 이때의 ‘울릉도가’는 초점이고, (49나)는 현재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
지역을 공간적으로 제한하는 의미이므로 이때의 ‘울릉도가’는 주제라고 한다. 여기에
서의 ‘주제’는 우리의 화제 개념과 상이한 것이기는 하지만, (49가)는 문어체이고 후
자는 구어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즉, 이는 구어 대화에서 ‘이/가’ 성분이 화제 역
할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본고의 주장을 직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예로 볼 수
있다.
단, 우리는 (49나)에서 ‘울릉도가’ 뒤에 휴지가 놓여 뒷부분과 억양경계를 가진 경
우에만 화제로 판별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어에 대해 무조사 성분뿐만 아니라 ‘이/가’와 같은 조사 결합형도 인정하
였다면, 반대로 제시어와 다른 것은 모두 같지만 문장의 나머지 부분과의 사이에 억
양경계나 휴지를 가지지 않는 (49나)와 같은 성분도 제시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아래 (50가, 나)의 제시어 ‘철수’, ‘그 시계’가 화제를
나타내는 형식이라면, (50가′), (50나′)와 같이 그 뒤에 휴지나 억양경계는 없는 성
분은 어떠한가 하는 문제이다.
(50) 가. 철수, 이번에 또 떨어졌대.
가′. 철수 이번에 또 떨어졌대.
나. 그 시계, 철수가 망가뜨렸대.
나′. 그 시계 철수가 망가뜨렸대.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화제를 표시하는 형식으로서 제시어가 가지는 가장 중
요한 특성은 뒤에 휴지를 가짐으로써 명제를 이분한다는 점이다. (50가′)과 같은 문
장이 ‘철수’에 대한 것이고 ‘철수’를 인식하는 과정이 한 차례 일어나고 그 후에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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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서술이 일어난다고 볼 가능성을 전면 부인할 수는 없지만, 계속 강조하였듯이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화자의 의도가 언어 형식에 분명히 반영되어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50가′, 나′)와 같이 무조사 문두 성분이기는 하지만 휴
지나 억양경계를 가지지 않은 것은 화제 표현으로 보기 힘들다고 결론 내릴 수 있
다.38)39)
제시어의 형식적 특성으로 또한 살펴볼 것은, 제시어가 문두에 나타났는데 그 뒷부
분에 제시어와 공지시적인 조응 표현이 함께 나타난 ‘좌분리’ 문장과의 관계이다.
(51) 가. 철수, 걔는 이번에 또 떨어졌대.
나. 그 시계, 철수가 그거 망가뜨렸대.

(51가)에서는 제시어 ‘철수’에 공지시적인 대명사 ‘걔’가 나타나 있고, (51나)에서는
제시어 ‘그 시계’에 공지시적인 대명사 ‘그거’가 나타나 있다. 이러한 문장들을 제시
어 문장과 구별하여 영어의 ‘좌분리’ 문장에 대응시키는 입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제시어와 ‘좌분리’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 이러
한 공지시 대명사의 유무에 따라 어떤 중요한 의미ㆍ기능적 차이가 간취되지 않고,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좌분리’는 실제 발화에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40)

38) 기존 논의 중에 무조사구를 화제와 관련시킨 논의로 Oh, C.(2007)이 있다. 여기에서는 문두 위
치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무조사구(여기서는 맨명사구)를 화제 구성에 포함시켰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 논의는 주어에 한하여 그 정보구조를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주어가 무조사로 나타난
모든 경우를 화제로 보았다. 그런데 이 논의의 화제 개념은 절대적 정보지위의 하나인 활성화에
가까운 것으로, 우리의 화제 개념과는 많이 다르다.
39) 모든 무조사구를 ‘주제’로 본 임홍빈(2007가)에서는 무조사구가 ‘은/는’ 구와 마찬가지로 ‘언급대
상성’(우리의 ‘대하여성’)을 가진다고 하면서, 모든 무조사구가 제시어이며 주제를 나타낸다고 하
였다. 즉, 이 논의는 위의 (50가′, 나′)과 같은 성분도 화제 표현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
나 여기에서도 문두에 위치하면서 뒤에 ‘긴 휴지’를 가진 제시어를 ‘강한 제시어’라고 하여, 이것이
그러한 휴지를 가지지 않은 ‘약한 제시어’보다 더 강한 제시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즉, 이 ‘강한 제
시성’이 형식에 직접 반영되는 기능으로서의 ‘화제’ 개념과 직결되는 것으로, 문두의 무조사구 중
에서도 휴지가 있는 것만을 화제로 인정하는 우리의 입장과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40) 김영희(1989), 이선웅(2005) 등 기존 논의에서도 이러한 공지시 대명사의 출현 여부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제시어로 포괄하여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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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지시 대명사를 가진 무조사 제시어 문장(‘좌분리’)의 출현 횟수
대화
전체 무조사 제시어 문장
공지시 대명사를 가진
무조사 제시어 문장

TV 뉴스

자연대화
35회 (100%)

가공대화
166회 (100%)

89회 (100%)

6회 (17.1%)

18회 (10.8%)

4회 (4.5%)

마지막으로, 제시어라는 형식과 화제라는 의미ㆍ기능이 가지는 상관관계를 생각해
볼 차례이다. 우선 해석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운율과 통사ㆍ의미적 자질의
통합체로서의 제시어라는 형식에 화제라는 기능이 항상 수반되는 것인지 알아보아야
한다. 우리의 말뭉치에서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표현론적 관
점에서는 화제를 나타낼 때 제시어가 쓰이는 높은 경향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그 상관성이 약하다고 하겠다.

4.1.2.3. ‘이란’
다음으로 살펴볼 화제 표현은 조사 ‘이란’이다. ‘이란’은 앞서 본 ‘은/는’이나 제시어
화제보다 더 특수한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한정된 쓰임을 가지는 화제 표현이다.
‘이란’은 대부분의 사전에 ‘화제를 표시하는 조사’로 기술되어 있으나, 화제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임규홍(1993)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최현배(1946), 신창순(1975), 성광수(1979), 홍사만(1983), 김승곤(1989), 채완
(1993) 등 기존의 보조사 논의에서 ‘이란’은 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화제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인용문에서 문법화된 형태들에 대하여 살펴본
이금희(2005)에서 ‘이란’을 다룬 바 있다. 이금희(2005: 264-6)에서는 ‘이란’이 ‘다
른 것이 아닌 바로 이것은’이라는 강조의 의미를 갖는 보조사이며, 대부분 선행되는
명사를 정의할 때 쓰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란’에 ‘다른 것이 아닌’이라는 대조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의심스럽고, 의미를 ‘강조’로 기술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또한 ‘이란’이 구체적인 명사에는 결합하지 못하고 추상적인 명사에만 결합한다고 하
였는데,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란’과의 결합가능성에는 명사의 내재적인 어휘적 의
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적 요인이 관여한다.
‘이란’이 정언판단의 대상으로서의 화제를 표현한다는 점은 4.1.1절에서 이미 확인
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문장을 통해 이를 다시 환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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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가. 사랑이란 우연에 의지하지 않는 유일한 행복이다.
나. 사랑이란 유리 같은 것(이다).

(53)의 문장들은 모두 ‘사랑’이라는 실체를 제시한 후 그것에 대하여 서술하는 정언
판단을 나타낸다.
이제 ‘이란’의 정보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란’의 의미적ㆍ문법적 속성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우선 ‘이란’은 화제인 대상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해 규정
하거나 설명할 때 쓰인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54) 가. 결혼이란 합법적 절차에 의해 부부가 되는 것이다.
나. 결혼이란 개인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 ??결혼이란 별로 하고 싶지 않다.

(54가)는 ‘결혼’을 정의하는 문장이고 (54나)는 정의는 아니지만 ‘결혼’의 속성에 대
하여 설명하는 문장이다. 이러한 맥락이 아닌 경우에는 (54다)와 같이 문장이 어색
해진다.
‘이란’은 계사문에 많이 쓰이지만 계사가 아닌 형용사나 동사가 서술어로 쓰인 문
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55) 가. 결혼이란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다.
나. 결혼이란 인생이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을 {의미한다, 가리킨다, ……}.
다. 결혼이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한다.
라. 결혼이란 서로 욕심을 없애야 한다.

(55가)는 계사문, (55나~라)는 비-계사문의 예이다. (55나)는 형식적으로는 계사문
이 아니지만 의미적으로는 계사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즉, ‘A이란 B를 V’ 구문
이 ‘A=B’의 의미에 대당하는 경우이다. (55다, 라)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문장이라
고 생각되는데 각각 ‘결혼이란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것이다’, ‘결혼이란
서로 욕심을 없애야 하는 것이다’와 같이 계사문 형식으로 바꾸면 더 자연스럽게 느
껴진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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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명사구에만 결합한다는 제약도 가진다. ‘은/는’이 부사구 및 부사절, 동사
나 형용사의 활용형 등에도 활발하게 결합하는 것과 대조되는 특성이다. 이는 ‘이란’
이 의미적으로 실체에 대해서만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명사와 부사격 조사의 결합형에도 쓰일 수 있으나, 이때는 해당 구가 상
위언어적인 용법으로 쓰인 경우이다.
(56) 가. {수도권에서는, *수도권에서란} 지하철망이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다.
나. ‘수도권에서’란 ‘서울 및 인근 경기 지방에서’라는 뜻이다.

(56가)에서 ‘N에서는’이 쓰이는 자리에 ‘N에서란’은 쓰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56나)와 같이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N에서’가 언어 표현 자체를
가리키는 경우이다.
‘이란’은 항상 문두에 나타나는 특성을 지닌다. 앞서 우리는 정언판단의 대상으로서
의 화제를 인지적 과정이 언어 표현에 반영되는 도상성을 전제로 하여 문두의 성분
으로 한정하였는데, ‘이란’은 항상 문두에 나타나므로 모든 ‘이란’이 화제의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은/는’은 문두뿐만 아니라 문중에서도 출현하여 모든
‘은/는’이 화제는 아니라고 한 것과 대조되는 특성이다.
(57) 가. 여자란 질투의 본성을 가진다.
가′. *질투의 본성을 여자란 가진다.
나. 넓은 뜻의 가족법이란 친족법과 상속법을 통칭한다.42)
나′. *친족법과 상속법을 넓은 뜻의 가족법이란 통칭한다.

(57가, 나)의 문장에서 문두의 ‘이란’ 성분을 (57가′, 나′)과 같이 목적어 뒤로 위치
시키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란’은 관계절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데 이 역시 화제로서의 쓰임과 관련된 것으
로 보인다.
(58) 가. 여자란 질투의 본성을 가진다.
41) 혹자에게는 (55다, 라)와 같은 문장이 비문으로 판정될 여지도 있다.
42) 이는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이란’에 대한 설명에서 등장하는 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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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자란 가지는 질투의 본성
다. ?여자는 가지는 질투의 본성
(59) 가. 넓은 뜻의 가족법이란 친족법과 상속법을 통칭한다.
나. *넓은 뜻의 가족법이란 통칭하는 친족법과 상속법
다. ?넓은 뜻의 가족법은 통칭하는 친족법과 상속법

(58가, 59가)와 같이 독립된 문장에서는 가능한 ‘이란’이 (58나), (59나)에서 보듯
관계절 내의 성분으로는 나타날 수 없다. 이는 문장의 상대적 정보구조가 어떤 독립
적인 정보 전달 기능을 가지는 근문에만 적용된다는 것과 관련된다. 앞서 살펴본 문
두 ‘은/는’이나 제시어 역시 관계절에 나타나기 힘들다. (58다), (59다)와 같이 ‘이란’
을 ‘은/는’으로 대체하면 가까스로 성립하기는 하지만 이때 ‘은/는’은 화제가 아닌 소
위 대조의 ‘은/는’이다.
‘이란’은 명사구에만 결합한다는 제약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때에도 의미적 해석에
제약을 가져서, ‘이란’이 붙는 명사구는 지시적 해석을 가질 수 없고 속성적 해석만을
가진다. 이는 ‘은/는’이 두 가지 해석을 모두 가질 수 있는 것과 대조된다. 아래와 같
이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구와 결합하는 경우 이러한 특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60) 가. 대통령이란 누구인가.
[속성적 해석]
*
- 대통령이란 { 박근혜이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사람이다.}
가′. 대통령이란 무엇인가.
[속성적 해석]
*
- 대통령이란 { 박근혜이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사람이다.}
나. 대통령은 누구인가.

[지시적, 속성적 해석]

- 대통령은 {박근혜이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사람이다.}
나′. 대통령은 무엇인가.
[속성적 해석]
- 대통령은 {*박근혜이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사람이다.}

(60)과 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구에 대하여 ‘누구’나 ‘무엇’ 중 어느 것으로도 물
을 수도 있는데 전자는 지시적ㆍ속성적 해석을 모두 가질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속성
적 해석만을 가진다. 그런데 이때 질문의 대상이 되는 명사구에 ‘이란’이 결합하면
‘누구’로 물을 때에도 ‘무엇’으로 물을 때와 마찬가지로 속성적 해석을 가지는 문장으
로 대답해야만 한다. (60나)와 달리 (60가)에서는 ‘박근혜이다’로 대답할 수 없다.

- 192 -

더 나아가 ‘이란’은 (60가)처럼 ‘누구’로 묻는 것이 어색하고 (60가′)처럼 ‘무엇’, 혹
은 ‘어떤 사람’ 등으로 묻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는 직관도 있다.
이러한 의미적 제약 때문에 ‘이란’은 결합하는 명사구의 종류에도 제약을 가진다.
특히 고유명사나 대용표현과 자유롭게 결합하기 힘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61) 가. *베토벤이란 17세기 독일의 작곡가이다.
가′. 베토벤은 17세기 독일의 작곡가이다.
나. 나에게 베토벤이란 음악뿐만 아니라 인생에서의 귀감이다.
다. 우리나라에서 삼성이란 단순한 대기업이 아니다.
(62) 가. *{그것/그 음식}이란 못 먹는 것이다.
가′. {그것/그 음식}은 못 먹는 것이다.
나. 그런 음식이란 못 먹는 것이다.

우선 (61)은 ‘이란’이 고유명사와 잘 결합할 수 없다는 점을 보인 것이다. (61가)
에서 ‘베토벤’이라는 고유명사에 ‘이란’이 쓰일 수 없다. 그런데 (61나, 다)처럼 같은
고유명사라도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의미를 의도할 때에는 ‘이
란’의 결합이 가능하다. 이때는 일반적으로 ‘나에게’,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그 평가
나 의미가 적용되는 배경이나 영역이 드러난다.
(62)는 ‘이란’이 대용표현과 잘 결합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인 것이다. (62가)와 같
이 ‘그것’, ‘그 N’ 형식의 명사구는 ‘이란’과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모든 대용
표현과 결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62나)와 같이 ‘그런 X’에는 결합할 수 있다.
이는 지시관형사 혹은 지시용언의 관형사형 ‘그런’ 혹은 ‘그러한’이 속성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이란’은 속성을 나타내는 명사구와 결합할 뿐만 아니라, 전체 문장이 총칭성을 가
지는 진술을 표현한다는 특성을 가진다. 어떤 실체가 나타내는 개념의 정의를 내리거
나 그 본질적 속성을 서술한다는 점에서 총칭문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이란’은 결합하는 서술어에도 제약을 가져서, 장면층위 서술어와는 결합하지 않고
개체층위 서술어와만 결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서술어 자체는
어휘적으로 장면층위 서술어일지라도, 아래와 같이 문장 전체가 항구적인 속성을 표
현하는 경우에는 ‘이란’이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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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가. 지식인들이란 항상 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어쥐고 욕심을 부리려 들잖아요.
나. 사람이란 다 나이가 있고 때가 있는 법이다.
다. 대저 백성들이란 그 가진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풍속으로 안다.
라. 병원의 의사들이란 으레 별로 중한 병도 아닌 것을 크게 키워서 낫게 해주고
는 턱없는 돈을 울궈내곤 한다.
마. 원래 사람이란 제 얼굴값은 하고 사는 법이다.43)

(63가~라)에서는 각각 ‘항상’, ‘다’, ‘대저’, ‘으레’와 같이 항구적 속성을 나타내는 부
사가 쓰였고 (63나, 마)와 (63라)에서는 ‘-는 법이다’, ‘-곤 하다’와 같이 항구적 속
성이나 습관을 나타내는 보조용언구성이 쓰였다.
이러한 의미적인 특성들에서 ‘이란’은 화제 ‘은/는’과 차이를 가지는데, ‘은/는’이 더
일반적인 의미의 화제를 나타내고 ‘이란’은 그 중 특수한 용법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다. 발화에 나타난 화제 ‘은/는’을 ‘이란’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가능한 환경은 매우
소수이지만, 반대로 ‘이란’을 ‘은/는’으로 바꾸어 쓰는 것은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보
인다.
이제 말뭉치에서 발견되는 ‘이란’의 사용역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각 사용역에
따른 출현 횟수는 아래와 같다.
(64) 사용역에 따른 ‘이란’의 출현 횟수
자연대화
가공대화
TV 뉴스
학술문
총합
대화

4회

0회
4회

5회
22회
31회

위의 표에서 보듯이 ‘이란’은 ‘은/는’이나 제시어에 비해 출현 횟수가 현저히 적고 특
히 대화나 TV 뉴스에서는 거의 잘 쓰이지 않는다. 이는 ‘이란’이 가지는 특수한 의미
적 제약 때문으로 보인다.
낮은 빈도이기는 하지만 대화에서 나타난 ‘이란’이 어떠한 양상을 가지는지 아래에
서 살펴보기로 한다. 총 4회의 전체 용례를 아래에 제시한다.

43) (63)의 문장들은 모두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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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가. 여자란 질투하는 사람의 남자를 빼앗고 싶어하는 못된 본성이 있거든.
나. 여자 나이 서른에 연인을 만나기란 길 가다 원자폭탄 맞는 것보다 어렵다!
다. 불혹이란 언제든 지인을 떠나보낼 수 있는 나이다.
라. 그리고 불혹이란 그 어떠한 일에도 의연하게 품격을 지킬 수 있는 나이다.

이 중 (65다, 라)는 드라마에서 극중 인물이 다른 인물과 대화를 하는 상황이 아니
라 홀로 독백을 하는 상황에서 발화된 것으로, 전형적인 대화의 문장이라 보기 어렵
다. 또한 위의 4회 예가 모두 가공대화의 것이고 자연대화에서는 ‘이란’이 전혀 출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이란’이 자연발생적인 대화에서는 거의 잘
쓰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TV 뉴스에서 출현한 ‘이란’의 예이다. 역시 총 용례를 모두 보이도록 한다.
(66) 가. 게다가 이번처럼 당국이 점검이라도 할 것 같으면 좁은 섬 안에 금방 소문이
나는 까닭에, 강제 고용이나 구타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란 어렵습니다.
나. 상시적인 점검과 단속이 아니라 일회적인 조사만으로는 이른바 노예노동의 실
태를 밝혀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 완성형 양념이란 원재료에 넣기만 하면 간편하게 해당 요리가 만들어지는 양
념으로, 불고기 양념 같은 것들입니다.
라. 스텔스 기능이란 적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은폐 기술로 1970년대 개발된 구
형 전투기의 개량형인 F-15 사일런트 이글은 스텔스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마. 혐의점이 있다든지 이런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캔하고 그 설치할 수 있
지만, 그 많은 우편물을 어떤 정보도 없이 스캔하기란 불가능하죠.

(66가~라)는 기자의 발화에서, (66마)는 인터뷰에서 출현한 문장이다. 뉴스 보도문
의 주된 목적이 현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현상이나 사건을 보도하는 것이라
는 점에서, 어떤 대상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문장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예
측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이란’이 많이 쓰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학술문에서 출현한 ‘이란’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란’은 모든 사용역에서
매우 낮은 빈도로 나타났으나 그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학술문에서 많이 쓰였다. 이는
개념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문장이 많이 쓰이는 학술문의 특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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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아래와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67) 가. 문법이란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규칙과 질서이다(남기심 2001: 19).
나. (5ㄱ)에 나오는 ‘일반적 원리’란 곧 음운 규칙을 가리키며 따라서 기존의 기준
중 (2ㅁ)과 흡사하다.
다. 양성운이란 운미가 [+sonorant] 즉 ‘ŋ, n, m’인 경우를 말하며, 음성운은 운미
가 없거나 [-consonontal]인 경우를 말한다.
라. (5ㄱ)은 음운 규칙과 관련된 기준인데 음운 규칙이란 교체를 하는 형태소 부
류나 그 조건을 일반화할 수 있어야만 한다.

말뭉치에 나타난 ‘이란’과 공기하는 서술어를 살펴보면, 계사인 경우가 제일 빈도가
높지만 위의 (67나, 다, 라)처럼 다른 서술어도 종종 나타난다. 총 31회의 출현 중
계사문에서 쓰인 것이 16회이다(가공대화 2회, TV 뉴스 2회, 학술문 12회). 그리고
결합 성분의 문법관계를 보면, 원칙적으로는 ‘법이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한다’처럼
주어가 아닌 성분에도 ‘이란’이 결합할 수 있으나 실제 용례에서는 모두 주어에 결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44)
위에서 살펴본 ‘이란’의 용법 중 명사형 어미 ‘-기’와 결합한 ‘~기란’은 특수한 성
격을 지녀서 따로 살펴볼 만하다. 아래와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화와
TV 뉴스, 학술문에서 나타난 것을 하나씩 들어보겠다.
(68) 가. 여자 나이 서른에 연인을 만나기란 길 가다 원자폭탄 맞는 것보다 어렵다!
나. 상시적인 점검과 단속이 아니라 일회적인 조사만으로는 이른바 노예노동의 실
태를 밝혀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다. 문자언어와 음성언어를 별개로 인식하는 훈련을 잘 받은 기술문법가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겠으나 학생들이 그 사정을 잘 인식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기란’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렵다’, ‘쉽지 않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등 ‘어렵다’를 의미하는 서술어들과 공기한다.45) 이때의 ‘이란’ 역시 ‘은/는’으로 바꾸
44) 앞서 보았듯이 이러한 문장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직관도 존재한다. 이 문장을 계사문으로, 즉 ‘법
이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로 바꾸면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은 분명하다.
45)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서는 ‘어렵다’와 동일한 의미장에 있지만 반대 극성을 보이는 ‘쉽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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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쓸 수는 있으나, ‘~기란 어렵다’가 어떤 하나의 관용 구성처럼 쓰이는 것으로 보
인다.
‘이란’의 또 다른 특수한 용법으로, 4.1.1절에서 지적하였듯이 구어에서 그 자체만
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독립적인 쓰임이 있다. 아래에 그 예를 보인다.
(69) 가. (하여튼) 여자애들이란.
나. (으유,) 우리나라 사람들이란.
다. 그때 그 눈빛이란!46)
라. 합격 통지서를 받고 밖에 나왔는데 눈이 오는 거야. 그때 그 기분이란 ….

(69)의 예들은 위에서 살펴본 다른 ‘이란’의 쓰임과 달리 그 뒤에 서술부가 나타나지
않고 ‘이란’ 구만으로 문장이 종결되어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술부가 생략되었다
기보다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예컨대 외국의 유명한 박
물관에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이야기하면서 음식을 먹는 등 예의 없는 모
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69나)와 같이 말했을 때 서술부를 ‘정말 시끄러
워’, ‘예의가 없는 족속이야’ 등 여러 가지로 상정할 수 있을 텐데, 이 중 화자가 특
정한 것을 의도하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라는 모호한 의미를
의도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란’의 독립적 용법에서도 (69가, 나)와 (69다, 라)는 서로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69가, 나)와 같은 용법을 살펴보면, 결합 가능한 명사구가 아
래와 같이 복수나 총칭 명사구로 제약된다.
(70) 가. 정말 기자 놈들이란. / 요즘 초등학생들이란. / 하여간 연애하는 것들이란.
나. 정말 기자란. / 요즘 초등학생이란. / 하여간 커플이란.
다. #{그 기자, 김진수 기자}란. / #{걔, 저 녀석}이란. / #이 커플이란.

(70가)는 복수 접미사 ‘-들’이 결합한 명사구에, (70나)는 특별한 표지는 없지만 총
칭 명사구로 해석할 수 있는 것에 ‘이란’이 쓰인 경우이다. (70가)가 가장 자연스럽
술어와도 공기하는 예가 나타난다.
46) 이 문장은 이희자ㆍ이종희(2010)의 예로, 이러한 용법의 ‘-이란’을 ‘-는/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의 뜻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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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70나)와 같은 경우도 허용된다. 그러나 (70다)와 같이 특정한 실체를 가리키
는 단수 명사구인 경우에는 이러한 쓰임이 불가능하다.
(69가, 나)와 (70)에서 보인 독립적 ‘이란’은 해당 명사구가 가리키는 실체에 대하
여 경멸이나 비하 등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만 쓰인다. 예컨대 요즘 초등
학생들이 예전과 다르게 총명하다는 의미를 나타내고자 (70가)의 문장을 쓰는 것은
어색하다. 즉, 이러한 ‘이란’은 어떤 특정 개체가 아닌 개체들의 집합이나 총칭적 대
상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평가를 표현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러한 용법을 ‘부정적 ‘이란’’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부정적 ‘이란’은 보통의 ‘이란’과 달리 ‘은/는’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는 않다.
(71) 가. 하여튼 여자애들은.
가′. ?여자애들은.
나. 으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요즘 초등학생들은.

(71가, 나)처럼 ‘은/는’ 성분 앞에 ‘하여튼’, ‘으유’ 같이 문장이 표현하는 부정적 어감
을 미리 드러내 주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은/는’으로 바꾸어도 ‘이란’이 의도하는
의미가 손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71가′, 다)처럼 그러한 요소 없이 ‘NP는’만
나타나면 의도한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이란’은 단독으로 문장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위에서 살펴본 온전한 명제
내부에 쓰인 보통의 ‘이란’과는 상이한 의미나 기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는 그렇지 않다. 부정적 ‘이란’ 역시 화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
련하여 흥미롭게도 Lambrecht(1996: 284-5)에서는 우리의 부정적 ‘이란’과 흡사한
영어의 좌분리 구성을 ‘독립적 명사구(freestanding NP) 화제’라고 하여 설명한 바
있다. 여기에서도 이를 화제 표현에 포함시킨 것이다. 예컨대 화자가 언어학자들을
혐오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아래 (72가)와 같이 발화하는 경우를 든다.
(72) 가. linguists …… (I swear!)
나. 언어학자들이란.
다. #언어학자들 / ?언어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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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가)는 한국어로 표현하면 (72나)와 같이 부정적 ‘이란’에 대응된다. 우리는 이러
한 구성이 좌분리인지 하는 문제보다는, 화제를 나타내는 조사 ‘이란’이 이러한 발화
에 이용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72나)가 ‘언어학자들이란 못 말릴 족속이지.’와 같
은 문장에서 ‘이란’ 뒤의 서술부가 생략된 것이라고 본다면 원래의 문장에서 ‘이란’
성분을 화제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처음부터 특정한 서술부를 마음에 품고 발
화한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이 대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의도한 것이므로 이때
에도 여전히 ‘이란’ 성분을 화제로 볼 수 있다. 즉, 단독적으로 쓰인 부정적 ‘NP이란’
도 성분들이 갖추어진 온전한 문장에 나타난 ‘이란’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47)
한편, ‘이란’의 독립적 용법 중 두 번째 것, 즉 (69다, 라)는 부정적 ‘이란’과 다른
것으로, 어떤 과거의 사태에 대한 ‘회상’의 정감을 나타내는 용법으로 보인다. 이를
우리는 ‘회상적 ‘이란’’으로 칭하기로 한다. 아래 (73)과 같이 현재나 미래의 사태에
대해서는 회상적 ‘이란’이 허용되지 않는다.
(73) 가. (앞에 어떤 남자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며) #와, 저 눈빛이란.
나. #내년에는 꼭 합격할 거야. 그때의 기분이란.

또한 회상적 ‘이란’은 아래와 같이 반드시 지시관형사 ‘그’가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제약을 가진다.
(74) 가. #합격 통지서를 받고 밖에 나왔는데 눈이 오는 거야. {∅, 이} 기분이란 ….
나. 아, 한겨울 엄청나게 추울 때 냉면을 먹는 ?(그) 맛이란.

(74가)는 ‘그’ 대신 ‘이’가 쓰이거나 아무런 지시관형사가 쓰이지 않을 경우 회상적
‘이란’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보인 문장이다. (74나)처럼 회상의 대상이 되는 장
면을 묘사하는 관형사절이 온 경우에는 ‘그’가 없이도 어느 정도 허용되는 것으로 보
이지만, 역시 ‘그’가 공기해야 문장이 더 자연스럽다.48) 이렇게 ‘그’가 쓰여야 한다는
47) 한국어의 이러한 부정적 ‘이란’ 용법은 (72가)와 같은 문장을 좌분리이자 화제로 보는
Lambrecht(1996)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는 이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
침하는 언어 현상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는데, 한국어에서 이러한 구성이 화제 표현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이 구성을 화제로 보는 입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이다.
48) (74나)에서 쓰인 관형사절 어미 ‘-는’은 문법적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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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이 용법이 과거의 회상을 나타낸다는 점과 관련된다.
회상적 ‘이란’은 앞서 본 부정적 ‘이란’과 달리 긍정적인 정감과 부정적 정감을 나
타내는 데에 모두 쓰일 수 있다. 아래 예가 이를 잘 보여준다.
(75) 가. 합격 통지서를 받고 밖에 나왔는데 눈이 오는 거야. 그때 그 기분이란 ….
나. 불합격 통지서를 받고 밖에 나왔는데 비가 오는 거야. 그때 그 기분이란 ….

이렇게 독립적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이란’의 두 가지 쓰임, 즉 부정적 ‘이란’과 회
상적 ‘이란’은 모두 구어에서만 쓰이는 것으로 예상된다. 아쉽게도 우리의 말뭉치에
서는 용례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보다 큰 규모의 대화 말뭉치에서는 찾아볼 수 있으
리라 생각된다.49)

4.1.2.4. ‘이야’
마지막으로 살펴볼 화제 표현은 조사 ‘이야’다. ‘이야’ 역시 ‘이란’과 마찬가지로 화
제를 표현하는 기능 외에도 특수한 어휘적 의미를 담고 있는 보조사이다. 기존의 보
조사에 대한 논의에서 ‘이란’보다는 빈번히 다루어져서, ‘특별’(최현배 1937), ‘강조’
(허웅 1983)로 기술되기도 하였고, Yang, I.-S.(1973), 채완(1977), 홍사만(2002)
등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당연’ 혹은 ‘당위성’의 의미로 설명되었다. 특히 채완
(1977)에서 ‘이야’의 의미를 ‘은/는’과 비교한 바 있는데, ‘이야’는 ‘은/는’처럼 대조를
나타내지만 분포가 더 제한되어 나타나고 ‘대조+당위성’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
였다.
상대적 정보구조와 ‘이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
는 앞의 ‘이란’과 마찬가지로 ‘이야’가 특수한 의미를 더한 화제 표현이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란’과 ‘이야’가 기본적으로 화제 표시의 기능을 가진다고
할 때 이들을 화제 논의에서 제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야’의 상대적 정보구조에 대하여 최근 서로 대립되는 견해가 존재한다.
이 과거의 사태를 직접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태는 화자가 과거에 경험한 것이어
야 한다는 제약을 가지므로 (74나)를 여전히 회상적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49) 부정적 ‘이란’과 회상적 ‘이란’은 운율적으로도 보통의 평서문이 가지는 종결 억양이 아닌 특수한
억양을 가지는데, 두 경우의 억양이 또한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이란’은 ‘상승+하강’의
종결 억양을, 회상적 ‘이란’은 하강되지 않는 비종결 억양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운율
분석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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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본고와 같이 ‘이야’가 화제를 표시한다고 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초점을
나타낸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들 논의는 모두 본고와 마찬가지로 화제와 초점을 상호
배타적인 정보구조적 범주로 본다는 점에서, 서로 대척점에 서 있게 된다. 이러한 대
립되는 견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야’가 초점이 아니라 정언판단의 대상으로의 화
제를 나타내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다.
우선 ‘이야’와 화제를 연관시킨 논의로 윤재원(1989), 두임림(2014) 등이 있다. 이
들의 화제 개념은 일반적인 대하여성 정의를 따른 것으로, 그보다 더 좁은 개념인 정
언판단의 대상이라는 본고의 화제 개념과는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이들의 논의를 직
접 받아들일 수는 없으나, 두임림(2014: 183)에서 ‘이야’가 초점을 나타낼 수 없다고
관찰한 바는 주목할 만하다.
(76) Q: 누가 우리 아들의 스승이 될 수 있을까?
A: *철수야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76)의 질문-답변 쌍에서 주어진 질문의 의문사에 대응하는 대답 요소로 ‘이
야’ 구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을 논거로 든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가 초점과 동반
하여 나타날 수 없는 이유는 ‘새로운 정보’라는 초점의 성격상 ‘당연함’의 의미와 상
충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반면, ‘이야’가 화제를 나타낼 수 없고 초점으로만 기능한다고 본 논의로 임동훈
(2015: 354-355)이 있다. 여기에서는 크게 네 가지 근거를 드는데, 이를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77) 가. 철수야 시집 읽는 것을 좋아하지.
나. *철수야 말이야 시집 읽는 것을 좋아하지.
다. *철수야 뭘 좋아하지?
라. Q: 이 집에서는 누가 문제지?
A: 철수야 걱정 없고, 아마 동생이 취업 때문에 문제지 뭐.

그 첫 번째 근거는 ‘이야’가 가지는 악센트 특성이 ‘은/는’과 다르다는 점이다. (77
가)에서 ‘철수야’는 H*로 나타나는데 이는 초점에 적합한 강세이고, 화제인 ‘철수는’
이 오는 경우 이는 L+H* 악센트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야’와 ‘은/는’이 다르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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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둘째로 (77나)와 같이 ‘NP-는 말이야’ 구성에서 ‘은/는’ 대신 ‘이야’가 불가능한
점을 든다. 셋째로 (77다)는 설명의문문에서 ‘이야’가 의문사 외의 성분으로 나타나
기 힘들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77라)와 같이 설명의문문에 대한 대답
에서 의문사에 대응하는 초점 요소로 ‘이야’가 자유롭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현상들을 ‘이야’가 화제가 아닌 초점을 나타낸다는 주장의 증거
로 볼 수 있는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우선 이 논의에서 사용하는 화제 개념은 명시
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임동훈(2012)를 참고하면 문장의 대하여성 성분으로 보
이는데, 앞서 우리는 이러한 모호한 개념이 언어 연구에서 유용한 것이 되기 힘들다
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화제 개념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위의 네 가지 현상은 ‘이야’가 초점이라
는 것을 보여주는 논거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첫째로, 위에서 제시한 화제의 악센
트 특성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77가)에서처럼 ‘이야’가 가
지는 악센트 특성이 화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기는 어렵다. 둘째로, ‘NP는 말이야’ 구성에 대하여는 (77나)와 같은 문법성 판단에는 동의하지만 3.1.3절에서
확인하였듯이 ‘X 말이야’ 구성은 화제 표현에 속하지 않는다.50) 이러한 점에서 (77
나)와 같은 현상은 ‘이야’에 대한 우리의 주장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다. 셋째로, (77
다)에서 ‘이야’가 쓰일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이야’가 화제가 아니라는 것
을 보이는 증거는 아니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야’는 그것이 가지는 ‘당연함’의
의미 때문에 서법 및 종결어미 등과의 공기 제약을 가지는데 이로 인해 일반적인 의
문문에서는 사용되지 못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77라)의 대답에서 의문사에 대응
하는 성분, 즉 초점은 ‘철수야’가 아니라 ‘동생이’이다. (76)에서 그리고 4.1.1절의
(17다)에서 보였듯이 ‘이야’는 초점에 쓰일 수 없다. (77라)를 ‘이 집에서는 누가 문
제지? - #철수야 문제지.’로 바꾸어보면 이 점이 더욱 잘 드러난다. 즉, 임동훈
(2015)의 주장과는 반대로, ‘이야’는 설명의문문의 대답을 직접 구성하는 성분, 즉

50) 앞서 3.1.3절에서 ‘X 말이야’ 구성을 다루면서 이것이 우리의 화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이 구성이 어떤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기능하지 않고 독립된 문장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 때
문이다. 그런데 ‘X 말이야’ 및 ‘X 있잖아’ 구성이 온전히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좀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특히 무조사 제시어와 비교할 만하다. 예컨대 ‘철수, 이번에 떨어
졌대.’의 ‘철수’는 이 문장의 화제인 반면, ‘철수 말이야/있잖아, 이번에 떨어졌대.’의 ‘철수 말이야/
있잖아’는 독립된 문장이라고 보아서 화제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 담화적 기능이나 운율적 특성
(비-종결억양)은 서로 비슷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중시하면 ‘X 말이야’, ‘X 있잖아’ 구성을 전체
문장에 종속적인 부사절과 같이 취급하여 화제로 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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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으로 초점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로 나타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면, ‘이야’가 정언판단의 대상인 화제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앞서
4.1.1절에서 제시한 바 있다. 문장의 통사적ㆍ의미적 최상위 성분이자 문장의 나머지
부분으로부터 독립적인 요소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유표적인 대하여성을 나타내는 구
문에서 사용되며, 초점으로 쓰일 수 없다는 점 등을 통해 ‘이야’는 초점이 아닌 화제
를 나타내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는 그것이 결합하는 명사구 지시체를 화제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후속
되는 서술 내용을 ‘당연히’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로 인해 채완(1977)
에서 지적한 것처럼 서법에 대한 제약을 가져서 종결어미 ‘-지’나 선어말어미 ‘-잖
-’ 등과 공기해야 한다. 이러한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는 아래 (78가)와
같이 수사의문문이거나 (78나)와 같이 문장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고 연결어미 등의
형식으로 끝을 맺을 때로 국한된다.51)
(78) 가. 아 뭐 선수들끼리 투닥거리는 거야 어느 팀에서나 다 있는 거 아니야.
나. 술 취했다니까 하는 말인데, 나야 모르는 척하면 그만이고.

앞서 발화에 나타난 ‘이란’은 독립적으로 쓰는 용법이 아닌 이상 ‘은/는’으로 바꾸
는 것이 거의 항상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이야’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평서문
에 한정하면 ‘이야’를 모두 ‘은/는’으로 바꾸어도 무방하지만, 그 반대 방향은 성립하
지 않는다. ‘이야’ 역시 ‘이란’처럼 화제 ‘은/는’이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되 더 추
가적인 의미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사적 의문문에서 쓰인 ‘이야’는 ‘은/는’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위의
(78가)는 ‘은/는’으로 교체 가능하지만, 아래의 문장들은 불가능하다.
(79) 가. 책과 함께 살게 된 데 무슨 특별한 까닭이랄 것이야 있겠습니까.
나. 사표를 내고 아주 쉬고 싶다는 생각이야 이 어려운 시절에 어떻게 감히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대조 화제로 쓰일 가능성에 있어서도 ‘이야’는 ‘은/는’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51) ‘이야’는 ‘*술이야 내가 왜 좋아해?’와 같이 일반적인 의문문에서는 쓰일 수 없지만 ‘술이야 내가
왜 안 좋아하겠니?’와 같이 수사적 의문문에서는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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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가. 숙제 다 했어? - 수학숙제{는, #야} 했지요.
나. 고추장 챙겼어? - 된장{은, #이야} 챙겼지.

‘은/는’은 해당 실체를 선행 맥락에서 환기된 다른 성분과 어떤 대안 집합 관계로 연
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의 (80가, 나)의 경우가 그러한 것이다. (80
가)에서 질문에 나타난 ‘숙제’와 대답에 쓰인 ‘수학숙제’는 상위-하위어 관계를 가지
며 (80나)의 ‘고추장’과 ‘된장’은 대안 관계를 가진다. 한편 ‘이야’는 같은 상황에서
쓰일 수 없다는 점에서 대조 화제를 나타내는 용법을 가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뭉치에서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란’과 마찬가지로 ‘이야’는 높은 빈도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81) 사용역에 따른 ‘이야’의 출현 횟수
자연대화
가공대화
TV 뉴스
학술문
총합
대화

31회

9회
22회

4회
0회
35회

‘이야’는 대화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학술문에서는 전혀 출현하지 않았다.
이는 앞서 ‘이란’이 대화에서 잘 나타나지 않고 학술문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출현한
양상과 대조된다. 또한 TV 뉴스에 나타난 4회는 모두 앵커나 기자의 발화가 아니라
대화에 가까운 성격을 보이는 인터뷰에 나타난 것이다.
또한 우리의 자료에서 출현한 ‘이야’는 모두 문두에서 나타난 것이라는 점도 주목
된다. ‘이야’가 문중에서 출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말뭉치에서
는 모든 ‘이야’가 문두에서 나타났다는 점에서 모두 화제 표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82가′, 나′)과 같이 문두의 ‘이야’ 성분을 문중으로 바꾸게 되면 쓰임이
어색해지는 경우들이 있다.
(82) 가. A: 더구나, 남자 문제로 복잡해서 틀어졌는데 그 남자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는, 진짜 복잡하지. 계속 봐야 된다는 거 자체가 고통인데,
B: 그거야 뭐 시간이 해결해 준다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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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간이 그거야 뭐 해결해 준다 그래도.
나. A: 아 뭐야. 둘이 샌 거 아니야?
B: 이 빗속에 새서 뭐 하게?
A: 그야 우린 모르지.
나′. #우린 그야 모르지.

지금까지 4.1절에서는 화제를 정언판단의 대상이라는 개념으로 확립하고 이것이
한국어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의미의 화제를 나타내는 형식은
문두의 ‘은/는’을 비롯하여 제시어, ‘이란’, ‘이야’ 등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이들이 실
제 발화에 나타나는 양상을 알아보았다. 이들은 모두 어떤 대상의 인식과 그것의 서
술이라는 이중적인 판단 혹은 인지 행위를 수반하며, 이러한 명제의 이분(二分)은 통
사ㆍ의미적 최상위 성분에 대하여 유표적인 형태적 전략(조사 ‘은/는’, ‘이란’, ‘이야’)
이나 운율적 전략(휴지 및 분리된 억양구)을 통해 표현된다.

4.2. 초점
초점은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에서 이미 주어진 것인 전제와 상보적인 요소, 즉 관
계적 신정보 개념이다.52) 초점은 그 정의상 4.1절에서 다룬 정언판단의 대상으로서
의 화제와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다. 즉, 초점은 문장의 비-화제 부분에 속하고,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실질적인 신정보를 구성함으로써 화제와는 대조적인 기능을 수행한
다. 이 장은 2장에서 제기한 초점 판별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한국어의 어
떠한 형식들이 초점이라는 의미ㆍ기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보려 한
다.

4.2.1. 초점 판별의 문제
2장에서 정의한 초점 개념이 한국어에서 어떻게 실현되며 어떠한 형식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전에, 실제 발화에서 초점을 판별하는 방
법론적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로 한다. 일반언어학적인 논의와 한국어 특정
52) 문장의 상대적인 정보구조를 ‘초점-전제’로 분석할 때의 ‘전제’란, 앞서 3.2절에서 살펴본 ‘화용론
적 전제’의 특별한 한 종류이다. 4장에서 언급하는 ‘전제’는 다른 표시가 없으면 항상 문장에서 ‘초
점’의 상보적 부분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로 쓰기로 한다. 초점과 상보적인 개념으로서의 전제와,
이를 포괄하는 더 넓은 개념으로서의 전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5.2.3절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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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논의를 통틀어 기존에는 이러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였고, 뒤에서
살펴볼 최근 말뭉치 언어학이나 컴퓨터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정보구조를 다룬 논의들
에서는 종종 우리와 같은 문제의식을 찾아볼 수는 있으나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내놓
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기존에 당연한 것으로 수용되었던 몇 가지 개념적
인 혹은 방법론적인 가정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초점을 어떠한 관점에서 언어학
적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제안할 것이다.
초점 판별에 가장 많이 쓰는 진단법은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설명의문문과 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된 짧은 대화를 상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아래와 같은 맥락이 상정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83) 가. 철수가 무엇을 먹었니? - 철수가 [토마토를] 먹었어.
나. 철수가 무엇을 했니? - 철수가 [토마토를 먹었어].
다. 무슨 일이야? - [철수가 토마토를 먹었어].

(83가)의 대답은 질문에 의해 ‘철수가 x를 먹었다’라는 열린 명제가 화용론적 전제로
주어지게 되고 그 x가 ‘토마토’라는 것이 단언되어 ‘토마토(를)’가 초점으로 판별된
다. (83나)에서는 대답의 VP가 초점이 되고, (83다)는 어휘적ㆍ문법적으로 환기된
전제가 없고 문장 전체가 초점이다. 또한 이 세 가지 맥락은 동일한 문장이 어떠한
질문의 대답으로 쓰였는지에 따라 그 초점 성분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질문-대답 쌍에 의한 초점 판별은 명쾌할 뿐만 아니라 범언어적인 비교에
서도 손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우선 지적할 수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 발화의 문장들이 모두 질문에 대한 답으로 구성되지
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어떤 문장에 대해 그것에 대응하는 명시적인 wh-의문문이 선행 맥락에서 주
어지지 않았더라도 해당 문장을 어떤 암시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볼 수 있고, 이
로써 그 문장의 초점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예컨대
아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84) 가. They just bought a dog. FIDO they named it. (Prince 1981a: 259)
나. What did they nam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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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1981a: 259)는 (84가)의 두 번째 문장과 같은 것을 ‘초점 이동’이라고 하였
다. 전치되고 강세를 받은 요소 ‘Fido’가 초점이고 문장의 그 나머지 부분은 담화에서
현저한 명제, 다시 말해 초점의 상보적 부분인 전제라고 본 것이다. 보통 ‘누군가가
개를 샀다’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개의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명제가 담화에서 현
저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84가)의 첫 번째 문장을 들은 사람은 자연스럽
게 (84나)와 같은 질문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즉, (84가)의 맥락에서 (84나)
와 같은 질문이 명시적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암시적 질문으로 상정되고, 이에
의해 초점 이동 문장은 전제와 초점으로 분석된다.53)
모든 발화가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질문-답변 쌍을 초
점 판별 맥락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로 위와 같이 주어진 발화에 대하여 암시적인 질
문을 상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예로 든
Prince(1981a)뿐만 아니라 초점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 논의들은 이러한 입장을 취하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과연 성립하는 것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주어진 맥
락을 충분히 검토하더라도 해당 문장에 대응하는 암시적인 질문이 특정한 하나의 명
제로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85) I'll remind you of one thing. Eisenhower refused to apologize for the U-2 and even
blew up a summit, and we were a lot more at fault then. (Hedberg 2006: 376)

(85)는 동일한 현상을 연구자에 따라 화제로 혹은 초점으로 해석한 경우들에 대해
논의한 Hedberg(2006)에서 등장하는 예로, 텔레비전의 정치 토론 프로그램에서 발
화된 것이다. 밑줄 친 문장은 주어 ‘Eisenhower’가 화제인 화제-초점 구조로 분석될
수도 있으나, 화제가 없는 전체 초점 문장으로 분석될 수도 있다고 한다. 즉, 이 문
장이 발화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54) 이것이 어떠한 암시적 질문에 대한 대답
53) 그런데 암시적 질문을 상정하는 방법이 유효한 것과는 별개로, 위 (84가)의 첫 번째 문장을 들은
청자가 항상 (84나)와 같은 암시적 질문을 떠올린다고 볼 수 있는지는 조금 의심스럽다. 어쩌면
(84가)는 화용론적 수용과 같은 기제로 설명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맥락인지도 모른다. (화용론
적 수용에 대해서는 3.2.4.1절, 4.3.2.3.2절 참조.)
54) Hedberg(2006)에서는 이 발화에 대한 맥락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고에서 직접 이 문장의
상대적 정보구조를 분석할 수는 없었다. 어쨌든 Hedberg(2006)에서는 텍스트와 상황 맥락을 모두
고려하여 정보구조를 판별한다고 하였고 이 문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제와 초점의 분석을 확실
히 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였다.

- 207 -

인 것인지 특정하기 힘들다는 것, 다시 말해 문장의 어느 부분이 초점이고 어느 부분
이 전제에 해당하는지 판별이 어렵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는 단지 (85)와 같은 소수의 예에서만 발견되는 문제가 아니라 더욱
일반적인 성격의 문제일 수 있다. 특히 연구자가 만든 단순한 맥락의 문장이 아니라
실제 발화된 문장들을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전제와 초점으로의 분석이 어려운 경우
가 빈번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컴퓨터언어학이나 말뭉치 언어학의 관점에서 정보구조를 분석
하여 주석을 다는 작업을 시도하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어
떠한 방식으로 초점을 판별하는지 참조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암시적인 질문답변 맥락을 가정하는 전통적인 방식을 이용하는지 혹은 다른 새로운 대안이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는지 알아보고 각 방식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
야 할 방향을 모색하기로 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단순하고 정형적인 질문-답변 쌍이
아닌 보다 복잡한 담화를 대상으로 초점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분석하는 사람이 여
러 명이고 그 결과들의 분석 일치도를 평가하여 제시하는 등 객관적인 초점 판별의
가능성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55) 우리는 그 중에서도 본고와 동일한 개념
의 초점을 주요 주석 대상으로 다루는 Paggio(2006), Dipper et al.(2007), Riester
& Baumann(2013)을 살펴보기로 한다.56)
우선 Paggio(2006)은 덴마크어의 구어 말뭉치를 대상으로 정보구조 주석을 시도
한 것이다. 이 구어 말뭉치는 자연발생적인 대화가 아니라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계
된 발화로 구성되었다. 통제된 환경에서 1인의 화자가 주어진 그림을 묘사하기, 지도
를 보고 길 안내하기, 그림을 보고 주어진 요소들을 조립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등의
과업을 수행하는 발화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 논의는 초점과 전제를 판별하는 명시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필자
스스로도 인정하였듯이 분석자들의 직관에 많이 의존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는

55)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의 초점 판별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56) 이 외에도 프라그 학파의 화제-초점 분절 이론에 기반한 Hajičová et al.(1995), Postolache et
al.(2005) 등과 영국의 Steedman(2000)의 정보구조 이론에 기반한 Calhoun et al.(2005) 등도
정보구조의 주석 말뭉치에 대한 주요 논의이다. 그런데 프라그 학파의 화제와 초점 판별은 실제
담화 맥락보다 문장의 통사구조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Steedman(2000)은 문장을 이전 담
화와 관련되는 요소인 테마(theme)와 담화를 진전시키는 요소인 레마(rheme)로 나누는데 이들의
레마는 우리의 초점 개념보다는 비-화제 개념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구조 범주를 사
실상 특정 운율 패턴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이들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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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주관적이라는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분석자들이 초점의 왼쪽 경계에 대해 불
일치한 분석을 보인 경우들에 대해 최종적으로 필자는 그 중 초점 영역이 더 넓은
주석을 선택하는데, 여기에도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피
할 수 없다. 이 논의에서 보인 초점 분석의 실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86) 가. Then you take a small square […] You put it in the middle of the triangle
that functions as a roof. (밑줄 친 부분이 초점)57) (Paggio 2006: 1606)
나. And the window ①[has ②[green curtains on the side]]. (Paggio 2006:
1608)

(86가, 나)는 주어진 그림을 보고 조각들을 조립하여 집을 완성하는 과업을 수행하
는 발화이다.58) (86가)의 정보구조 분석에서는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예컨대 두 번째 문장에서 왜 문장 끝부분의 ‘that’ 절은 초점에 포함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86나)는 분석자들이 판별한 초점 부분이 상이한 경우이다. 어떤
분석자는 ①과 같이 ‘has’부터 문장 끝까지가 초점이라고 한 반면, 다른 분석자는 ②
와 같이 ‘green’부터가 초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59) 이러한 불일치가 빈번하게 일어
났는데60) 이 논의에서는 넓은 초점을 선호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 ①과 같은 주석을
최종 선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왜 넓은 초점을 선호하는 것
인지에 대해 원리를 갖춘 설명을 찾아볼 수 없다. 단순히 일치된 말뭉치 분석을 얻고
자 한 것이 아닌가 한다.
다음으로 Dipper et al.(2007)는 독일의 포츠담과 훔볼트 대학에서 2003년부터 시
작된 장기적인 연구 프로젝트 SFB의 일환으로, 18개 언어들로 구성된 다양한 성격

57) 논의의 편의상 초점 분석만을 인용하였다. (86가)에 대한 Paggio(2006)의 전체적인 정보구조 분
석은 두 번째 문장의 ‘it’이 화제이고, 화제도 초점도 아닌 나머지 요소들은 전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58) (86가)와 (86나)는 서로 무관한 별개의 발화이다.
59) 두 분석자 모두 ‘the window’가 화제라고 분석하였다.
60) 이 논의에서는 K(Kappa)-값을 통해 주석의 일치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값이 0.7~0.8로, ‘수용할
만한’ 일치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는 전체 정보구조에 대한 주석이고 초점에 대한 것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는데, 불일치된 경우 중 대부분이 초점 경계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 실제로 초
점 주석의 일치도는 이 값보다 더 낮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초점 분석은 수용할 만한 정도의 높
은 일치도를 보이지는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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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말뭉치 자료에 정보지위(우리의 절대적 정보지위), 화제, 초점의 세 가지 정보구
조 부문의 주석을 다는 작업이다. 여기에서의 초점은 여러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뉘
는데 그 중 ‘신정보 초점’이 우리의 초점 개념에 해당하고, 이는 다시 명시적인 질문
이 선행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뉜다.61)
이들은 앞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논의처럼 명시적 질문이 선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암시적인 질문을 상정하여 초점을 판별한다. 그리고 암시적 질문은 담화유형과 화자
의 의도, 맥락 등을 기초로 해서 가장 일반적인 것을 상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들
은(177-8쪽) 가공된 짧은 이야기 담화를 통해 초점 분석의 실례를 보였는데 이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87) [1]Once upon a time, there was a wizard. [2]He lived in a beautiful castle.
[3]All around the castle, there were green fields full of precious flowers.
[4]One day, the wizard decided to leave his castle. (밑줄 친 부분이 초점)

이 논의에 따르면 1번 문장은 텍스트 시작 문장이기 때문에 전체 초점으로 분석하
고, 2~4번 문장은 주어진 맥락을 가지고 각각 적절한 암시적 질문을 상정하여 초점
을 분석한다. 우선 2번은 앞선 1번 문장이 만들어낸 맥락을 통해 암시적 질문 ‘What
about the wizard?’에 대한 답으로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주어를 제외한 전체 동사
구가 초점으로 분석되었다. 3번 문장은 ‘What about the castle?’에 대한 답으로, 4번
문장은 ‘What happened then?’에 대한 답으로 이해한다. 4번 문장에서 주어 ‘the
wizard’는 비록 앞에서 언급된 것이지만, 암시적 질문에 의해 전제된 것이 아닌 새로
요구되는 정보에 속하며 따라서 신정보 초점이 된다.
이렇게 (87)의 각 문장들에 대해 상정된 암시적 질문들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러한 초점 판별에는 큰 문제가 없다. 즉, (87)의 견본 분석에 한정하면, 암
시적 질문을 통한 초점 분석이 꽤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87)은 이들의 초점 판별을 가장 명쾌하게 보여주는 최적의 가공된 예일
뿐이고, 이들의 실제 분석 대상인 말뭉치에 대한 초점 분석 결과는 주석 일치도 값
(F-값)이 13.99%로 절망적인 수준이다. 이 말뭉치는 질문-답변으로 구성된 발화와
신문 논평 텍스트를 포함하는데,62) 전자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질문이 드러나 있어서
61) 이 논의에서는 명시적인 질문이 선행한 문장의 초점을 ‘유도된(solitated)’ 초점이라고 하였다.
62) 이 말뭉치에 대한 자세한 목록과 성격에 대해서는 Dipper et al.(2007: 9-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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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시적 질문을 상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석자에 따른 초점 판별 일치도가 상당
히 높은 것으로 기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불일치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
을 알 수 있다.63)
마지막으로 Riester & Baumann(2013)는 말뭉치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초점 판별
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문제의식과 가장 흡사한 인식을 보
이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말뭉치는 독일어 라디오 뉴스를 전사한 Eckart et
al.(2012)의 ‘DIRNDL’ 말뭉치이다.64) 이 논의에서는 초점을 판별하는 방식을 암시
적 질문을 가정하는 것과 운율 자질로 확인하는 것의 두 가지로 나누고, 전자가 이상
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고 보고 현재로서는 후자의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
고 하였다. 이에, 말뭉치에 나타나는 핵 고조 악센트가 모두 어떤 의미에서든 초점을
나타낸다고 가정하고 초점을 주석하였다. 즉, 위의 Paggio(2006)나 Dipper et
al.(2007)는 모두 주어진 문장의 전제 혹은 암시적 질문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초점을 분석하였는데, 이 논의에서는 그것을 파악하는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
았다고 보고 불가피하게 초점을 운율 자질과 동일시하여 주석을 단 것이다. 그러나
필자들이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문장에 나타나는 핵 고조 악센트들이 정보구조적으로
단일한 범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므로 이렇게 특정 운율 자질을 초점과 동일시하는
관점은 근본적인 문제를 가진다.
이상으로 살펴본 주석 말뭉치 관련 논의들을 통해, 암시적인 질문-대답의 맥락으
로 전제와 초점을 판별하는 방식이 한계를 가진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85)~(87)에서 보았듯이, 암시적 질문을 상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분
석자에 따라 서로 다른 암시적 질문을 추론하여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초점 분석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Riester & Baumann(2013: 221)은 말뭉치 자료에서
암시적 질문으로 초점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직 유아기에 있고 후속 연구에서 그 뚜
렷한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방법이 과연 최종적으로 고안될 수

63) 이들은 초점에 대한 주석 일치도를 ‘완전한 일치’와 ‘부분적 일치’로 나누어서 평가하였다. 완전한
일치란 각 분석자가 분석한 초점 영역이 서로 완전하게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부분적 일치란 해
당 초점 영역의 왼쪽 경계나 오른쪽 경계 중 한 곳만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초점에 대한 주석
일치도 값이 13.99%라고 한 것은 완전한 일치에 한한 것이고, 부분적 일치까지 포함시킨 경우에
는 74.00~75.09%라고 하였다(18쪽).
64) 정확한 말뭉치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다. DIRNDL 말뭉치 전체는 대략 5시간 분량의 규모인데
(Eckart et al. 2012: 1), Riester & Baumann(2013)에서는 이 말뭉치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인지 그 일부를 분석한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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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자칫하면 말뭉치의 정보구조적 분석이라는 목적을 위해 어
떤 원리적 근거 없이 기계적인 초점 분석이 이루어질 위험성도 있다. Paggio(2006)
에서 넓은 초점으로의 주석을 좁은 초점보다 선호한 것이 한 예이다.
우리의 말뭉치에서도 주어진 문장의 어느 부분이 전제이고 초점인지 파악하기 어
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다. 여러 문장 유형 중에 청자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주된 기능인 평서문에만 한정을 시키고 그 중에서도 복합문의 경우에는 주로 주절만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그러하다. 특히 VP에서 V에 해당하는 동사나 형용사가 초점과
전제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담화-구의 절대적
정보지위를 가지면서 ‘은/는’ 외의 조사가 결합하였거나 무조사로 나타난 주어도 판
별이 까다로운 대표적인 예이다. 아래와 같은 대화 말뭉치의 예를 통해 이를 살펴보
도록 한다.
(88) 가. 병훈: 차 두고 왔지?
희중: 스쿠터 타고 왔어.
나. 하미: 오빠! 늦었지? 미안.
영빈: 아, 미안하다면 다야?
하미: 미안하다는데, 왜 자꾸 그래? 자꾸 그러면 나 오빠 안 본다?
영빈: 뭐? 에이, 하미야, 왜 그래, 여기까지 와서? 알았어, 알았어, 내가 잘못했
어. 놀러가자.
(89) 가. 면접관: 그래서 지켰습니까?
삼순: 아니요. 헤어졌어요.
면접관: 유감이네요.
삼순: 고맙습니다. (옆에 있던 케이크 상자를 꺼내며) 아 이거 망고무스예요.
제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선,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거 같아서요.
나. 서 감독. // 나 카페인 땡기는데. 기억하시나, 라떼?

(88)은 서술어가, (89)는 주어가 전제와 초점 중에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판단하기
애매한 경우를 보인 것이다. 우선 (88가)는 밑줄 친 문장에 선행하는 명시적인 질문
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여/타고 왔는가?’라는 암시적 질문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에 따라 ‘타고 왔어’가 전제인지 아니면 초점인지가 갈
린다. 그러한 함축이 성립한다면 ‘타고 왔어’는 전제에 속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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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될 것이다. (88나)는 밑줄 친 문장에 선행하는 발화들을 통해 두 사람이 갈등
이 있고 다투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화자는 해당 문장의 발
화시에 ‘누가 잘못했는가?’라는 암시적 질문을 상정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
러한 것은 아니다. 즉, ‘내가’가 초점이고 ‘잘못했어’는 전제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문
장 전체가 초점인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89)의 밑줄 친 문장들의 주어 ‘이거’, ‘나’는 모두 담화-구의 지위를 가
진 활성화된 실체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반드시 초점이 아닌 전제에 속한다
고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초점 판별이 어려운 경우이다.65) 이 문장들은 각각 ‘이
거’, ‘나’가 전제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혹은 문장 전체가 초점이라고 볼 수
도 있어 판단이 모호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초점 판별의 모호함 혹은 어려움은 단순히 분석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화자의 발화 생성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88), (89)와 같은 발화에서 화자가 전제와 초점을 명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분석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를 포착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화자가
언제나 자신이 발화하려는 문장의 전제와 초점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표시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즉, 어떤 경우에 전제와 초점의 구별은 화자의 발화에서 애
초에 미명세(underspecification) 되어 있거나 미결정적인(indeterminate) 것일 수 있
다.
이에 본고는 초점 연구가 암시적 질문으로 모든 발화의 초점을 분별해 내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소 제한적인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필자의 과문인지는 모르나 기존 논
의 중에 이러한 관점의 접근은 찾기 힘들다. 모든 발화가 어떤 암시적 질문의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명시적 질문에 대한 대답만을 혹은 암시적 질문이 가장 분
명하게 상정될 수 있는 맥락의 발화만을 분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독립된 문장이 아
니라 담화 전체에서 문장이 가지는 정보구조를 파악해야 하고, 단순한 설명의문문의
대답 문장이 아니라 복잡한 맥락에서 실제로 발화된 문장들을 대상으로 정보구조를
탐색해야 한다는 이론적 가정은 앞에서 살펴본 여러 말뭉치 기반 정보구조 논의들과
공유하는 것이지만, 주어진 텍스트에서 모든 문장의 전제와 초점 구조가 특정한 것으
65) 이러한 절대적 정보지위와 상대적 정보지위의 관계에 대해서는 5.2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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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존재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점이 그들과 본고의 차이점이다.
그렇다면 말뭉치에 기반한 초점 연구는 회의적인 것인가? 실제 발화에서 출현하는
모든 문장들의 초점을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초점 연구는 단순한 설명의문문
과 그 대답으로 이루어진 가상의 대화에 대한 것으로 회귀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초점을 비롯하여 정보구조에서 실제 발화 분석의 중요성은 이미 2장에서 분명히 한
바 있다.
우리는 암시적 질문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들을 중심으로 그 맥락적 특성이나
언어 형식적 특성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자연발생 발화에서 초점이 외현적으로 표
시되는 실제 양상을 포착하는 데 집중하려 한다. 실제 발화로 구성된 말뭉치에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명시적 질문이 없거나 암시적 질문도 상정할 수 없는 맥락의 발
화들이 빈번하지만, 암시적 질문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된다. 예컨대
아래와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90) 가. A: 너 배 아파서 그러는 거지?
B: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억울해서 그런다!
나. 이 때문에 정부는 가구를 만들 때 E2 등급 자재는 쓸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
다. 실내에 두는 가구의 특성상 사람에게 직접 흡입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
구업체들은 여전히 값싼 E2 자재를 동남아에서 수입해 쓰고 있습니다. ……66)
우리나라가 E2 자재 사용을 제한한 것은 불과 3년 전부터.
다. 문장은 어휘부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를 가져와서 이러저러한 통사 규칙을 적
용시킨 결과로 생성된다. 여기서 최소한 두 종류의 이론적(또는 심리적) 공간이
구분된다. ‘어휘부’라는 저장 공간과 ‘통사부’라는 연산 공간이 그것이다.

(90가)는 가공대화 말뭉치에서 가져온 것인데 밑줄 친 주절에서 ‘억울해서’는 초점,
‘그런다’는 전제에 해당함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는 선행하는 명시적 질문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 생성된 전제를 ‘-ㄴ 것이 아니-’ 구성을 통해 명시적으
로 부정하였기 때문이다. (90나)는 TV 뉴스 말뭉치에서 나타난 것으로, 밑줄 친 문
장은 특별한 통사적 구성인 분열문이다.67)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E2 자재 사용을 제
한한 것은’ 부분은 전제에, ‘불과 3년 전부터’는 초점으로 볼 수 있다. 선행 맥락에서
66) 이 부분에 인터뷰가 삽입되어 있는데 현재 논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편의상 생략하였다.
67) ‘이다’가 생략된 분열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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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가 E2 자재를 쓸 수 없도록 하였음’이 이미 제시되어 있다. 마지막
으로 (90다)는 학술문의 예로, 밑줄 친 문장의 직전에 오는 문장에 의해 ‘그 두 종류
의 이론적 공간은 무엇인가?’와 같은 암시적 질문이 상정되고 해당 문장은 이에 대한
대답으로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주어가 초점, 보어와 계사 부분
이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예들은 실제 발화에서도 전제와 초점을 분명하게 구별하여 분석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이는 맥락을 통해 가능해지는 것이
기도 하지만, 특정한 언어 형식에 그 책임이 있기도 하다. 특히 (90나)에서와 같은
분열문은 정보구조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통사적 수단이다.68)
요컨대 초점과 전제의 분석은 단순한 가상의 질문-답변 쌍에 대해서만 이루어지
는 것은 부적절하며 실제 발화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모든 발화에 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실제 발화에서 초
점과 전제는 미명세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명세된 경우를 포착하여 설
명하는 제한적인 관점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에 이어지는 절에서는 초점과 전제
가 명세되는 경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4.2.2. 초점의 표현
범언어적으로 초점을 표시하는 방법은 운율, 형태, 통사 등 다양한 문법 층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양한 언어에서 출현하는 예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91) 가. (Do you know who called the meeting?)
BILL called the meeting. (Gundel & Fretheim 2004: 181)
나. (What is he chewing?)
Tí bà wúm á kwálíngálá.
3SG IPF chew FM colanut69)
‘He is chewing COLANUT.’ (Fiedler et al. 2010: 238)
다. (Who is looking for Ahmet?)
Ahmet-i [F FATMA] ariyor.
Ahmet-acc Fatma seek-3S
68) 분열문에 대해서는 4.3.2절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69) 약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3SG’: 3인칭 단수, ‘IPF’: 미완료(imperfective), ‘FM’: 초점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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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ma is looking for Ahmet.’ (Vallduví & Engdahl 1996: 488)
라. Det var Nielsen som vant.
It was Nielsen REL won
‘It was Nielsen who won.’ (Gundel 2006: 517)

(91가)는 영어에서 핵 강세에 의해 문장의 초점 성분이 표시된 것을 보인 것이다.
(91나)는 아프리카의 서부 차드(West Chadic) 언어인 Guruntum어에서 형태적 초점
표지 ‘a’가 쓰인 예이다. 이는 초점 성분에 선행하여 나타나는데 이 문장에서는 목적
어가 초점임을 알리고 있다. (91다)는 터키어의 예를 보인 것으로, OV가 기본 어순
인데 동사 왼쪽이 초점 위치라고 한다.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초점이 되어 동사 앞
초점 위치에 놓였다. (91라)는 노르웨이어의 예인데 ‘x won’이라는 명제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발화되어 이를 표현하는 관계절이 전제, ‘Nielsen’이 초점이 된다.
한국어에서도 초점을 표현하는 다양한 형식적 자질이 존재한다. (91)에서 보인 각
각의 전략들은 한국어에서 아래 (92)에 차례대로 대응된다.
(92) 가. 한국에 언제 들어왔어? - 그저께 들어왔어요.
나. 누가 꽃을 꺾었어? - 민희가 꽃을 꺾었어.
다. 철수가 교과서를 누구한테 빌려 줬어? - 철수가 교과서를 동생한테 빌려 줬어.
라. 선생님께서 어제 무슨 술을 드셨죠? - 선생님께서 어제 드신 건 와인이에요.

(92가)는 운율적 돋들림을 통해 초점을 현저하게 만든 것이고 (92나)에서는 초점인
주어에 ‘이/가’가 결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92다)는 문장에서 논항이나 부가어 등
의 성분이 여러 개 나올 경우 초점인 요소가 동사 직전 위치에 놓이는 현상에 해당
되고, (92라)는 분열문이라는 특수한 통사적 구성을 통해 전제와 초점을 가르는 전
략을 보인 것이다.
본고는 이 중에서 (92나), (92라)와 같은 조사와 분열문을 중심적으로 논의하려
한다.70) 분열문은 화제와 초점을 함께 다루는 4.3절에서 따로 살펴볼 것이고, 이 절
에서는 조사 ‘이/가’와 ‘을/를’에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이 초점과 관련된다
70) 운율과 어순을 다루지 않는 것은 본고의 말뭉치에 대하여 운율과 통사 층위의 상세한 분석을 수
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 두 형식적 자질이 한국어에서 초점과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최종적으로는 운율과 어순까지 포함하여 초점의 표현 양상에 대
한 전방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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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그 관계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여전히 밝
혀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특히 본고에서 중히 여기는 해석론적 접근법과 표현론적
접근법의 구별을 통해, 이들 형식들과 초점이라는 의미ㆍ기능 범주의 상관관계를 밝
히는 데 집중할 것이다.

4.2.2.1. ‘이/가’
조사 ‘은/는’이 받은 스포트라이트 정도는 아닐지라도, ‘이/가’ 역시 정보구조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받아 왔다. 특히 초점과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이 언급되었
다. 우리는 앞서 4.1.2.2절에서 ‘이/가’ 구가 제시어로 쓰일 수 있고 이때 정언판단의
대상인 화제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가’와 초점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도 함축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제 ‘이/가’가 초점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자
세히 살펴볼 차례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주격 조사로 쓰인 ‘이/가’이다. 가령 ‘너는 도
대체가 왜 그러니?’, ‘옷이 잘 마르지가 않는다’ 등 특수한 맥락에서 보조사처럼 쓰이
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주격 조사인 경우에도 주절 성
분으로서의 ‘이/가’, 그리고 대등접속문 혹은 병렬문의 두 병렬절의 성분인 ‘이/가’만
을 다루고, 종속절에서의 ‘이/가’는 제외한다.71)
우선 초점과 ‘이/가’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이/가’가 초점 표
지라고 보거나 적어도 초점과 깊게 관련된다고 본 논의로 Han, J.(1999), Lee,
C.(2003), 전영철(2005), Oh, C.(2007), 임동훈(2012, 2015) 등을 들 수 있다. 반
면 ‘이/가’가 초점만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비-초점이면서 비-화제인 요소72)도 나
타낸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Heycock(1993, 2008), Choi, H.(1999), 정희원
(2001), Kim, I.(2012, 2013), 박철우(2015)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각각의 입장에서
내세우는 근거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71) 이는 상대적 정보구조를 가지는 명제는 통사적으로 근문에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본고의 시
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잘 알려져 있듯이 ‘은/는’와 ‘이/가’가 가지는 여러 의미들이 종속절에서는
중화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Kuno(1972), Heycock(1993) 등에서도 일본어 ‘wa’와 ‘ga’가 각각
가지는 두 가지 의미의 대립이 종속절에서는 중화된다고 하였다.
72) Vallduví(1990)의 체계로는 ‘꼬리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체계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특별한 범주를 설정하지 않았으나, 초점과 상보적인 부분인 전제를 이루는 요소 중 화제가 아닌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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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가. 책상 위에 책{이, ∅} 있어.
나. 게스트: 정엽 씨도 오세요. - DJ: 제가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이/가’를 평언이나 초점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보는 전영철(2005: 728-9)에서는
(93가)에서 주어에 ‘이/가’가 결합해야 존재문이 되며, 아무 표지가 결합하지 않는 경
우 문장이 성립하기는 하나 이때의 ‘책’은 이미 알려진 실체이지 담화에 도입되는 새
로운 개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반면, Kim, I.(2013: 43-7)에서는 ‘이/
가’가 초점 성분에 동반되어 쓰이는 경우가 있으나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초점 표지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예컨대 (93나)와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의
대화에서 ‘제가’는 초점도 화제도 아닌 요소이다.73)
즉, 기존의 접근법들은 ‘이/가’가 초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
의하지만, 이것이 ‘초점만을’ 나타내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가’가 초점 ‘표지(marker)’인지 아닌지 하는 이분적인 결론을 내
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우선 의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 중시하는 것은
특정 의미ㆍ기능과 형식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형식과 의미가 가지
는 관계의 양쪽 방향을 각각 고려해야 하며, 관계의 긴밀성이 어떠한 정도를 보이는
지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고찰 없이 어떤 형식이 특정 표지라고 혹은 표지가 아니
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일차원적 기술일 위험이 있다.
기존 논의 중에서 형식과 의미의 양방향적인 관계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본고의 시
각과 흡사한 것으로 유유현(2010)을 들 수 있다. 유유현(2010: 62)에서는 ‘이/가’가
단독으로 정보구조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논항-초점 구조’에서 주
어가 초점인 경우 반드시 쓰여 ‘초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는 ‘이/가’와 초점의 관
계가 해석론적 방향에서는 유의미하지 않지만 표현론적 방향에서는 유의미하다는 주
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예를 들고 있다.
(94) 가. 영희가 뭘 먹었니? - 영희가 사과를 먹었어. (유유현 2010: 37 (39))

73) Kim, I.(2013)은 이때의 ‘제가’를 ‘화제’로 보았지만 그의 화제 개념은 우리의 것과 상이하여, 우
리의 체계에서는 이를 화제도 초점도 아닌 전제 부분으로 본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Kim, I.(2012)에서는 Vallduví(1990)의 용어로 이러한 경우의 ‘이/가’ 성분이 ‘non-link’에 해당한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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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누가 자니? - {철수가, #철수, #철수는} 자요. (유유현 2010: 36 (37))

이 논의에서는 (94가)를 통해 ‘이/가’가 주제의 일부, 우리의 술어로는 초점이 아닌
전제의 일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94나)를 통해 주어가 초점인 경우에
는 ‘이/가’가 꼭 쓰여야 한다고 하였다. 전자는 해석론적 방향에서, 후자는 표현론적
방향에서 접근한 것이다.
이 논의는 다른 논의들과 달리 두 방향의 관점을 모두 취하여 초점과 ‘이/가’의 관
계를 포착하려 한 점에서 본고와 같은 맥락에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본고는 유
유현(2010)을 포함한 기존 논의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우선 주어 초점인 경우 ‘이/
가’가 정말 반드시 쓰여야 하는지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94나)의 특정 맥락에서는
대답 문장에서 ‘이/가’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과연 모든 맥락에서 그러한지
의심해 볼 수 있다. 둘째로, 우리는 관계의 방향 외에도 관계의 긴밀성 혹은 절대성
이 어떠한지를 함께 고려할 것이다. 즉, ‘이/가’와 초점의 관계가 절대적인 것인지 아
니면 일반적인 경향성을 보이는 것인지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셋째로, 기존 논의에
서는 ‘이/가’가 초점이 아닌 화제와도 관련된다고 보는 입장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우리는 4.1.2.2절에서 제시어 화제에 ‘이/가’ 성분을 포함하여 ‘이/가’가 화제를 나타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기존 논의에서는 ‘이/가’만을 다루거나, 혹은
‘이/가’와 ‘을/를’을 함께 다루더라도 이 둘 간의 차이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는데, 우
리는 ‘이/가’와 ‘을/를’이 정보구조적 차이를 가진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본격적으로 ‘이/가’와 상대적 정보지위의 상관관계를 밝히기에 앞서, ‘이/가’의 쓰임
이, 보다 정확히는 ‘이/가’와 ‘은/는’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언제나 정보구조를
비롯한 화용론적인 요인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 반례로 보이는 경우는 이를테면 해당 조사구와 서술어가 어떤 특정한 통사
적 구성으로 굳어졌다거나, 어휘적으로 고유한 통사ㆍ의미론적 관계를 가지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95) 가. 그렇다면 이번 사고 때는 이 장치가 제 기능을 못했다는 얘긴데 과연 진실은
뭔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나. 바퀴를 잃은 동체가 활주로에 끌리면서 흰 연기가 치솟고, 왼쪽 엔진도 떨어져
나갑니다.
다. 4개의 활주로가 바다 쪽으로 교차돼 있는 설계에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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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95)의 예들에서 나타난 논항과 서술어의 결합은 ‘논란이 분분하다’, ‘연기가 치솟다’,
‘찬사가 쏟아지다’인데, 이러한 경우 항상 ‘이/가’가 나타났다. 이 외에도 ‘상황이 연출
되다’, ‘주장이 나오다’ 등등 많은 구성들이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구성에서
‘이/가’ 대신에 ‘은/는’이 쓰인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들은 논항과 서술어가 서
로 긴밀한 관계에 놓인 연어 구성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논항에 붙는 조사 역시 관
습적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아, 이러한 환경의 ‘이/가’는 정보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선
택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완전히 정보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논
란은 분분하다’, ‘연기는 치솟다’, ‘상황은 연출되다’가 비문법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
며, 이것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상황을 떠올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결국
(95)와 같은 구성들의 실제 쓰임에서 거의 항상 ‘이/가’만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구성이 정보구조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통합된 단위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
이고 이는 이러한 구성의 의미론적인 특성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추측된다.74)
이제부터는 우리의 말뭉치 자료에서 초점과 ‘이/가’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가장 명백하게 초점과 전제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맥락인 명시적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 담화에서 ‘이/가’가 어떻게 쓰이는
지를 살펴본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일반적으로 초점 논의에서 상정하는 맥락은 실
제 자료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즉, 주어를 초점으로 요구하는 설명의문문이 있
고, 이에 대하여 의문문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한 서술어를 갖춘 문장으로 대답하는
대화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의 자료에서는 단 2개 예를 발견하였는데, 아래와
같이 모두 ‘이/가’가 쓰였다.
(96) 가. 인도에 뭐가 유명해? - 커리가 유명하잖아, 커리.
나. 그때 뭐가 있었대? - 개울이 있었대.
74) 위와 같은 구성은 서술어가 논항의 ‘존재/출현’과 관련된 의미를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고, 이러한
의미론적 특성이 이 구성의 정보구조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생각된다. 전체 초점 문장의 예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유형이 주어 논항의 존재/출현을 나타
내는 경우라는 점도 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위 (95)의 문장들에서도 해당 구성은 정보구조적
으로 초점에 해당한다. 이러한 의미론적 의미와 화용론적 의미의 관계에 대하여 앞으로 더 자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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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가)는 가공대화, (96나)는 자연대화에서 출현한 예인데 고작 2개 예로는 충분하
지 않지만 밑줄 친 부분을 ‘이/가’ 없이 발화하면 자연스러움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이는 화자마다 직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실제 발화에서
명시적 질문에 대한 대답 문장의 주어가 초점인 경우 ‘이/가’가 결합한 예만 나타났
다는 사실을 보이는 정도로 해둔다.
이제는 이렇게 초점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질문-답변 쌍 외의 맥락에서의 양상을
확인하도록 한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맥락에서 초점과 전제의 구조를 특정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다른 구조로 해석할 가능성이 최소인 예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논의할 것이다.
우선 해석론적 관점에서 ‘이/가’와 초점의 관계를 알아본다. ‘이/가’가 초점을 나타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논의에서도 그러하였듯이 이론의 여지가 없
다. 앞에서 본 (93가), (94나)와 같은 문장에서도 ‘이/가’가 초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가’가 초점 표지라고 하지 않는 관점에서도 이러한 문장에서의 ‘이/가’가 초점을
나타낸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관건은 ‘이/가’가 쓰였는데 그것이 초점
이 아니고 전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하는 문제이다. 즉, (93나), (94가)와 같
은 쓰임을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많은 예가 발
견되지는 않았으나 아래와 같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97) 가. A: 언니 친구 선물 살 뭐 사 줬어요?
B: 아::
A: 생일 때?
B: 내가 삔을 샀다,
나. A: 니가 한 일이 뭐가 있어. 솔직히 얘기를 해 봐.
B: 옆에서 자 줬잖아 내가::.
다. A: 그때 보니까 이메일도 막, 스페인어로 막 B: 그때 그건 뭐~, 쫌 쉬운 문장들만 내가 쓰는 거지.
라. 아니야 둘이 이상했어.

(97가~라)는 밑줄 친 ‘이/가’ 성분의 상대적 정보지위가 초점이 아니라 전제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인데, (97라)를 제외하면 모두 화자를 나타내는 1인칭 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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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 ‘이/가’가 결합한 ‘내가’가 전제의 일부를 이루는 경우이다. 우선 (97가)는 목적
어가 질문의 대상인 명시적인 설명의문문이 존재하고 그에 대한 대답 문장이라는 점
에서 ‘이/가’ 성분의 상대적 정보지위를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때
목적어인 ‘삔을’이 초점이고 문장의 나머지 성분은 ‘내가 x를 샀다’라는 열린 명제에
해당하는 전제에 속한다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 문장은 ‘이/가’가 초점이 아닌 전제를
나타낸 경우라고 할 수 있다.75) (97나) 역시 명시적인 설명의문문과 그에 대한 대답
으로 구성된 발화인데 대답에서 후보충 성분인 ‘내가’는 질문을 통해 전제의 일부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7다)의 ‘내가’는 마치 간투사 같이 문장의 중간에 자유롭
게 삽입되어 있다. 두 대화참여자는 밑줄 친 ‘나’가 가리키는 참여자가 남미에서 체류
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중인데, 특히 이 시점에서는 ‘나’가 스페인어를 잘 구사한
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에, 해당 문장의 상대적 정보구조를 어떤 특정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이때의 ‘내가’는 초점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97라)
는 여러 명의 대화참여자들이 발화 상황에 존재하지 않는 다른 두 인물(‘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맥락인데, 이때 ‘둘(이)’은 (97다)의 ‘내(가)’와 마찬가지로, 담화의 주
제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그 상대적 정보지위가 전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가’가 비-초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4.1.2.2절에서 본 ‘이/가’ 제시어
화제의 예로도 뒷받침된다. 해당 예를 다시 제시하도록 한다.
(98) 가. (회사 취업 면접 상황에서 구직자가) 제가요, 어떻게든 나가야 되거든요.
나. (어떤 대화참여자의 옷 입는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맥락에서, 특정 옷에
대한 대화에서) 아 그래서 그:: 그 옷이::, 심지어 니 팔에도 약간 길게 그렇게
나왔잖아?
다. A: 어차피 해원이, 우리 조카 이름이거든?
B: 응::,
A: 해원이가, 출발하자고 하면은, 정시에 출발하는 얘가 아니거든. 밍기적:: 대
다가 막. (=4.1.2.2의 (48))

75) (97가)는 명시적 질문과 그에 대한 대답으로 구성되어 초점 판별이 용이하게 이루어진 경우인데
이는 앞의 (96)과 구분된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명시적 질문과 대답으로 초점을 판별할 수 있
다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96)은 대답 문장에서 주어가 초점인 경우이고 (97가)는 주어가 비-초
점, 즉 전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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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논의하였듯이, 위의 밑줄 친 ‘이/가’ 성분들은 모두 정언판단의 대상으로서의 화
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따라서 비-초점인 전제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실제 발화에서 (97), (98)과 같이 ‘이/가’가 전제 요소에 결합하는 경우들이 상당
수 발견되고, 이는 해석론적 관점에서 ‘이/가’와 초점이 절대적인 관계는 아니라는 것
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이/가’와 초점의 관계를 표현론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기로 한다. 우선 주
어가 초점이고 이것이 ‘이/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어가 초점인데 ‘이/가’가 쓰이지 않은 경우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76)
이러한 경우는 다시 주어가 ‘이/가’ 외의 다른 보조사와 결합하는 경우와 아예 아
무런 조사 없이 무조사구로 나타나는 경우로 나뉘는데, 우리는 이 중 후자의 경우만
을 고려하고자 한다. 전자의 경우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이/가’와 초점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반례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화자가 주어진 명사구에 어떤 보조사를
결합하여 발화하는 것은 해당 보조사가 가지는 특수한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는 것인
데, 이러한 의도는 상대적 정보구조를 명시하고자 하는 의도에 우선한다(override).
예컨대 ‘철수만 학교에 왔다’라는 문장에 대하여 주어에 ‘이/가’가 결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어떤 정보구조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다. ‘만’의 의미를 나타
내고자 하는 것이 (만약 ‘이/가’가 초점 표시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초점과 전제의
표시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보다 중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무조사구로 나타난 경우만을 고려하고자 한다. 주어가 초점이지만 무
조사구로 나타난 경우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예를 찾을 수 있다.
(99) 가. A: 준혁이, 오늘 우리 집 오기로 했다.
B: 왜?
A: 동네 아줌마 아저씨들 계모임에서 온천 간대.
나. 아 참, 퐁듀 좀 만들어야 되는데. 냉동실 보면 수제 치즈 있거든? 거기에 화이
트 와인 좀 넣고 녹여줄래?
다. 알바 새로 들어왔더라? 예쁘던데?
라. A: 나 좋다는 남자애들 다 뿌리치고 어쩌다 당신이랑.
76) 주어가 초점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것은 주어진 문장에서 주어만이 초점에 해당하는 경우와 주어
를 포함한 더 넓은 영역이 초점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것이다.

- 223 -

B: 아, 애 듣잖아.

(99)는 모두 초점인 주어가 ‘이/가’가 아닌 무조사구로 실현된 경우에 해당한다. (99
가, 나)에서 밑줄 친 주어는 선행 문장을 통해 그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가 담화구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며 상대적 정보지위의 관점에서도 상대적으로 주어진 요
소인 전제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99가)의 해당 문장은 전체 초점이며 (99
나)는 존재적 제시문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99다)는 새로운 담화주제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문장으로, 역시 이전 맥락에 ‘알바’가 언급되거나 그 실체가 물리
적으로 발화 상황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절대적 정보지위가 담화-신
이며, 상대적 정보지위로도 전체 초점 문장에 해당된다. (99라)의 ‘애’는 부부 사이인
화청자의 딸아이를 가리키는데 이는 발화 상황에 존재하는 활성적 실체라는 점에서,
앞의 예들과 달리 절대적 정보지위가 담화-구인 경우이다. 하지만 절대적 정보지위
가 구정보 지위를 가진다고 하여 이것이 상대적으로도 반드시 전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 맥락이 ‘애’에 대한 것으로 해석되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이 성분은 초점으
로 볼 수 있다. 즉, (99)는 초점으로 보이는 주절 주어 성분이 ‘이/가’ 구가 아닌 무
조사구로 실현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77)
이상으로 (97)~(99)와 같은 말뭉치 출현 예들을 통해, ‘이/가’와 초점의 상관관계
가 표현론적으로나 해석론적으로나 모두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모든 주절 혹은 병렬절의 주어 ‘이/가’가 초점인 것도 아니고((97), (98)), 초점인 주
절 주어 성분이 모두 ‘이/가’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99)).
지금까지는 ‘이/가’와 초점의 관계를 표현론적 접근법과 해석론적 접근법의 양방향
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이제는 이 관계의 긴밀성의 정도에 대하여 생각할 차례이다.
앞선 논의를 통해 어떠한 방향에서도 ‘이/가’와 초점의 관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
는 점이 드러났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정도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앞서 보았듯이 말뭉치에서 초점과 전제를 분석해
내는 것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양적 분석을 수행하
지는 못하였지만, 말뭉치 검토를 통한 추정을 제시하도록 한다.
우선 표현론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초점 주어가 ‘이/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

77) (99)는 모두 대화 사용역에서 출현한 것이다. 주어가 무조사구로 실현되는 것이 TV 뉴스에서는
극히 드물고 학술문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 224 -

만 초점 주어가 ‘이/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주어는 앞
서 보았듯이 ‘이/가’뿐만 아니라 상대적 정보구조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 다른
여러 보조사구나 무조사구로도 나타날 수 있다. 주어이면서 초점인 것이 ‘이/가’로 나
타나는 경우가 많기는 하겠으나 다른 대안적 형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
할 것이다. 즉, ‘이/가’와 초점은 표현론적 관점에서 확률적으로 상당히 긴밀한 관계
를 가진다고 보기는 힘들다.
해석론적 방향에서 생각해 보면, 근문 주어인 모든 ‘이/가’가 초점으로 해석되는 것
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가 대다수일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말뭉치 분석에서 위에
서 든 (97), (98)의 예들을 포함한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가’와 초점은 표현론적 관점보다는 해석론적 관점에서 확률적으로
더욱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이/가’와 초점의 관계를 따질 때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
은, 실제 발화의 총체에서 상대적 정보구조의 두 범주인 초점과 전제에 각각 해당하
는 발화 부분의 비율이 매우 불균형적이라는 사실이다. 4.3.1절에서 자세히 논의하겠
지만, 실제 발화를 분석해 보면 전제에 비해 초점이 더 흔하고 무표적인 것으로 나타
난다. ‘이/가’와 초점이 표면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이들의 특정한 관계
에 따른 특성이 아니라 이러한 초점의 무표성 또는 일반성 때문인 것일 수 있다.78)
만약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가’나 ‘을/를’만이 아니라 다른 조사나 더 나아가
다른 문법적 단어 혹은 구성 등도 모두 초점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부적절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예컨대 주어가 아닌 보어를 나타내는 ‘이/가’를 생각해 보
자. 주절 혹은 병렬절에서 보어인 ‘이/가’ 성분 역시 정보구조적으로 전제인 경우보다
초점인 경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리고 반대 방향에서, 즉 초점인 보어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 역시 다른 형식보다 ‘이/가’로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하
지만 그렇다고 이때의 보격조사 ‘이/가’를 초점 ‘표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
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주어 ‘이/가’도 마찬가지이고 뒤에서 살펴볼
목적어 ‘을/를’ 역시 마찬가지이다.79)
78) 발화에서 초점과 전제의 비율은 사용역에 따라 양상이 다를 수 있으나, 적어도 우리가 주된 논의
대상으로 삼은 세 가지 사용역, 즉 대화, TV 뉴스, 학술문에서는 모두 초점에 해당하는 발화 부분
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9) 이는 보격조사 ‘이/가’뿐만 아니라 다른 격조사와 결합한 성분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주절
혹은 병렬절의 성분으로서의 ‘에서’, ‘와/과’, ‘로’ 등의 구도 전제보다는 초점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
을 것이고, 각각의 명사구가 초점인 경우 다른 형식들보다 이 조사들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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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이/가’와 초점의 상관관계는 단순한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평가도 대조
되는 형식이나 의미ㆍ기능과의 비교를 통해 넓은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우
리는 초점 ‘표지’라는 개념이 너무 단순하다는 점에서 회의를 가진다고 한 바 있다.
‘이/가’는 근문의 주어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초점과 비-초점
을 아우르므로, 이것을 ‘초점 표지’라고 부르는 것은 본질을 호도할 위험이 있다. 단,
‘이/가’와 초점이 확률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이는 특히 해석
론적 관점에서 두드러진다는 것을 보였다. 그러나 실제 사용된 문장의 대부분이 초점
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관계의 의의는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할 필
요가 있다.

4.2.2.2. ‘을/를’
위에서 ‘이/가’와 초점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본 것처럼, 여기에서는 ‘을/를’과 초점
의 관계를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기존 논의에서는 대부분 ‘이/가’
와 ‘을/를’을 묶어서 이들을 정보구조적으로 동질적인 것으로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
다. 즉, ‘이/가’를 초점 표지 혹은 그에 준하는 형식으로 다루는 관점에서는 ‘을/를’도
논의에 포함시킨다면 ‘을/를’ 역시 ‘이/가’와 같은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
러나 이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고가 가지는 문제의식이다. 이에, 앞서 ‘이/
가’와 초점의 관계를 파악할 때 고려했던 사항들을 ‘을/를’에 대해서도 논의하되, ‘이/
가’와의 비교도 함께 행하기로 한다.
‘이/가’를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을/를’ 역시 목적어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논의 대
상에 포함시킨다. 특수한 의미를 가지고 보조사처럼 사용되는 경우, 예컨대 ‘강아지
가 밥을 잘 먹지를 않아’와 같은 쓰임은 배제한다. 또한 목적어인 경우에도 주절 성
분으로서의 ‘을/를’이나 대등접속문 혹은 병렬문의 두 병렬절의 성분인 ‘을/를’만을 다
루고, 종속절에서의 ‘을/를’은 제외한다.
우선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앞서 ‘이/가’와 초점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보다도 더 관
련 논의가 소략한 것으로 보인다. ‘을/를’을 언급하지 않고 ‘이/가’만을 논의하거나,

이다. 그런데 이들은 의미격
은 곤란하다. 의미격 조사는
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기
나타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가 가능하다.

조사이기 때문에 구조격 조사인 ‘이/가’나 ‘을/를’과 단순 비교하는 것
정보구조 등의 화용론적인 성격과 상관없이 거의 항상 생략(비실현)
때문이다. 반면 주어와 목적어는 ‘이/가’와 ‘을/를’이 생략(비실현)되어
이들이 나타난 경우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정보구조적인 논의

- 226 -

‘을/를’을 함께 언급하더라도 ‘이/가’와 별개로 어떤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단지 같은
격조사라는 이유로 논증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가’와 ‘을/를’이 문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보구조적으로도 어떤 공통점을 가진다는 것, 즉 ‘을/를’ 역시 초점과
긴밀히 연관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우리의 자료로도 뒷받침되는 사실이지만, 좀
더 세밀한 관찰이 요구된다.
이제 우리의 말뭉치 자료에서 초점과 ‘을/를’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나타나
는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우선, 가장 명백하게 초점과 전제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맥락인 명시적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 담화에서 ‘을/를’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살
펴본다. ‘이/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초점 논의에서 상정하는 맥락은 실
제 자료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즉, 목적어를 초점으로 요구하는 설명의문문이
존재하고 이에 대하여 의문문에서와 동일한 서술어를 갖추어 대답하는 대화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우리의 자료에서는 아래와 같이 단 3회의 예가 나타났는데, 이 중
에서 ‘을/를’이 나타난 것은 하나였고 나머지 두 경우에는 무조사구가 쓰였다.
(100) 가. A: 흠. 언니 친구 선물 살 뭐 사 줬어요?
B: 아::,
A: 생일 때?
B: 내가 삔을 샀다,
나. A: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뭔데?
B: 원래는 런닝머신 처음에 하는데,
다. 쫄래쫄래 딱 갔는데 아빠가 ‘뭐 샀냐?’ 그래 가지구, ‘뭐~ 살 게 없어서 그냥
나시티 하나랑 바지 샀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막,

(100)은 모두 자연대화에서 출현한 것으로, (100가)에서는 목적어 초점에 ‘을/를’이
쓰였고 (100나, 다)에서는 아무 조사도 쓰이지 않았다. 고작 3개의 예를 통해 어떤
일반화를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와의 차이가 감지된다. 앞서
‘이/가’의 경우에는 이러한 명시적 질문에 대한 대답 문장에서 초점인 주어가 ‘이/가’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없었고 거기에서 ‘이/가’를 삭제하면 조금 어색해지는 반면에,
‘을/를’은 목적어 초점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위와 같이 발견되는 것이다.
이제는 이렇게 초점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질문 답변 쌍 외의 맥락에서의 양상을
확인하도록 한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맥락에서 초점과 전제 구조를 특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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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를 찾아 이를
바탕으로 논의할 것이다.
우선 해석론적 관점에서 ‘을/를’과 초점의 관계를 알아본다. ‘을/를’이 초점을 나타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존 논의에서도 그러하였듯이 이론의 여지가 없
다. (100가)와 같은 실제 발화된 문장뿐만 아니라, 앞서 든 (1가)의 예(‘철수가 무엇
을 먹었니? - 철수가 [토마토를] 먹었어.’)처럼 기존 논의에서 상정하는 많은 단순
한 맥락에서 목적어 초점은 ‘을/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관건은 ‘을/를’이 쓰였는데
그것이 초점이 아니고 전제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지 하는 문제이다. 우리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많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101) 가. A: 사무실? 그 냄새나는 소극장? 내가 애들 좀 풀었다.
B: (사무실을 둘러보고는) 애들을 많이 풀었네.80)
나. A: 이영재! 바쁘냐? 며칠 동안 있으면서 전화도 한 통 안 하냐? 한 번도 먼저
전화 안하더라?
B: 용건이 있어야 전화를 하지.
다. 어떤 색깔의 선글라스가 파란빛을 잘 차단하는지 미국 안경협회 실험을 재연
해 봤습니다. 검은색이나 분홍색 선글라스보다는 짙은 황색이나 초록색 선글라
스가 파란빛을 더 잘 차단합니다.
라. 중세 국어와 관련해서는 상대 높임법의 등급에서 기술 내용의 차이가 발견된다.
한영목 외(2012: 318)는 상대 높임법의 등급을 ‘라체, 야쎠체, 쇼셔체, 반
말체’의 4등급으로 설명한 반면 이삼형 외(2012: 308)는 상대 높임법의 등급을
‘쇼셔체, 야쎠체, 라체’의 3등급으로 설명하여 불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101가)에서 B의 발화는 A의 발화를 통해 ‘(소극장에) 애들을 풀었다’가 전제로 주
어져 있고 ‘애들을 푼 정도’인 ‘많이’가 초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밑줄 친
‘을/를’ 성분이 비-초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101나)에서도 A의 발화를 통해 B의
문장에서 ‘용건이 있어야’가 초점으로 기능하고 ‘전화를 하지’는 전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01다)는 TV 뉴스의 예인데 첫 번째 문장을 통해 ‘어떤 색깔의 선글라
스가 파란빛을 잘 차단하는가?’와 같은 암시적 질문이 환기된다고 볼 수 있고, 이에
80) 사실 A와 B의 이 발화는 같은 발화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아니고 A의 발화와 B의 발화 사
이에 장면이 바뀐 경우이지만, B의 이 발화는 선행하는 A의 발화를 마치 같은 발화 상황에서 주
어진 것처럼 가정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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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대답으로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 문장에서 주어인 ‘짙은 황색이나 초록색 선글
라스(가)’에 초점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여기에서 ‘x 색깔의 선글라스가 파란
빛을 잘 차단한다’는 열린 명제를 전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밑줄 친 ‘파란빛을’은 비
-초점에 해당한다. (101라)는 학술문의 예인데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논의에 따라
상대 높임법의 등급에 대한 기술 내용의 차이가 있다’는 명제가 주어지고, 두 번째
문장은 ‘여러 논의들’ 중 ‘한영목 외(2012)’와 ‘이삼형 외(2012)’를 화제로 삼아 각각
이 상대 높임법의 등급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단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두 번째 문장은 의미ㆍ기능적으로 대등접속문에 가까운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ㄴ 반면’이 서로 대조되는 두 절을 연결하고 있는데, 이때 앞절을 통해 ‘x에
서는 상대 높임법의 등급을 y로 설정하였다’와 같은 명제가 주어지게 되어, 뒷절의
밑줄 친 목적어가 전제의 일부를 이룬다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표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목적어가 초점이고 이것이 ‘을/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목적어가 초
점인데 ‘을/를’이 쓰이지 않은 경우가 있느냐 하는 것이다.81) 앞에서 ‘이/가’에 대해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을/를’ 외에 다른 방식으로 실현되는 경우는 다른
보조사가 결합한 경우도 포함되겠지만, 우리는 아무 조사도 결합하지 않은 경우에 집
중하기로 한다. 보조사가 나타내는 어휘특정적인 의미는 상대적 정보구조보다 우선적
으로 고려되어 표현될 것이기 때문에, 보조사가 결합한 목적어의 존재가 ‘을/를’과 초
점 혹은 전제의 어떤 관계를 말해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목적어가 초점
인데 무조사구로 나타난 경우를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예를 찾을 수 있었다.
(102) 가. A: 녹즙 먹고 해요. 정신 맑아질 거야.
B: 응, 놔둬.
A: 아 그리구 다음 주 화요일에 대명식품 김기만 이사랑 골프 약속 잡았어
요, 부부동반으로.
B: 김 이사 시간 된대?
A: 뭐, 와이프가 된다고 했으니깐, 없어도 내겠죠?
나. A: 내가 말년에 가게세 받아가며 연금 타먹으면서, 편안하게 해외여행이나 다
닐 줄 알았더니만은, 생활비는 받진 못할망정 주고 앉았으니.
81) 목적어가 초점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것은 주어진 문장에서 목적어만이 초점에 해당하는 경우와
목적어를 포함한 더 넓은 영역이 초점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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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러게요. 어머니두 참 짜증나시겠어요.
A: 현관에 반찬 좀 싸놨다. 가져가거라.
B: 감사합니다.
다. 근데 우리 내가 생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일 학년 때가 기인이었어. 일 학
년 때 우리 둘이 이렇게 서로 손 마주잡고 다니면서 서로 이~ 나는 소설 쓴
거, 아니 나는 저~ 그~ 수필이나 소설 쓴 거 보여주고 얘는 시를 좀 썼어 그
래서 서로 보면서 (…)
라. 돼지바 먹을래. - 나두 나두.

(102)는 모두 대화에서 출현한 문장으로, (102가, 나)는 가공대화, (102다, 라)는
자연대화의 예이다.82) 우선 (102가)는 퇴근한 남편(B)과 아내(A)가 저녁 시간에 집
에서 나누는 대화인데 밑줄 친 부분이 포함된 문장의 앞뒤 발화들과 대화 상황을 통
해, 이 문장이 표현하는 단언 전체가 초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밑줄 친
목적어 ‘골프 약속’ 역시 초점에 해당하는데, ‘을/를’ 없이 나타나 있다. (102나)는 시
어머니(A)와 며느리(B)의 대화인데 여기에서도 ‘현관에 반찬 좀 싸놨다’라는 문장에
서 전제인 부분은 찾기 힘들고 전체가 초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목적어 ‘반찬’이
초점인데 ‘을/를’이 없이 나타나 있다. (102다)는 친구들 사이의 대화로 여기에서 화
자는 자신이 대학교 1학년일 때의 일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밑줄 친 목적어들이
초점에 해당하고 역시 ‘을/를’ 없이 표현되어 있다. (102라)는 친구들이 가게에 아이
스크림을 사먹으러 가서 나누는 대화인데 첫 번째 문장에서 서술어인 ‘먹을래’는 전
제된 요소라고 볼 가능성도 있지만 밑줄 친 목적어 ‘돼지바’는 초점이라는 것이 분명
하다. 즉, (102)는 모두 초점인 목적어가 ‘을/를’ 없이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을 보여준다.
이상으로 (101), (102)와 같은 말뭉치 출현 예들을 통해, ‘을/를’과 초점의 상관관
계가 표현론적으로나 해석론적으로나 모두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주절 혹은 병렬절의 목적어 ‘을/를’이 반드시 초점인 것도 아니고((101)), 초점인
주절 주어 성분이 반드시 ‘을/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102)). 이는 앞서 본 ‘이/
가’와 같은 양상이다.
이제 ‘을/를’과 초점의 관계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확률적으로는 유의미한 관
82) 초점인 목적어가 무조사구로 실현되는 것은 TV 뉴스에서는 극히 드물고 학술문에서는 거의 불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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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 것인지 생각할 차례이다. 이 점에서 ‘을/를’은 ‘이/가’와 마찬가지로, 형식과 의미
의 양방향 관계에서 모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이 중 특히 해석론적 관점에서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즉, 목적어가 초점인 경우 ‘을/를’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을/를’이 동반된 목적어는 정보구조적으로 그 성분이 초점에 속
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때 역시 ‘이/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 발화의 총체에서 상대적 정보구
조의 두 범주, 초점과 전제에 각각 해당하는 발화 부분의 비율이 불균형적이라는 사
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을/를’과 초점이 해석론적으로 높은 상관관계
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특정 관계 자체에서 기인한다기보다는, 실제 발화에서
전제에 비해 초점이 더 흔하고 무표적이라는 것에서 기인한 것일 확률이 높다.83)
그런데 초점과의 상관관계에서 ‘을/를’이 보이는 양상이 ‘이/가’의 경우와 차이를 가
지는 부분이 관찰된다. ‘을/를’이 쓰였는데 초점이 아닌 경우는 드물지만, 목적어가
초점인데 무조사로 표현되는 경우는 ‘이/가’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상당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우리의 말뭉치 자료에서 자연대화와 가공대화의 텍스트 하나씩을 표본으로 삼아
조사한 결과, 주어가 초점인데 무조사로 나타난 경우는 17회, 목적어가 초점인데 무
조사로 나타난 경우는 34회였다.84) 기존 논의에서도 정보구조나 초점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격조사 생략과 관련해서 주어와 목적어에서 비대칭성이 발견된다
고 관찰한 경우가 종종 있다(김건희ㆍ권재일 2004, 홍정하 2010 등). ‘이/가’보다
‘을/를’의 생략이 빈번하다는 것이 일관된 관찰이다.
또한 목적어를 질문의 대상으로 하는 설명의문문에서 ‘을/를’이 빠지는 것이 흔하
다는 점도 이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설명의문문에서는 의문사 성분
이 문장의 초점으로 이해되는데, 주어가 의문사인 경우와 달리 목적어가 의문사로 나
타나는 경우 ‘을/를’이 더 빈번히 생략된다. 우리의 말뭉치에서 주어를 의문의 대상으
로 하는 경우에는 ‘뭐가’, ‘누가’ 등의 형식으로 나타나 항상 ‘이/가’가 동반되었는
데,85) 목적어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을/를’이 쓰이지 않은 가공대화의 예들이 나
83) 이에 대해서는 4.3.1절에서 다시 언급할 것이다.
84) 표본으로 삼은 텍스트는 자연대화에서는 ‘5CT_0013’, 가공대화에서는 영화 <B형 남자친구>이
다.
85) 주어가 의문사인 설명의문문에서도 주어가 복수의 실체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누구누구’처럼 ‘이/
가’ 없이 나타난다.
(i) 저 근데 오늘 별장엔 누구누구 와요? - 아, 저 친한 선배랑, 이 아는 동생이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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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103) 가. 맞추면 뭐 줘? - 내 사랑.
나. 아 저, 뭐 드릴까요? - 아 뭐 낙지 하나 소주 하나 주세요.
다. 어르신, 진지 드셨어요? - 먹었지. - 뭐 드셨어요?

초점과 관련된 주어와 목적어의 비대칭성은 다른 언어들에서도 발견된다. Chiarcos
et al.(2009), Fiedler et al.(2010) 등에 의하면 초점 표지를 가진 아프리카 언어들
에서 주어 초점과 목적어 초점 표시 간에 비대칭성이 발견된다고 한다. Fiedler et
al.(2010)에서는 세 가지 서아프리카 언어군 Gur어, Kwa어, (서부) Chadic어에서 주
어 초점과 비주어 초점을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비해 항상 특별한 언어적 부호화
를 요구한다는 일반화를 내렸다. 여기에서 예로 든 많은 언어들 중에서 아프리카 서
부의 베냉에서 주로 사용되는 Fɔn어를 가져와 보기로 한다.
(104) 가. Q: Who ate the beans?
A: nyɔˋnú ɔˋ *(wɛˋ) ɖù àyìkún.
woman DEF FM eat bean
‘The woman ate the beans.’ (Fiedler et al. 2010: 245)
나. Q: What did the woman eat?
A1: é ɖù àyìkún.
3SG eat bean
A2: àyìkún (wɛˋ) nyɔˋnú ɔˋ ɖù.
beans (FM) woman DEF eat
‘The woman ate beans.’ (Fiedler et al. 2010: 237)

(104가)는 주어가 초점, (104나)는 목적어가 초점인 맥락의 문장이다. 각각 초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하였다. (104가)에서는 초점 성분이 전치되어 있고 초
점 표지 ‘wɛˋ’가 필수적으로 나타난다. 반면 (104나)에서는 특별한 통사적 전략이나
형태 표지가 없는 A1로 대답할 수도 있고, (104가)처럼 초점 성분을 전치시킨 A2로
대답할 수도 있는데 이때 초점 표지 ‘wɛˋ’의 출현은 수의적이다. 이러한 예는 목적어
가 초점인 경우는 주어가 초점인 경우보다 유표적인 표시가 덜 나타난다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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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준다. 이 언어와 한국어는 초점 표지 혹은 관련 형식의 속성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만, 우리말에서도 목적어 초점에 ‘을/를’이 결합하는 빈도가 주어 초점에 ‘이가’가 결
합하는 빈도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이러한 유형론적인 관찰과 연관지을 가능
성이 있다.
요컨대, ‘을/를’은 초점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이/가’와 마찬가지로 해석론적 관점에
서 살펴볼 때 확률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실제 사용된 문장의 대부분 요
소들이 초점을 나타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의 의의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가’와 차이를 가지는 점이 발견되는데, 초점인 목적어가 ‘을/를’로
실현되지 않는 비율이 초점인 주어가 ‘이/가’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다는 점이다. 이는 범언어적으로 주어와 목적어가 가지는 초점 표시의 비대칭성
과 관련된다.

4.3. 화제와 초점
4.3.1. 화제와 초점의 관계
상대적 정보구조의 두 가지 주요 범주로 화제와 초점을 앞서 각각 살펴보았다. 이
제는 이들의 관계를 논함으로써 상대적 정보구조에 대한 이해를 보다 넓힐 차례이다.
화제와 초점은 문장에서 대하여성을 가진 정언판단의 대상과 그것에 대해 말해지
는 새로운 정보 요소로서 그 개념상 상호배타적인 관계에 놓인다. 즉 문장의 어떤 성
분이 화제이면서 동시에 초점이라고 판별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들은 상보적인 관계를 가지지는 않는다. 앞선 우리의 화제 개념에 따르면
이 점이 자연스럽게 도출된다. 언어 형식과 기능의 상관성, 특히 특정한 형식에 일관
되게 반영되고 표현되는 의미나 기능에 대한 설명을 중시하는 본고의 입장에서, 우리
는 초점을 우선 정의하고 그 나머지인 전제 혹은 QUD(question under discussion)
를 화제나 화제 유사 개념으로 규정하는 입장과 달리, 문두 ‘은/는’으로 대표되는 정
언판단의 대상으로서의 화제를 양각해 내었다. 이에, 문장에서 화제도 초점도 아닌
요소가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떤 성분이 화제이면 비-초점이고 초점이면 비-화제이지만, 비-초점
이라고 해서 반드시 화제인 것은 아니며 비-화제라고 모두 초점인 것은 아니다. 화
제는 앞서 보았듯이 비-초점 부분 가운데 특수한 일부, 즉 정언판단의 대상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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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화제와 초점을 문장에서의 필수성 측면에서 생각해 보도록 한다. 우선 화제는
문장이 전달하는 명제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모든 문장이 화제를 가진다는 입
장을 취하는 논의들이 있으나 그들의 화제 개념은 우리의 것과 상이하다. 예컨대 모
든 진술은 화제를 가진다고 보는 Strawson(1964)에서의 화제는 주어진 진술에서 관
심의 중심인 것 혹은 진술이 그것에 대한 것 등으로 다소 모호하게 정의되는 개념이
고, 이와 비슷하게 Erteschik-Shir(2007)에서는 화제를 ‘진리치 평가의 중심축’으로
정의하고 모든 문장은 진리치 할당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문장이 화제를 가
진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의 화제는 앞서 보았듯이 정언판단의 대상 개념이고 이는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가 가지는 인지적ㆍ화용론적 구조의 한 요소로서 문장에서 필
수적인 것은 아니다.
한편 초점은 문장이 전달하는 명제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발화에 나타나는 문장
들 중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것에서, 상대적인 신정보를 나타내는 요소인 초
점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공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Vallduví(1990:
57-58), Lambrecht(1994: 236), McNally(1998), Gundel & Fretheim(2004: 1.3
절), 전영철(2006: 177) 등 대부분의 논의들이 이러한 관점을 취한다.
그런데 명제를 표현하는 문장의 표면 형식에서는 초점 요소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앞서 화제 표현들이 다른 요소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문장을 구성하
는 쓰임을 가진다고 한 바 있는데, 그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4.1.2.3절에
서 다룬 ‘언어학자들이란.’이라는 문장은 화자의 ‘언어학자들’에 대한 경멸감을 표현
한다는 점에서 신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분명히 가지지만, 표면의 문장에는 화제만
이 나타나 있다. 이는 정언판단의 대상에 대한 서술부가 생략된 구성이라고 할 수 있
다. 즉,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에는 상대적인 신정보인 초점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하지만, 표면에 실현된 문장에서는 화제만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볼 수 있다.86)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상대적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가능한 문장 유형들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화제와 초점을 모두 가진 문장은 그것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그 외의 전제 요소까지 포함된 경우로 나뉜다. 그리고 화제가 없지
만 전제를 가지고 초점을 가진 문장이 가능하다. 또한 초점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화제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가능할 것이다. 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86) 그렇다면 이론적으로는 초점은 실현되어 있지 않고 화제와, 화제도 초점도 아닌 전제 요소가 함
께 실현되는 ‘[[화제] 전제]’와 같은 정보구조를 가진 문장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러한
문장을 우리의 자료에서 찾을 수 없었고 가공의 문장을 상정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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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상대적 정보구조에 따른 문장 유형
가. [화제+초점]. 화제와 초점으로 구성된 문장.
예: (너는 뭐했어?) - [나는]화제 [방에서 자고 있었어]초점.
나. [[화제] 전제]+초점]. 화제, 초점, 그리고 화제도 초점도 아닌 전제 요소로 구성
된 문장.
예: (너는 방에서 뭐했어?) - [[나는]화제 방에서]전제 [자고 있었어]초점.
다. [전제+초점]. 화제가 없이 전제와 초점으로 구성된 문장.
예: (누가 방에서 자고 있었지?) - [내가]초점 [방에서 자고 있었어]전제.
라. [초점]. 전제가 없고 문장 전체가 초점인 문장.
예: (학교에 왜 사람이 없지?) - [오늘부터 방학이거든]초점.
마. [화제]. 초점이 없고 문장 전체가 화제인 문장.
예: (국회에서 의원들이 몸싸움을 벌였다는 뉴스를 듣고 나서) [정치인들이란]화제.

이와 같은 상대적 정보구조에 따른 문장 유형의 체계는 기존의 다른 주요 논의들
에서 설정한

체계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별된다.

우선

Vallduví(1990)와

Lambrecht(1994)는 화제와 초점을 상보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제3의 요소를 인정한
다는 점에서 우리의 체계와 공통점을 가지지만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또한 앞
서 화제에 대한 논의에서 일부 다루어진 정언문과 단언문의 구분도 (105)의 분류와
비교할 만하다.
우선 Vallduví(1990)는 문장의 정보구조가 연결부, 초점, 꼬리부로 구성된다고 보
고, [연결부+초점], [연결부+초점+꼬리부], [초점], [초점+꼬리부]의 네 가지 정보
구조에 따른 문장 유형을 제시하였다. Lambrecht(1994)는 문장의 정보구조를 구성
하는 주요 범주로 화제와 초점을 상정하는데 문장에서 화제도 초점도 아닌 요소를
인정하였으며, 문장에서 어떤 성분이 초점인지를 기준으로 문장을 서술어 초점 문장,
논항 초점 문장, 전체 초점 문장의 세 유형으로 나누었다. Vallduví(1990)의 연결부,
초점, 꼬리부, 그리고 Lambrecht(1994)의 화제, 초점, 그리고 그 나머지 요소는 각
각 우리의 화제, 초점, 그리고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전제 부분에 거의 대응된
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우리와 다른 화제 개념을 취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전제나 꼬리부, 초점의 외연 역시 우리와 다르고, 문장의 표면 형
식에 화제만이 나타난 유형도 인정하는지의 여부에 있어 본고와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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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언문과 단언문의 구분은 Kuroda(1972)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서 화제 개념을
정언판단의 대상으로 확립하는 4.1.1절에서 살펴본 바 있다. 정언문(categorical
sentence)은 논리적 의미의 주어를 인식하는 행위와, 그 주어에 대해 서술어가 표현
하는 것을 긍정 혹은 부정하는 행위, 이렇게 두 개의 구별된 행위로 이루어진 명제를
표현하는 문장이다. 반면 단언문(thetic sentence)은 그러한 논리적 의미의 주어를
확립하는 행위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건 자체를 인식하는 하나의 행위에 대응
하는 명제를 표현하는 문장이다.
화제를 정언판단의 대상으로 정의한 우리의 관점에서 이러한 정언문과 단언문의
구별은 상대적 정보구조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87) 우리가 상정한 구조에서 화제와
그에 대한 평언으로 구성된 문장 유형, 즉 (105가), (105나)가 정언문에 대응하고,
그 나머지 중에 전체 초점 문장인 (105라)가 단언문에 대응한다. 그런데 이때 (105
다)는 어디에 대응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전체 문장이 단일한 정보 단위로 인
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된다는 점에서는 정언문에 가깝지만, 정언판단의 대상인 화
제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단언문에 가까운 것이다.
이에, 정언문과 단언문의 개념을 언어학적 논의에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Kuroda
는 (105다)와 같은 중간적인 성격의 문장 유형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도록 한
다.

앞에서

언급한

1972년

논의뿐만

아니라,

‘wa’와

‘ga’의

차이에

대한

Kuroda(1965)와 Kuroda(2005)를 함께 검토할 것이다. 편의상 대상이 되는 문장들
을 아래와 같이 한국어로 보이기로 한다.
(106) 가. 철수-는(wa) 학생이다.
나. (누가 학생이니?) - 철수-가(ga) 학생이다.
다. 철수-가(ga) 뛰고 있다.

우선 Kuroda(1965)에서는 문장을 크게 ‘판단’과 ‘기술(묘사)’로 나눈다. 그리고 ‘판
단’은 다시 ‘서술’과 ‘존재적 진술’, ‘특성기술(characterization)’로 나눈다. 이 중 ‘서
술’이 (106가)에, ‘특성기술’이 (106나)에 해당하는 것이고, (106다)는 ‘기술’에 해당

87) Sasse(1987)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이 논의는 정보구조에 대한 기본적
인 관점에서 본고와 차이를 가진다. 우선 전영철(2013나)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상대적 정보구조를
절대적 정보지위와 혼동한 면이 있다(516-7쪽). 또한 초점을 비-초점과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고 보아 전체 초점 문장이라는 개념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5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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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즉, Kuroda(1965)의 체계에서는 (106가)와 (106나)가 함께 묶이고 (106다)
가 따로 놓이는 것인데, (106가)와 (106나)가 모두 ‘판단’ 유형이기는 하지만 그 안
에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한편 Kuroda(1972)에서는 문장을 크게 ‘정언판단’과 ‘단언판단’으로 나눈다. 1965
년 체계에 비교하여 ‘판단’이 더 넓은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주지하다시피
(106가)가 정언판단, (106다)가 단언판단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106
나)에 대해서는 어떠한 범주에 소속시키는지를 살펴보면, 이를 적어도 정언판단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정언판단을 ‘wa’ 구를 가진 것으
로 한정하고, (106나)와 같은 문장은 단언판단을 나타낸다고 보거나 판단의 재료를
나타낸다고 보고 있다.
가장 최근의 논의인 Kuroda(2005)에 이르러서는 어떤 주어진 질문-답변 쌍으로
판단되는 정보구조적 속성이나 장면층위/개체층위 등 서술어의 의미적 속성과는 관
계없이, 모든 ‘wa’ 문장은 서술적 판단을 나타내고 모든 비-‘wa’ 문장은 진술로 쓰일
때 기술적 판단을 나타낸다고 본다. 이때 서술적 판단이 정언판단에, 기술적 판단이
단언판단에 대응된다. 즉, 여기에서는 (106나)와 같은 문장을 (106다)와 같은 범주
로 묶는 것이다.
이러한 Kuroda의 일련의 논의들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그가 언제나 (106나)
와 같은 문장을 확실한 정언판단인 (106가)와는 분리하여 다루었다는 것이다. 본고
의 관점에서도 (106나)는 정언판단에 소속되지 않는다. 즉, (105다)와 (106나)는 정
언문에도 속하지 않고 단언문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유형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
다.88) 단언문은 이중 판단이 없는 문장이고 정언문은 이중 판단 중에서도 특별한 한
유형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이중 판단이 이루어지는 문장은 정언문도 단언문도 아
닌 것이 된다.89) 논리학적인 정언문과 단언문의 구별은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문장
유형을 포괄하는 총망라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담화ㆍ화용론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진 문장들에 대해 논의하는 최근의 화용론에서 문장의 총망라적인
분류로는 그렇게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88) 남은 것은 (106마)인데, 이와 같이 문장 표면에 화제만 나타나는 유형은 표면에 실현된 문장 형
식만으로는 정언문이 아니지만, 생략된 요소를 복원하여 이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정언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89) 한편 전영철(2013나)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정보의 분절을 나타내는 문장을 모두 정언문으로
보는 관점을 취하여 (106가)뿐만 아니라 (106나)와 같은 유형까지 정언문에 포함하였는데, 이러
한 개념의 정언문은 Kuroda의 것과는 상이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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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화제와 초점이라는 두 범주 간의 무표성/유표성, 혹은 상대적 정보구조에 따
른 문장 유형의 무표성/유표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기존 논의에서 이러한 무표
성 혹은 유표성에 대해 다룬 경우는 많지 않으나, 상대적 정보구조에 따른 문장 유형
중 화제를 가진 문장, 즉 ‘화제+평언’ 구조가 무표적이라는 관점을 취하는 논의들이
있다. 예컨대 Sasse(1987: 564)에서는 주어와 서술어의 문법 관계는 정언진술의 양
식이 무표적인 문장 형식으로 문법화된 것이고 단언진술은 유표적인 통사구조로 표
현된다고 하였다. 또한 Lambrecht(1994: 5.6절)에서는 여러 가지 초점 구조 중에 서
술어 초점 구조, 바꿔 말하면 ‘화제+평언’ 구조가 무표적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무표성/유표성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매우 달라지므
로 우리의 ‘무표성’이 다른 논의에서의 ‘무표성’과 다른 의미일 수 있다는 점에 유의
할 필요가 있다. 우선 Sasse(1987)은 통사구조의 관점에서 무표성과 유표성을 판단
한 것이다. Lambrecht(1994)는 어떤 특정 형식이 하나의 의미가 아닌 여러 가지 의
미에 대응될 때 그 형식을 무표적이라고 보아서, 서술어에 악센트가 놓이는 문장 형
식은 여러 가지의 초점 해석이 가능하여 모호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무표적이라고 한
것이다.
의사소통상에서의 사용과 기능을 중시하는 관점을 취하는 본고에서는 실제 사용
양상의 측면에서 발화에서의 빈도나 문장에서 그 요소가 차지하는 비율 등에 입각하
여 무표성과 유표성을 평가하려 한다. 이렇게 발화에서의 양적 비중이 유의미한 정도
로 더 큰 것을 무표적인 것으로 보면, 화제나 전제, 초점 등 상대적 정보구조의 주요
요소 중에 초점이 무표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전제와 초점이 가지는 소통적 효력이 비대칭적이라는 점에서, 즉 주어진 문장
에서 전제는 수의적인 요소이지만 초점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초점의 무표성
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런데 단순히 필수성을 가진다는 것만으로 초점의 무표성이 담
보되는 것은 아니다. 화제나 전제 요소가 함께 실현된 문장에서도 초점은 문장의 훨
씬 많은 부분에 대응되는 것으로 보인다. 질문-답변 쌍을 활용한 초점 연구에서는
모든 성분이 갖추어진 대답 문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문장 안에 전제 요소
가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실제로 이루어지는 발화에서는, 특히
본고에서 선정한 자연발생적인 대화나 TV 뉴스, 학술문 등의 발화에서는 문장에서
초점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사용역의 성격을 고려하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대화에서는 잉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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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가 생략되어 나타날 확률이 높고 특히 성분의 생략이 비교적 자유로운 우리말에
서는 더욱 그런 양상이 짙을 것이다. 어떤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가 전제와 초점으로
구성된다고 하더라도 문장의 표면에서는 주어진 요소인 전제가 나타나지 않을 확률
이 높다. 또한 TV 뉴스나 학술문은 정보 전달이 주목적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발
화에서 화자가 가정하기에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에 대응하는 문장 부분이 더 많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아래와 같이 실제 발화의 분석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107) 가. A: 오빠, 어디 아파?
B: 어? 아, 이거? 와인이야.
A: 와인을 팩에다 먹어?
B: 응, 매일 일정량을 마시면 약이 되거든. 이 와인이 기름기 분해엔 와따야!
팝콘엔 빠다가 많잖냐.
A: 와인은 잔에 따라 마셔야 제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던데.
B: 나 이거 맛으로 마시는 거 아냐, 건강식으로 마시는 거지. 성공하려면 건
강해야 되거든.
나. 대운하 사업 포기를 선언했던 이명박 정부가 사실상 대운하 사업을 계속 염
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입찰 담합을 방조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곽희섭 기자입니다.
다. 운동 경기에서 결승전과 같은 큰 경기가 끝나면, 이긴 팀은 승리에 도취되어
기쁨을 격정적으로 뿜어낸다. 환호하며 모자를 던져 올리기도 하고, 선수들끼리
부둥켜안기도 하며, 운동장을 힘차게 내달리기도 한다. 또한 승리를 이끈 감독이
나 선수를 불러내어 하늘 높이 던져 올렸다 내렸다 하기도 한다. 이렇듯 승리의
주인공을 공중으로 높이 던져 올렸다 받았다 하는 행위를 ‘헹가래’라고 한다.

(107)의 세 예들은 각각 대화, TV 뉴스, 학술문에서 뽑은 것으로, 확실히 초점으로
판명되는 부분을 밑줄로 표시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어진 문장이 언제나 명확
히 초점과 전제로 분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이 모호한 부분도 존재한다. 예
컨대 (107가)에서 B의 두 번째 말차례에서 ‘이 와인이 기름기 분해엔 와따야!’의 ‘이
와인이’의 상대적 정보지위가 그러하다. ‘이 와인’은 ‘은/는’이나 제시어, ‘이란’, ‘이야’
등 앞서 살펴본 화제 형식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화제라고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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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나 초점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열려있다. 어쨌든 중요한 것
은 이렇게 판단이 모호한 경우를 제외하고 발화에서 확실히 초점에 해당한다고 여겨
지는 부분만을 따지더라도 그것이 전체 발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
다. (107나, 다)에서는 이 점이 더 잘 드러난다. 밑줄 친 부분은 암시적 질문 혹은
전제가 아니라 명백히 초점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해당 텍스트 조각에서 거의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암시적 질문에 의해 초점을 판별하다 보면, 직접적인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
어진 대화가 아니라 한 명의 화자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담화(‘running text’)에서는
위의 예처럼 초점 부분이 전제 부분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말뭉치에 기반한 연구인 Paggio(2006), Dipper et al.(2007) 등의 분석 결과도 동일
한 사실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논의한 초점의 무표성은 발화에서의 빈도나 문장에서 그 요소가 차지하
는 비율 등 양적인 면에 기반을 둔 것인데, 형식적 기준에 의해서도 같은 평가를 내
릴 수 있다. 즉, 초점은 특별한 언어 형식에 의해 그 지위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에서도 무표적이다. 위의 (107)의 문장들에서도 밑줄 친 부분이 초점의
지위를 가진다는 것이 어떠한 유표적인 형식으로 표시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이/
가’, ‘을/를’과 초점의 상관관계에서도 이러한 형태들이 해당 성분이 초점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쓰인다고는 할 수 없음을 보인 바 있다. 뒤에서 살펴볼 분열문은 초
점이 유표적인 형식으로 나타난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발화에서 실현되는 초점 중
극히 일부만이 분열문으로 표현될 뿐이므로 분열문이 일반적인 초점의 형식적 무표
성을 반증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른 언어들에 대하여 유사한 지적이 McNally(1998)에서도 이루어진 바 있다. 여
기에서는 초점과 관련된 ‘정보를 더하라’라는 지침(Vallduví & Vilkuna 1998)은 역
동의미론에서 문장의 기본적인 의미론적 규칙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모든 언어들에
존재하지만, 결코 언어적으로 특별히 표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근거로
카탈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에서 초점 성분이 모두 IP 내부나 VP 내부라는, 문장에
서의 정형적인 위치에 나타난다는 점을 든다. 이를 근거로 초점은 연결부나 꼬리부,
대조 등의 다른 범주들과 달리 “기본적인(default, elsewhere)” 정보범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로써 실제 발화에서의 초점은 전체 발화에 대한 양적인 비율이나 출현 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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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다른 상대적 정보구조 범주들에 비교하여 무표적인 성격을 가지며, 언어 형
식적 표시의 측면에서도 무표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초점의 무표성은 문장의 상대적 정보구조 유형에서 화제나 전제를 가지지
않는 문장 유형의 무표성으로도 이어진다. 특히 여기에서는 전체 초점 문장이 기존에
다루어지던 것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것을 언급하고자 한다.
전체 초점의 구조를 가지는 문장이 무표적인 상대적 정보구조일 수 있다는 주장은
다소 충격적인 것일 수 있다. 문장 전체 초점은 특별한 정보구조 유형으로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영어의 존재적 제시문 ‘there be’ 구문과 같은 특별한 형
식으로 실현되는 경우에 한하여 논하거나, 담화의 시작과 같이 제한된 맥락에서 실현
된다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부분의 담화 분석이 주로 서사적 이야기(narrative)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
다는 점도 전체 초점 문장을 유표적인 것으로 본 흐름에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 서
사적 이야기에서는 보통 하나 혹은 둘 정도의 제한된 수의 중심 실체(담화주제)가
시간의 흐름에 걸쳐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발화가 ‘그래서 이제 그 X는 무
엇을 했어/X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와 같은 암시적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여겨지고
중심 실체를 가리키는 표현은 그 문장에서 비-초점으로 분석되기 쉬운 것이다. 예컨
대 4.2.1.에서 살펴본 Dipper et al.(2007: 177-8)의 짧은 이야기 예를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108)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wizard. He lived in a beautiful castle. All
around the castle, there were green fields full of precious flowers. One day,
the wizard decided to leave his castle. (밑줄 친 부분이 초점)

(108)은 한 마법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두 번째 문장의 분석에 주
목한다. 이 문장은 앞선 문장이 만들어낸 맥락을 통해 암시적 질문 ‘What about the
wizard?’에 대한 답으로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주어는 초점에 포함되지 않고 그 나
머지 부분이 초점이 된다고 하였다. 물론 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모든 문장들이
이렇게 중심인물이 비-초점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가
서사적 담화에서 상대적으로 빈번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서사적 이야기 외의 다른 사용역이나 담화 유형에서 문장 전체 초점이 출
현하는 것은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다. 초점의 무표성을 보인 (107)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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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인용된 짧은 담화에서도 전체 초점 문장이 여러 번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때 전체 초점 문장의 형식도 특별한 것이 아니다. 아래에 또
다른 예를 제시하도록 한다.
(109) 가. A: 그거 알아? 우리반 반장 엄마가 언니 니 나이다?
B: 뭐? 으유 나쁜 년, 저거.
나. A: 혹시 그 이, 포틀럭 파티도 좋아하세요?
B: 네? 포트?
A: 이 포틀럭이요. 음식 조금씩 싸 와서 왜 파티하는 거.
B: 아아, 포틀럭. 완전 좋아하죠. 우리 집에서 옛날에 많이 했어요.
A: 애라 씨 집에서요?
B: 저희 엄마가 계주만 20년 하셨거든요. 곗날이면 아줌마들이 나물 하나씩
들고 우리 집에 와 가지고 다 때려넣고 비빔밥 많이 해 먹었어요.
다. A: 그럼, 형철 씨는 지금 어떤, 아 저, 무슨 일을 하세요?
B: 아, 무신 씨가 한복을 잘 만들어요.

위의 대화는 특별한 형식을 가지지 않았지만 전체 초점의 구조를 가지는 문장을 보
여준다. 각각 밑줄 친 문장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109나, 다)는 담화 시작 위치가
아닌데도 전체 초점 문장으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런데 전체 초점 문장이 기존의 가정처럼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해서, 모든 사용
역에 걸쳐 그러한 일반성 혹은 무표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학술
문에서는 전체 텍스트에서 ‘화제+평언’ 구조의 문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대화나 TV 뉴스에서 전체 초점 문장이 더욱 빈번한 것과 대조되는 양상이다.
이처럼 초점은 무표적인 상대적 정보구조 범주이고 이에 따라 전체 초점 문장은
기존에 여겨진 것처럼 어떤 유표적인 문장 유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상대적
정보구조 범주인 전제가 발화에서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과 관련되는
데, 그렇다고 해서 발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화청자가 공유하는 정보 기반이 부재
한다거나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실제로 의사소통은 이러한 공통
기반에서 이루어지고 화청자는 이에 매우 민감하다. 예컨대 (109)와 같은 대화들에
서 참여자들은 많은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으며 발화의 매 순간 텍스트나 상황
을 정보 원천으로 하는 많은 명제가 활성화 혹은 준활성화 상태로 주어져 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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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발화에서 그러한 공통 기반이 언어 형식으로 실현되는지의 여부는 또 다른 문제
이다. 공유된 명제들을 바탕으로 문장이 발화되지만 그것이 그 문장에 반드시 표현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그러한 구정보 요소가 문장에서 표현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항상 상대적 정보지위로서의 전제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청자-구 혹은 담
화-구 정보로 존재하는 정보들에 기대어 발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한 구정보 요소가 반드시 초점과 상보적인 전제나 정언판단의 대상
으로서의 화제로 문장에 실현될 필요는 없는 것이다.

4.3.2. 화제와 초점의 표현: 분열문
이제 화제와 초점으로 구성된 상대적 정보구조를 표현하는 장치인 분열문에 대하
여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 앞서 초점과 비-초점이 문장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되지 않
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 분열문은 상대적 정보구조를 잘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통
사적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분열문의 개념과 정의를 알아보고 그 유형을 나누
며 각 유형의 정보구조적 특성을 탐색해 보도록 한다.

4.3.2.1. 분열문의 개념과 정의
분열문은 문장의 상대적 정보구조를 가장 뚜렷하게 나타내는 통사적 기제로,
Jespersen(1937)에서 그 개념이 도입된 이후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분열문은 하
나의 명제를 문장의 두 성분으로 쪼개어 나타낸다는 점에서 유표적인 문장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영어에서는 it-분열문, wh-분열문, 그리고 도치된 wh-분열문이 가장
대표적으로 다루어지는 분열문 유형이다.
(110) 가. John lost his keys.
나. It is his keys that John lost.
다. What John lost is his keys.
라. His keys are what John lost. (Prince 1978a: 883의 예를 조금 변형함)

무표적이고 일반적인 문장인 (110가)를 (110나~라)와 같이 특정한 계사문의 구조를
이용하여 그 명제를 두 부분으로 쪼개어 나타낼 수 있다. 이 중 (110나)가 it-분열
문, (110다)가 wh-분열문, (110라)가 도치된 wh-분열문에 해당한다.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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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분열문의 명제의 이분(二分)은 바로 전제 혹은 화제와 초점으로의 분절이
다. 예컨대 (110나)와 같은 it-분열문에서는 ‘that’ 절이 전제 혹은 화제로 기능하고
주절의 be 동사 뒤의 성분인 ‘his keys’가 초점이 된다. (110다, 라)에서도 wh-절이
전제 혹은 화제로 기능하고 ‘his keys’가 초점이 된다. 이러한 분열문의 상대적 정보
구조는 이 분열문들이 쓰이는 담화 환경의 제약으로부터 뒷받침된다.
(111) 가. What did John lose?
나. Who did lose the keys?
다. What happened to John?
라. What happened?

(110나~라)의 분열문들은 모두 (111가)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것이다. 일
반적으로 (111나~라)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우리말의 분열문은 보통 ‘~는 것은 ~이다’와 같은 형식이 대표적이다.
(112) 가. 철수가 열쇠를 잃어버렸다.
나. 철수가 잃어버린 것은 열쇠다.

(112가)는 무표적인 문장이고 이를 ‘철수가 x를 잃어버렸다’와 x에 해당하는 ‘열쇠’
로 쪼개어 (112나)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논의
되는 분열문 형식이다. 이때 ‘철수가 잃어버린 것’이 나타내는 열린 명제 ‘철수가 x를
잃어버렸다’는 전제되어 주어진 정보를 나타내고 그 x가 ‘열쇠’라는 것이 이 문장이
전달하는 새로운 정보인 초점이 된다. 이때 ‘철수가 잃어버린 것’을 분열문의 ‘것’절,
‘열쇠’를 분열문의 ‘분열된 성분’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112나)와 같은 분열문의 ‘것’절과 분열된 성분은 각각 본고의 화제와 초점 개념에
도 대응한다. 즉, ‘철수가 잃어버린 것’이 나타내는 열린 명제가 정언판단의 대상인
화제에 대응하고, ‘열쇠’가 초점이 된다. 이는 분열문이 계사문이라는 점과 깊게 관련
된다. 앞서 4.3.1절에서 문장이 가질 수 있는 상대적 정보구조의 유형을 살펴보았는
데, 문장에서 비화제 부분은 그 자체가 모두 초점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90) ‘it-분열문’, ‘wh-분열문’ 대신 각각 ‘분열문’, ‘의사분열문’의 술어를 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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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고 하였다. 화제도 초점도 아닌 전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그 판별은 명시적인 맥락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도 지
적하였다. 그런데 분열문은 ‘A는 B이다’의 형식, 즉 한 명제가 통사적으로 두 부분으
로 분명히 쪼개어지는 구성이라는 점에서, 화제와 초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제와 초점이 상보적인 명제를 나타내는 것이다.91)
분열문의 ‘것’절+‘은/는’ 요소가, 일반적인 명사구+‘은/는’처럼 정언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의심을 품을 수도 있다. 명사구와 절은 가리키는 외연의미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체는 넓은 의미에서 일반적인 체언이 가리키는 외연의미
뿐만 아니라 절이 가리키는 명제까지도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92) 이는 개체와 명제
가 모두 문법적으로 체언이든 명사절이든 명사류의 지위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에서
도 방증된다.93)

4.3.2.2. 분열문의 유형
한국어의 분열문 역시 영어의 분열문처럼 (112나) 외에도 여러 변이형이 있어 그
하위 유형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최윤지(2008)에서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한 명제의
성분들을 두 부분으로 쪼개어 나타내는 계사문 구조를 이용하되, 해당 문장의 주어에
91) 분열문의 이러한 정보구조적 특성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이에 주목하였다. 예컨대
Kuroda(2005: 6)는 문장을 초점과 비-초점으로 나눌 때 비-초점이 모두 화제에 해당하는지 아
니면 그 중 일부 명사적 성분이 화제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러한 문제에서 벗
어나기 위해 계사문만을 살펴본다고 하였다. 분열문을 비롯한 계사문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문장
을 두 부분으로 쪼갠 것이고 각 부분이 명사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초점과 화제가 상보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쉽기 때문이다.
92) 주지하다시피 Lyons(1977)에서는 어휘가 나타내는 의미를 크게 ‘실체(entity)’, ‘속성(quality)’,
‘활동(action)’의 세 가지로 나누고, 이 중 ‘실체’는 다시 물체나 사물 등의 1차 실체, 사건이나 과
정, 상황 등의 2차 실체, 그리고 명제와 같은 3차 실체로 나눈다(강범모 역 2013). 즉, 넓은 의미
의 실체에는 명제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93) Lambrecht(1994, 2001a)에서는 화제를, 문장이 그것에 대해 새 정보를 표현하는 ‘담화 지시체’
로 보아, 분열문의 관계절이 나타내는 열린 명제를 화제로 보기를 거부하였다. 하지만 본고는 명사
구가 나타내는 실체뿐만 아니라 명제(열린 명제도 포함)도 정언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Lambrecht(2001a)에서도 분열문 관계절을 ‘화제’로는 보지 않아도 ‘화용론적 주어’로는 보고
있고, ‘화제’라고는 하지 않았으나 ‘화제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분열문 관계절이 표현하는 명제나
사태는 담화에서 현재 관심에 있는 것이고, 분열문이 표현하는 단언은 이 사태와 관련하여 적절한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즉, 이 논의 역시 분열문의 관계절이 화제의 성격을
가지는 요소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은 것이다. 게다가 Lambrecht & Michaelis(1998)에서는 열
린 명제를 화제로 보고 있어 저자 스스로도 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You bought x’와
같은 열린 명제를 분명히 화제로 보고 있다(516쪽 등). 열린 명제와 온전한 명제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명사구 실체처럼 담화 지시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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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는 조사의 종류와 두 논항이 나타나는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을
설정하였다.
(113) 가. 철수가 잃어버린 것은 열쇠야.
나. 철수가 잃어버린 것이 열쇠야.
다. 열쇠는 철수가 잃어버린 거야.
라. 열쇠가 철수가 잃어버린 거야.

최윤지(2008)에서는 위 문장들을 모두 ‘철수가 열쇠를 잃어버렸다’는 명제를 ‘철수가
x를 잃어버렸다’와 ‘열쇠’의 두 부분으로 쪼개어 나타낸 분열문으로 해석하였다. 이때
(113가, 다)는 주어에 ‘은/는’이 결합한 경우이고 (113나, 라)는 ‘이/가’가 결합한 경
우이다. 또한 두 성분의 출현 순서 혹은 문법관계에 따라, (113가, 나)는 ‘것’절이 선
행 성분인 주어로 나타나고 분열된 성분이 후행 성분인 보어로 나타난 경우이고,
(113다, 라)는 반대로 분열된 성분이 주어, ‘것’절이 보어로 나타난 경우이다.
그리고 이 문장들을 통사적 구조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정보구조적으로도 서로 다
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114) 가. Q: 철수가 무엇을 잃어버렸어? (혹은 이러한 질문을 암시적으로 가진 맥락)
A: a. 철수가 잃어버린 것은 열쇠야.
b. ?*철수가 잃어버린 것이 열쇠야.
c. *열쇠는 철수가 잃어버린 거야.
d. 열쇠가 철수가 잃어버린 거야.
나. Q: 그 열쇠가/는 뭐야? (혹은 ‘그 열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맥락)94)
A: a. *철수가 잃어버린 것은 이 열쇠야.
b. 철수가 잃어버린 것이 이 열쇠야.
c. 이 열쇠는 철수가 잃어버린 거야.
d. ?*이 열쇠가 철수가 잃어버린 거야.

위의 예는 (113가~라)의 네 가지 유형의 분열문들을 (114가)와 (114나)의 질문이
94) (114가)와 달리 ‘열쇠’가 아닌 ‘그 열쇠’로 문장을 바꾸었는데 이는 질문-대답의 자연스러움을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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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맥락, 즉 서로 다른 정보구조의 대답을 요구하는 맥락에 놓아 그것의 화용론
적 적절성을 평가해 본 것이다. (114가)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13가, 라)는 가
능하지만 (113나)는 어색하고 (113다)는 아예 쓰일 수 없다고 보았고, 반대로 (114
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13나, 다)는 가능하지만 (113라)는 어색하고 (113
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하위분류는 재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 문장들이 모두 진정한
분열문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위에서 네 가지 문
장 유형을 분열문에 포함시킨 것은, 이들이 모두 ‘철수가 (이) 열쇠를 잃어버렸다’라
는 명제를 그 부분들의 상대적 정보구조에 따라 통사적으로 두 부분으로 쪼갠 것이
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보다 정확히는, 네 가지 문장들이 모두 위의 단일문의 명제적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문장이 분열문인지 그렇지 않은지의 문제는 문장의 표
면 형식만 가지고 판별되는 것이 아니고, 의미적인 요건도 관여하기 때문이다.
(115) 가. 철수가 잃어버린 것은 노랗다.
나. 철수가 잃어버린 것은 노란색이다.
다. 철수가 노란색을 잃어버렸다.

(115가)는 분열문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주절 서술어가 ‘이다’가 아니고 형용
사 ‘노랗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철수가 잃어버린 것’은 ‘철수가 x를 잃어버렸다’라
는 열린 명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철수가 잃어버린 실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115나)에 대한 판단은 조금 어렵다. (115나)는 표면적으로는 ‘것’절을 주어로 가지
고, ‘것’절에서 상정할 수 있는 빈 논항인 목적어에 해당하는 성분이 ‘이다’의 보어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분열문이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 즉, 단일문 (115다)에 대응하는
분열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15나)는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115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철수가 잃어버린 것’이 열린 명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체를
가리키고, 그것에 대해 그 특성이 ‘노란색’이라는 것을 서술하는 문장으로도 볼 수 있
는 것이다. 즉, 분열문 해석에서는 ‘노란색’이 ‘것’절의 논항으로서 기능하는 반면, 비
-분열문 해석에서는 ‘노란색’이 ‘것’이 가리키는 지시대상의 속성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중의성은 ‘노란색’과 같이 전형적으로 속성을 나타내는 명사류에만 국한되
는 것이 아니어서,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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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가. What he bought is champagne.
나. 그가 산 것은 샴페인이야.
다. 그가 샴페인을 샀어.

Lambrecht(2001a: 494)에서는 (116가)와 같은 문장이 분열문과 비분열문의 중의
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한다. 분열문 해석에서는 ‘what he bought’가 ‘he’라는 개체에
의해 수행된 과거의 구매 사건을 가리키고, 전체 발화는 그 개체가 산 것이 무엇이지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전달한다. 한편, 비분열문 해석에서는 ‘what
he bought’가 어떤 특정한 확인가능한 실체를 가리키고, 서술어 부분은 그것에 대해
우리가 이전에 몰랐던 무언가를, 즉 그것이 샴페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즉, ‘what
he bought’는 분열문으로서의 (116가)에서는 열린 명제를 가리키고, 비분열문으로서
의 (116가)에서는 특정 실체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의성은 (116나)와 같이 우리말에서도 나타난다. (116다)와 같이 대응하
는 단일문으로 바꾸었을 때에도 동일한 맥락에서 쓰일 수 있다면 이는 분열문 용법
이고, 그렇지 않다면 비-분열문, 즉 ‘그가 산 것’이 가리키는 실체에 대해서 그 정체
가 샴페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문장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95)
이렇게 표면 형식이 분열문과 동일한 문장이고 ‘것’절의 빈 논항과 주절 ‘이다’의
보어 성분을 공지시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분열문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화자의 의도와 그 의도에 따른 구문의 사용을 중시
하는 관점에서 더욱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장에 대해 그것이 분열문
으로 쓰인 것인지 비분열문으로 쓰인 것인지는 문장 자체만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이 쓰인 맥락을 따져야 가능한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맥락을 함
께 고려해도 판별하기 힘들 수 있다.
(117) 가. (A와 B는 서로 친구 사이인데 A의 생일날 B가 집에 초대를 하여 식사를 대
접한 상황에서)

95) 이때 단일문으로의 치환 가능성에서 주의할 점은 분열문에서 분열된 성분의 초점적 지위가 단일
문에서도 유지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그 성분이 초점이라는 것이 운율이나 형태 등의 어
떤 유표적인 형식으로 표시된 단일문으로 치환해 보아야 한다. (116다)에서는 초점인 ‘샴페인’에
운율적 돋들림이 부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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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나 선물 없어?
B: 무슨 선물이야, 음식 해 줬잖아.
A: (옆에 있는 새 물건을 가리키며) 이건 뭐야?
B: 그건 내 거야.
A: (방의 맞은편 창가로 가서, 놓여있는 물건을 가리키며) 그럼 이건 뭐야?
B: 거기 있는 건 조카 줄 선물이야.
→ #거기 조카 줄 선물이 있어.
나. 영희의 사물함을 열어보았다. 거기 있는 건 조카에게 줄 선물이었다.
→ 거기 조카에게 줄 선물이 있었다.
다. A: 어우::! <pause> 사백만원? <pause> 근데::, <pause> 사백만원 쓰구 근
데 어떻게 됐길래,
B: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 병원에:: 낸 거는, 뭉탱이로 낸 거는 백이십만원
이구. 또 이렇게 저렇게 나간 거는 오십만원인데, 우리가 쓴 거는 이백만원
이 넘는다 말이야::.
→ (?) 병원에 백이십만 원을 냈고, 또 오십만 원이 이렇게 저렇게 나갔어.

(117가, 나)는 가공으로 만든 대화이고, (117다)는 우리의 말뭉치에서 뽑은 자연대
화의 예이다. (117가)의 대화에서 B의 마지막 문장은 맥락 없이 그 자체만으로는 분
열문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다. 그런데 주어진 맥락을 통해 ‘거기 있는 것’이 ‘x가
거기 있다’는 열린 명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주어져 있는 실체를 가
리킨다는 것이 드러나고, 따라서 비-분열문이라는 것이 판별된다. 위에서 볼 수 있
듯이 대응하는 단일문으로 대체했을 때 이 맥락에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반면, (117가)의 문장과 형식적으로 거의 동일한 (117나)의 밑줄 친 문
장은 분열문이다. ‘거기 있는 것’이 ‘x가 거기 있다’라는 열린 명제를 나타내고, 그 x
가 ‘조카에게 줄 선물’이라는 의미가 전달된다. 이는 위에서처럼 대응하는 단일문으
로 바꾸는 것이 맥락의 흐름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또한 뒷받침된다.
그러나 (117다)와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장이 쓰인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그것이 분
열문인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아들 A와 엄마 B가 병원 치료와 관련
된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이야기하는 상황인데, 밑줄 친 두 문장이 분열문 후보이
다. 이 두 문장을 위와 같이 대응하는 단일문으로 교체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즉, ‘병원에 낸 거’가 ‘(우리가) x를 병원에 냈다’라는 열린 명제를 나타내고 그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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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어 논항을 ‘백이십만 원’이 채우는 것인지, 아니면 ‘병원에 낸 거’가 실체를 가리
키고 ‘백이십만 원’이 그 실체의 ‘값’으로서의 속성을 서술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쉽
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그 자체만으로는 분열문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그것이 쓰인
맥락에서 비-분열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문장으로 특히 위의 (113
다, 라)와 같은 이른바 ‘도치 분열문’을 들 수 있다. 이는 ‘것’절이 계사의 보어로 쓰
이고 분열된 성분이 주어로 나타난 유형인데, 보통의 분열문에 비해 통사적인 제약을
더 많이 가진다. 분열된 성분이 실체를 나타내야 하고, 또한 실체 중에서도 사물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도치 분열문의 ‘것’이 지시성을 지니는 명사라는 것을 의
미한다. 도치 분열문과 보통의 분열문의 이러한 차이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118) 가. 철수가 먹은 것{은, 이} 비빔밥이다.
가′. 비빔밥{은, 이} 철수가 먹은 것이다.
나. 철수가 만난 것{은, 이} 영희다.
나′. *영희{는, 가} 철수가 만난 것이다.96)
다. 철수가 영희를 만난 것{은, 이} 지난 4월이다.
다′. *지난 4월{은, 이} 철수가 영희를 만난 것이다.
라. 철수가 영희를 만난 것{은, 이} 부산에서였다.
라′. *부산에서{는, 가} 철수가 영희를 만난 것이었다.
마. 철수가 영희를 만난 것{은, 이} 소개팅을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마′. *소개팅을 부탁하기 위해서{는, 가} 철수가 영희를 만난 것이었다.

(118가~마)는 ‘것’절이 주어로 나타난 보통의 분열문이고 (118가′~마′)는 그에 대응
하는 도치 분열문을 보인 것이다. 이때 분열된 성분이 (118가, 가′)과 같이 ‘비빔밥’,
즉 사물 실체인 경우에만 도치 분열문이 성립하고, (118나′)와 같이 사람 실체이거나
(118다′~마′)와 같이 시공간을 나타내는 부사어 혹은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인 경
우에는 도치 분열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위의 (113다, 라)와 같은 소위 ‘도치 분열문’이 실제로는 분열문의
지위를 가지지 못함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구성에서는 ‘것’절이 열린 명제
를 가리키지 못하고 사물 실체를 가리키는데, 분열문이 되기 위해서는 열린 명제의
96) ‘[영희는 철수가 만나]-ㄴ 것이다’와 같은 ‘-ㄴ 것이다’ 구문으로서의 해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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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118가′)과 같이 분열된 요소가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분열문으로의 분석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위에
서 살펴본 (116)이나 (117)과 같이, 도치 분열문이 아닌 보통의 분열문 구성도 그것
이 실제로는 해당 맥락에서 분열문으로 쓰인 것이 아닐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118가~마)의 전체적인 양상을 중시하면 소위 도치 분열문의 ‘것’이
지시성을 가진 사물 실체를 가리키는 명사라는 점이 분명해 보이고, 이 전체적인 체
계 속에서 (118가′)과 같은 문장도 ‘것’절이 열린 명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체
를 가리킨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관된 설명으로 보인다.
이상으로 우리는 (113다, 라)와 같이 표면적으로는 분열된 성분이 주어로 나타나
고 ‘것’절이 보어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계사문 형식인 소위 도치 분열문을 분열
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97)98)
그렇다면 최윤지(2008)을 수정하여, 한국어 분열문은 ‘것’절이 주어로 나타나고 분
열된 성분이 보어로 나타난 계사문 형식에 한정되며, 그 하위유형은 ‘것’절에 결합하
는 조사의 종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겠다. 즉, 아래와 같이 ‘~
ㄴ 것은 ~이다’와 ‘~ㄴ 것이 ~이다’ 꼴의 분열문이다.99)
(119) 가. 철수가 잃어버린 것은 열쇠다.
나. 철수가 잃어버린 것이 열쇠다.

97) 반면 영어에서는 도치된 wh-분열문이 it-분열문이나 wh-분열문과 비교하여 한국어와 같은 제
약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분열문으로서의 지위가 문제되지 않는다.
98) ‘도치 분열문’을 분열문에서 제외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통의 분열문 형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분열된 성분이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것’절이 열린 명제를 나타내지 않고 구체적 실체를 가리
킬 수 있으므로 이를 분열문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우
리는 보통의 분열문 형식을 갖춘 문장에 대해서는 (117가)와 같이 맥락에서 명백히 그것이 비-분
열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아니면 분열문에 포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99) ‘은/는’과 ‘이/가’ 외에 다른 보조사들이 나타나는 분열문도 물론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가장 빈번
히 쓰이고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이 두 종류의 조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기타 조사들 중에
서는 ‘도’가 드물지 않게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말뭉치에서는 ‘것도’ 분열문이 TV 뉴스
에서 2회, 학술문에서 3회로 총 5회 나타났다. 각 사용역에서 나타난 문장의 예를 하나씩 들면 다
음과 같다.
(i) 정부와 의사협회가 올 초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ii) 학계의 연구 축적량이 적은 것도 이러한 어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도’ 분열문의 상대적 정보구조는 단일한 것으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뒤에서 살펴
볼 ‘것은’ 분열문보다는 ‘것이’ 분열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고를
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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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119)와 같은 두 가지 유형의 분열문을 각각 ‘‘것은’ 분열문’과 ‘‘것이’ 분열
문’이라고 칭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이 두 유형은 위에서 보았듯이 분열된 성분이 열
린 명제에 대하여 가지는 문법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선 논항인 주어, 목적어,
여격어 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부가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말의 분열문은 조사의 종류에 따라 나누어진다는 점에서, 영어의 경우
와 같이 순수히 통사구조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어떤 첨사가 정
보구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형태적인 전략이라고 하고 분열문 같은 통사적 구
문에 대해서는 통사적인 전략이라고 하는데, 우리말에서는 ‘이/가’와 ‘은/는’의 정보구
조적 차이가 분열문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분열문이 다른 정보구조 전략으
로부터 독립된 것이 아니라 이 조사들의 정보구조 논의 안에 포함되는 하나의 특별
한 유형이 된다.
이제 아래에서는 ‘것은’ 분열문과 ‘것이’ 분열문의 정보구조적 특성을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한다. 분열문의 정보구조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대체로 분열된 성분을 초점
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119)에서 ‘철수가 잃어버린 것’이 전제 혹은 화
제이고 ‘열쇠’가 초점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우리말과 달리 정보구조에 민감한 첨
사가 분열문에 개입되지 않는 인구어의 영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기존에는 보통 ‘것은’ 분열문에만 주목하거나, ‘것이’ 분열문을 언급하더라도 이 두
유형의 차이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은/는’과 ‘이/가’ 중에 어느 것이 쓰였는지에 따라 분열문이 나타내는 상대
적 정보구조는 중요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우리는 아래에서 이 두 유
형의 실제 쓰임을 상세히 분석하고 그 정보구조적 양상을 알아보려 한다.

4.3.2.3. 분열문의 정보구조적 특성
4.3.2.3.1. ‘것은’ 분열문
우선 ‘것은’ 분열문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는 가장 많이 다루어진 전형적인 형식의
분열문이라고 할 수 있다.
‘것은’ 분열문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것은’ 성분이 화제가 되고 그 나머지 성분인
‘이다’의 보어 성분이 초점이 되는 정보구조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철수
가 잃어버린 것은 열쇠다’에서 ‘철수가 잃어버린 것’이 화제이고 ‘열쇠’가 초점이라는
것이다. 계사문이라는 분열문의 통사적인 특성과 문두 ‘은/는’으로 인해 이러한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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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제의 정보구조적 이분이 표현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4.1.2절에서 문두에 위치하고 ‘은/는’이 결합한 모든 명사구가 화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한 바 있다. 우리의 말뭉치에서 그 예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대조초점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것은’ 분
열문의 경우에도 ‘은/는’이 결합한 ‘것’절이 화제가 아니라 초점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 말뭉치의 쓰임을 분석한 결과 ‘것’절이 초점이고 그 나머지가 전제에 해당하
는 구조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것은’ 분열문의 상대적 정보구조는 일관되게 모두
‘것’절이 나타내는 열린 명제가 어떤 암시적 질문으로 기능하고 그에 대한 직접적 대
답이 분열된 성분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두의 명사구에 결합한 ‘은/는’이 초점 중에서도 의미가 특수한 ‘대조 초점’
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는데, 분열문의 ‘것’절은 이러한 경우가 발견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가공의 발화를 상정해 보더라도 이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120) 가. 누가 왔어? - 철수는 왔어.
나. Q: 영희가 누구야? / 영희가 무엇을 했어? / 영희가 빵을 먹었어?
A: #떡을 먹은 것은 영희야.

(120가)는 대조초점의 경우이고, (120나)는 ‘것은’ 분열문이 흡사한 맥락에서 사용되
는 경우를 상정해 본 것이다. 이때 (120가)는 다소 복잡한 맥락을 필요로 하기는 하
지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비해, (120나)는 전혀 자연스럽지 않은 것으로 생각
된다. 즉, 대조초점으로의 ‘은/는’은 ‘것은’ 분열문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다음으로 ‘것은’ 분열문의 ‘것’절 혹은 관계절이 지니는 절대적 정보지위는 앞서
3.2.3.1절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략히 제시하기로 한다.
‘것은’ 분열문의 ‘것’절이 나타내는 명제는 담화-구 지위와 밀접히 관련된다. 우리의
말뭉치에서 ‘것은’ 분열문의 ‘것’절은 총 157회의 출현 중 150회가 담화-구 명제를,
나머지 7회가 담화-신ㆍ청자-구 명제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것은’ 분열문의 사용역에 따른 출현 양상 역시 앞서 3.2.3.1절에서 자세히 살펴보
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표로 간략히 제시해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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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것은’ 분열문의 사용역에 따른 출현 횟수
대화
26회
자연대화
5회

TV 뉴스
44회
앵커, 기자 인터뷰, 녹취
41회
3회
총 157회

가공대화
21회

학술문
87회

‘것은’ 분열문은 학술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TV 뉴스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대화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데 특히 가공대화보다는 자연대화에서 더 드
물게 출현하였다.
다음으로 ‘것은’ 분열문에서 두드러지는 문법적ㆍ의미적 특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앞서 분열문의 분열된 성분은 ‘것’절이 나타내는 열린 명제의 논항일 수도 있고 그
명제가 나타내는 사태가 위치한 시공간이나 이유, 목적 등을 나타내는 부가어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우리의 말뭉치에서 나타난 ‘것은’ 분열문의 분열된 성분의 문법적 지
위도 아래와 같이 다양하다.
(122) ‘것은’ 분열문의 분열된 성분의 문법관계
논항

주어
목적어
기타

80회
16회
1회(처격어)

부가어

시간
이유
기타

17회
43회
0회

우선 분열된 성분이 논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주어인 경우였고, 나머지는 목적
어 혹은 처격어인 경우였다. 흥미로운 것은 부가어 중에서도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가
현저히 많다는 점이다. 공간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구 혹은 부사절이 쓰인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큰 규모의 말뭉치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것은’ 분열문과 ‘대조’ 의미의 관련성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정
희원(2001: 105-6)에서는 초점 표시 장치 중 하나로 분열문을 다루면서, ‘것은’ 분
열문(여기에서는 ‘의사분열구문’)이 초점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정보
보다는 청자가 잘못 알고 있는 어떤 정보를 수정하고자 할 때 잘 사용된다고 하여
‘것은’ 분열문이 대조 의미를 선명하게 가진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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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가. 어제 철수가 영이를 만난 것은 부산에서였다.
나. 어제 철수가 영이를 어디서 만났나요?
다. 어제 철수가 영이를 강릉에서 만났다.

예컨대 (123가)와 같은 분열문은 (123나)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는 것
보다는 상대방이 (123다)와 같은 가정이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를 수정하는 기
능을 담당한다고 한다.100) 즉, ‘P-ㄴ 것은 A이다’와 같은 분열문은 ‘P-ㄴ 것은 B가
아니라 A이다’라는 의미를 전달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직관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실제 발화에서 나타난 ‘것은’ 분열문을
살펴보면, 우리의 말뭉치에서는 총 157회의 출현 중 34회(약 21.7%)가 위와 같은
대조 의미를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 아래와 같은 것이 이에 해당한다.
(124) 가. 하지만 이 가운데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건 반달곰과 산양, 여우뿐이고 나머
지는 서식처 조성과 보존 등에 그치고 있습니다.
나. A: 그러니까, 외모는 수준급, 혼수는 일류급, 이혼은 했되 자식이 없는 분을,
찾으신다고요?
B: 아니, 인제 쓰기는 그렇게 썼는데, 아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처녀지, 처녀.

우선 (124가)는 TV 뉴스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밑줄 친 분열문의 분열된 성분에
‘뿐’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나머지는 ~’으로 후행되는 문장이 ‘B가 아니라’에 해당하
는 의미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경우이다. 가공대화의 예인 (124나)는 ‘내가 쓴
것은 ~이지만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처녀이다’와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여기에서
대조 의미가 분명히 드러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대조 의미를 가지지 않은 ‘것은’ 분열문이 훨씬 더 많이 나타
난다.
(125) 가.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앞에 세워둔 현금 수송차량이 사라진 것은 오늘 새
벽 3시 반쯤.
나. 보온병에 들어 있던 건 메탄올이랍니다.
100) 이는 초점 중에서도 대조 초점의 한 하위 유형인 수정(corrective) 초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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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뉴스의 발화인 (125가)는 분열된 성분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로, 여기에서
‘오늘 새벽 3시 반쯤’이 어떤 다른 시간과 대조되고 있지 않다. 또한 (125나)와 같이
분열된 성분이 ‘것’절이 나타내는 열린 명제의 주어 등 논항인 경우에도 대조의 의미
가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가공대화의 예인데, 보온병에 들어 있던 것
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대화참여자들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발화된 것으
로, 보온병에 들어 있던 것이 메탄올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는 명제가 이미 주어져 있
는 상황은 아니었다. 즉, 역시 대조 의미가 있다고 보기 힘든 것이다.
요컨대, ‘것은’ 분열문은 항상 ‘것’절이 화제이고 분열된 성분이 초점에 대응되는
단일한 정보구조를 가진다. 또한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의 절대적 정보지위는 거의
대부분 담화-구라고 할 수 있다. ‘것은’ 분열문은 대조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이 강한 경향성을 가진다고 보기는 힘들다.101)

4.3.2.3.2. ‘것이’ 분열문
이제 주어에 ‘이/가’가 결합한 ‘것이’ 분열문을 살펴보도록 한다. ‘것이’ 분열문은
‘것은’ 분열문에 비해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고, 이를 분열문에 포함시키지 않은 논의
들도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분열문의 정의상 ‘것이’ 분열문이 배제될 이유는 없
다. ‘것이’ 분열문 역시 다양한 문법적 지위를 가진 성분이 분열된 성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등 ‘것은’ 분열문과 통사적으로 크게 다른 양상을 띠지 않는다.
그런데 ‘것’에 결합하는 조사가 ‘은/는’이 아니라 ‘이/가’라는 점으로 인해 정보구조
적인 성격이 ‘것은’ 분열문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위에서 한국어의 가장 기본
적인 분열문인 ‘것은’ 분열문이 화제와 초점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는 정보구조적 장치
로 사용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주어에 붙는 조사 ‘은/는’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은/는’이 아닌 ‘이/가’가 쓰이면 그에 따른 정보구조적 차이가 나타날 것이 예측된다.
앞서 ‘이/가’는 초점을 나타내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지만 제시어 화제로 쓰이는 경
우도 있고 화제도 초점도 아닌 전제 요소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
다. 즉, ‘것은’ 분열문은 항상 ‘것’절이 화제, 분열된 성분이 초점인 상대적 정보구조
101) 보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문법 관계나 사용역 등 여러 변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컨
대 (125가)와 같이 분열된 성분이 이유나 시간, 장소 등을 나타내는 부가어인 경우에는 대조의 의
미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것은’ 분열문에 나타난 ‘은/는’과 보통의 문
장에 나타난 ‘은/는’을 비교해 볼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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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는 것과 달리, ‘것이’ 분열문은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을 가지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언뜻 생각하면 ‘것이’ 분열문이 ‘것은’ 분열문과 정반대의 정보구조를 가지는 것으
로 볼 수도 있다. 즉, ‘것’절이 초점이고 분열된 성분이 화제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실제로 최윤지(2008)에서는 이러한 정보구조를 상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본고의 화제
개념은 최윤지(2008)과 다르며, 분열문에 대한 다른 기존 논의들과도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본고에서 화제는 정언판단의 대상으로, 특정한 언어 형식으로
나타난 문두 성분이다. 따라서 ‘것이’ 분열문에서 ‘것’절에 후행하는 분열된 성분은
문두 위치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화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이/가’가
결합한 ‘것’절이 초점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머지인 분열된 성분이 화제
라고 할 수는 없다. 문장에서 화제와 초점이 반드시 상보적인 관계인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또한 ‘것이’ 분열문의 ‘것’절도 항상 초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가’가 결합한 성분이 항상 초점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것이’ 분열문의 ‘이/가’ 성
분인 ‘것’절 역시 항상 초점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것이’ 분열문은 (105)에서 보인 문장이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
대적 정보구조 유형 중 다음 세 가지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105
다)와 같이 초점만으로 구성된 문장, (105라)와 같이 초점과 비-화제 전제 요소로
구성된 문장, 그리고 (105가)와 같이 화제와 초점으로 구성된 문장이 그것이다. 물론
이 마지막 유형은 ‘이/가’ 성분 뒤에 휴지가 놓여 제시어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말뭉치에 출현한 ‘것이’ 분열문들은 실제로 위와 같은 다양한 정보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와 같은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26) 가. A: 나 지금 실연 당해서 눈에 뵈는 거 없으니까 나 건들지 마요. 이씨!
B: 뭡니까 아줌마? (…중략…) 이런 날 남자가 다른 여자랑 호텔에 왔으면 게
임 끝난 겁니다. 다음부턴 왜 그랬냐고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정강이 한 번
걷어차고 끝내세요. 세상에 널린 게 남자고, 남자, 다 거기서 거기예요. 여
자도 마찬가지지만.
나. ‘산아 제한’을 강조해 오던 정부가 ‘출산 장려’로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게
2004년, 올해로 꼭 10년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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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걔 주인공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젤 부러웠고 속상했던 게::, 정말 돈 있는 애
들은, 돈이 없을 때 솔직하게 나 돈 없어서 못해 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야.

(126가)는 가공대화의 예로, 밑줄 친 ‘세상에 널린 게 남자(이다)’라는 문장에서 분
열된 성분인 활성화 실체 ‘남자’가 상대적으로 주어진 전제 요소로 기능하며 ‘것’절이
초점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맥락에서 이 문장을 ‘남자는 세상에 널렸고’로도
바꾸어 쓸 수 있다는 점도 이러한 정보구조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126나)는
TV 뉴스에서 한 기사를 시작하는 앵커의 첫 발화로, 문장 전체 초점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것’절이나 분열된 성분 중 어느 것도 상대적으로 주어진 지위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126다)는 자연대화의 예로, 학창시절에 주위에 부유한 친구들이 많아
서 소외감을 느끼고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맥락인데, 밑줄 친 문장의 주어 ‘자기
가 젤 부럽고 속상했던 게’는 제시어 화제로 볼 수 있다. 이전 담화에서 ‘x가 부럽고
속상하다’에 근접하는 명제가 주어져 있어 활성화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
고, 상대적 정보구조의 관점에서도 위 문장이 발화된 시점에서 이것이 상대적으로 주
어진 전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으며, ‘것이’ 뒤에 휴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즉,
‘자기가 x가 제일 부러웠고 속상했다’는 열린 명제가 화제로 주어지고 그 x가 ‘정말
돈 있는 애들은 … 할 수 있다는 거’라는 점이 초점으로 명기된다.
요컨대, (126)의 세 가지 ‘것이’ 분열문은 차례대로 [초점-전제], [초점], [화제초점]의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것은’ 분열문과 달리 ‘것이’ 분열문은 여러 가지 상
대적 정보구조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이때

(126나)와

같이

문장

전체

초점으로

해석되는

분열문은

Prince(1978a)에서 언급한 ‘정보적 전제 분열문’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논의에서는 일반적으로 it-분열문은 ‘that’ 절이 나타내는 명제를 청자가 알거나 추
론할 수 있다고 화자가 가정하는 경우에 사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용
법이 있는데 이를 정보적 전제 분열문이라고 하고 아래와 같은 예를 들고 있다.
(127) It was just about 50 years ago that Henry Ford gave us the weekend. On
September 25, 1926, in a somewhat shocking move for that time, he decided
to establish a 40-hour work week, giving his employees two days off instead
of one. (Prince 1978a: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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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은 신문기사의 시작 부분인데, 이때 첫 문장으로 it-분열문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문장을 비-분열문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는 마치 이 ‘that’ 절이 나타내
는 ‘헨리 포드가 우리에게 주말을 선사하였다’는 명제가 이 신문에서 처음 발견하여
보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한다. 반면 it-분열문로 표현하면 이것이 이미 일반
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오직 이 기사를 읽는 독자에게만 알려지지 않은 것
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Lambrecht(2001a: 483-5)에서는 위와 같
은 정보적 전제 분열문을 어떤 수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주어진 전제 구조를 관습적
으로 활용하는 책략인 화용론적 수용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Prince(1978a)의 설명과
같은 맥락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보적 전제 분열문은 우리의 (126나)와 같은 ‘것이’ 분열문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첫째, 이 두 문장은 각각 신문 기사와 TV 뉴스에서 출현
한 것인데 이 두 사용역은 발화가 실현되는 모드 등에서 차이를 가지지만 발화의 목
적과 내용의 측면에서는 공통된 성격을 가진다. 둘째, 모두 담화를 시작하는 문장으
로 쓰였다. 셋째, ‘that’ 절 혹은 ‘것’절이 표현하는 명제가 모두 과거의 사건을 나타
내는 명제인데, 이 보도에서 처음 발견되고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배경적인 역
할만을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보적 전제 분열문 혹은 전체 초점 구조의 ‘것이’ 분열문은 제한적인
사용역에서 나타나는 화용론적 수용의 예로 생각할 수 있다. Prince(1978a)에서도
위와 같은 분열문이 주로 문어와 같이 형식적인 담화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였고, 우리의 관찰에서도 위와 같은 ‘것이’ 분열문은 TV 뉴스 등의 한정된 사
용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열문의 용법과 관련된 사용역의 중요한 특성은 화자가 목표로 하는 청자
가 불특정 다수라는 점이다. 이를테면 TV 뉴스에 출현한 문장이 나타내는 정보 중에
해당 뉴스에서 새롭게 보도하는 사태가 아니라 그것의 배경이 되는 과거의 사태에
대한 정보는, 화자(뉴스 보도국)가 가정하기에 어떤 수신자(시청자)에게는 주어진 정
보이고 어떤 수신자에게는 새로운 정보이지, 모든 수신자에게 주어져 있다거나 모든
수신자에게 새로운 정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에, 이러한 배경 정보는 여
러 가지 담화적 요인이나 화자의 의도에 따라 수신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처럼 취급
되기도 하고, 새로운 것처럼 취급되기도 할 것이다. 예컨대 (126나)는 ‘‘산아 제한’을
강조해 오던 정부가 ‘출산 장려’로 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는 명제가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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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신자들에게 알려진 것으로 가정하여 이러한 분열문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러한 화자의 가정을 청자도 충분히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
에서 화용론적 수용의 기제가 발휘된다고 할 수 있다. (126나)의 문장을 접한 어떤
수신자는 해당 명제를 이 문장을 통해 새로 알게 될 수도 있지만, 이에 놀라거나 이
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제가 자신 외의 다른 일반적인 수신자에게는
주어져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추론하여 이 명제를 주어진 것으로 ‘수용’하게 되는 것이
다.
다음으로, (126다)와 같이 ‘것’절이 화제를 나타내는 경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
로 한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것’절이 주어진 정보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것이’ 뒤
에 휴지나 억양 경계가 있어 ‘것이’ 성분이 제시어로 해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유형은 아래와 같이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쉽게 떠올리지 못하고 이를 생각해
내려고 시간을 끌 때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128) A: 세종대왕이 한글을 언제 발명했지?
B: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한 게…… 아마 1443년이지.
세종대왕이 한글을 발명한 게 언제냐 하면 1443년이지.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일본어에

대해서도

언급된

바

있어

눈길을

끈다.

Amano(1995)에서는 [X no ga Y] 형식의 ‘ga’ 분열문을 X가 초점을 나타내는 경우
와 Y가 초점을 나타내는 경우의 두 유형으로 나눈 바 있다.102) 그리고 후자의 경우,
즉 우리의 (126다)와 같은 경우도 존재한다는 주장의 한 논거로, 이때에만 그 성분
과 나머지 요소 사이에 ‘who do you think’, ‘for example’ 같은 구가 삽입될 수 있
다는 점을 들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한다.103)104)
(129) 가. A: Kono shasin no nakade Jun wa dono hito na no.
this picture of in-LM Jun TM which person is QM
102)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Kato(2000: 99)에서 재인용하였다.
103) 아래 예의 약호 설명: AM은 ‘accusative marker’, CP는 ‘complimentizer’, ‘-F’는 ‘formal
form’, LM은 ‘locative marker’, NM은 ‘nominative marker’, QM은 ‘question marker’, SF는
‘sentence-final particle’, TM은 ‘topic marker’을 가리킨다.
104) 일본어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은 필자가 병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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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of those persons is Jun in this picture?’
(이 사진에서 준은 어느 사람이야?)
B: Boushi wo kabutteiru no ga Jun da yo.
cap

AM

wear.CP

NM Jun is SF

(모자를 쓴 게 준이야.)
B′: ?Boushi wo kabutteiru no ga, dare da to omou, Jun da yo.
‘The one who wears a cap is, who do you think, Jun.’
(모자를 쓴 게,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준이야.)
나. A: Gesuto no nakade tokuni chumoku shitai no ga nyuyoku shiti bare no
Darsey Kusler desu ne.
guest of in specially notice want CP NM

New York City Ballet of

Darsey Kusler is-F SF
‘What I want you to notice is Darsey Kusler of New York City Ballet.’
(손님 중에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이 뉴욕시 발레단의 다시 쿠슬러예요.)
A′: Gesuto no nakade tokuni chumoku shitai no ga, dare da to omoimasu(=who
do you think-F), nyuyoku shiti bare no Darsey Kusler desu ne.
(손님 중에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요, 뉴욕시
발레단의 다시 쿠슬러예요.)

예컨대 (129가)와 같은 대화에서 B가 발화한 분열문은 ‘ga’ 성분이 초점이 된다. 질
문의 wh-성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129나)는 선행 맥락이 제공되지는 않았
으나 ‘ga’ 성분이 아닌, 후행하는 ‘desu(이다)’의 보어 성분이 초점인 경우이다. 즉,
(129가)와 (129나)는 모두 ‘ga’ 분열문이지만 상대적 정보구조가 상이하다. 문장 중
간에 ‘dare da to omou’를 삽입하는 것이, ‘ga’ 성분이 초점인 (129가)의 경우에는
어색한 반면 ‘ga’ 성분이 비-초점인 (129나)의 경우에는 자연스럽다.
위와 같은 논의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이/가’, ‘ga’ 성분이 일반적으로 초점에 대응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고 전제를 표현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제시어 화제에 대응하는 경우도 있다는 우리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통사구조인 분열문에서도 이것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것이’ 분열문이 가지는 상대적 정보구조를 살펴보았는데, ‘것’절의 절대
적 정보지위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것은’ 분열문의 ‘것’절은 일반적
으로 담화-구 명제를 표상한다는 것을 보였는데, ‘것이’ 분열문은 이와 다른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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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으로 관찰된다.
결과적으로 ‘것이’ 분열문의 ‘것’절은 담화-구 명제를 표상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는 하지만, ‘것은’ 분열문에 비하여 담화-구 지위와의 상관관계가 약하다. 3.2.3.1절
에서 살펴본 ‘것은’ 분열문의 절대적 정보지위를 다시 가져와서 아래와 같이 ‘것이’
분열문의 경우와 비교해서 살펴보려 한다.
(130) ‘것이’ 분열문의 관계절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105)
담화-구
활성적
준활성적
2회
14회
16회 (66.7%)

담화-신ㆍ청자-구
5회 (20.8%)

기타

총

3회

24회

(12.5%)

(100%)

(131)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 명제의 정보적 지위 (=3.2.3.1절의 (63)과 (76) 참고)
담 화- 신 ㆍ

담화-구
활성적

청자-구
준활성적

60회
58회
150회 (95.5%)

청자-신

총

기타 (‘중요한 것
은’류)
32회

7회(4.5%)

없음.

157회
(100%)

우선, (130)에 제시한 ‘것이’ 분열문 관계절의 정보지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한다. 담화-구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활성화
보다는 준활성화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활성화에 해당
하는 14회 중 12회가 텍스트에서 주어진 명제로부터 간접적으로 연결된 추론가능한
명제인 경우였다. 그 나머지는 선행어 명제가 근접 텍스트에서 출현한 경우가 1회,
비언어적 상황에서 주어진 경우가 1회였다. 담화-구나 담화-신ㆍ청자-구에 소속시
키지 않고 ‘기타’로 표시한 것은 위에서 살펴본 정보적 전제 혹은 화용론적 수용으로
설명되는 명제를 말한다. 이는 전형적인 청자-구나 전형적인 청자-신 지위 중 어디
에도 소속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이 분류하였다. 모두 (126나)와 같이 TV 뉴
105) ‘것이’ 분열문의 총 출현 횟수는 25회인데 이 중 선행 맥락을 파악할 수 없는 문장 1회는 여기
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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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서 출현한 경우였다.
이제 (130)의 ‘것이’ 분열문과 (131)의 ‘것은’ 분열문을 비교해 보도록 한다. 첫째
로, 이들은 담화-구 명제를 표상하는 비율에서 차이를 보인다. ‘것은’ 분열문의 관계
절은 95.5%가 담화-구 지위에 해당하였지만 ‘것이’의 경우에는 66.7%만이 담화-구
지위로 분석되었다.
둘째로, 담화-구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활성화와 준활성화 지위에 해당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것은’은 활성화 지위를 가진 경우가 더 많은 반면 ‘것이’는 준활성
화 지위를 가진 경우가 더 많다.106) ‘중요한 것은’류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은’ 분열
문 관계절의 담화-구 지위는 60회가 활성화, 58회가 준활성화라고 볼 수 있다.107)
이는 ‘것이’ 분열문 관계절의 경우 2회가 활성화, 14회가 준활성화인 비율과 비교할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즉, 담화-구 중에서도 활성화 지위를 가지는 비율이 ‘것
이’에 비하여 ‘것은’ 분열문 관계절에서 더 높은 것이다.
셋째로, ‘것이’ 분열문의 관계절은 담화-신 명제를 표상하는 경우도 많고 이 중에
는 청자-구의 지위도 가지는지 불분명한 경우, 즉 위에서 살펴본 정보적 전제 분열
문에 해당하여 화용론적 수용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특
성은 ‘것은’ 분열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한 양상들을 종합하면 ‘것이’ 분열문의 관계절은 ‘것은’에 비하여 담화-구 지
위와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약하다고 할 수 있다.108) 두 분열문의 관계절이 모두 담
106) 앞서 3.2.3.1절에서는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 명제가 담화-구 지위를 가진 경우에 활성화와 준
활성화 지위로는 어떻게 나뉘는지 직접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131)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
이 필요하다. 우선 담화-구 지위는 그 정보 원천에 따라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것과 상황을 기
반으로 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류와 같이 사용역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나뉜다. 이 중 텍스
트를 원천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절 명제와 선행어 명제가 직접적(동일지시) 관계이면서 근거리
(선행어가 직전문장에 나타났거나 담화주제에 해당하는 경우)인 경우가 활성화에 해당하고, 직접
적 관계이지만 원거리(선행어가 근접문장에 나타난 경우)인 경우와 간접적 관계인 경우가 준활성
화에 해당한다. 정보 원천이 상황인 경우에는 2.2.2.2절에서 지적하였듯이 선행어 명제가 간접적이
라고 볼 수 있으므로 준활성화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활성화는 총 60회, 준활성화는 총 58회로
계산할 수 있다.
107) ‘중요한 것은’류를 제외한 것은 이 유형의 관계절 명제가 활성화와 준활성화 중 어떤 지위를 가
지는지에 대하여 아직 확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담화에서 환기된 것
은 아니라는 점을 중시하면 준활성화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전체 담화의 생산 목적과
근본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중시하면 담화주제에 가깝다고 보아 활성화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혹은 ‘중요한 것은’류의 개별 용례에 따라서도 정보지위의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있
을 것이다. 단, 이 유형의 관계절 열린 명제가 활성화와 준활성화 중 어느 쪽으로 분석되더라도,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 명제가 활성화 지위를 가지는 비율이 ‘것이’의 경우보다 높다는 일반화는
여전히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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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구 지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상대적인 비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말뭉치에서 사용역에 따른 출현 양상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것이’
분열문은 전체 말뭉치에서 ‘것은’ 분열문에 비해 적게 출현하였는데 우선 ‘것이’ 분열
문의 사용역에 따른 출현 횟수를 보이고, 두 분열문을 비교한 것을 다시 제시하도록
한다.
(132) ‘것이’ 분열문의 사용역에 따른 출현 횟수
대화
11회
자연대화
1회

가공대화
10회

TV 뉴스
5회
앵커, 기자 인터뷰, 녹취
5회
0회
총 25회

학술문
9회

(133) ‘것은’ 분열문과 ‘것이’ 분열문의 사용역에 따른 출현 횟수
대화
‘것은’-26회, ‘것이’-11회
자연대화
가공대화
‘것은’-5회
‘것은’-21회
‘것이’-1회

TV 뉴스
‘것은’-44회, ‘것이’-5회
앵커, 기자
인터뷰, 녹취
‘것은’-41회
‘것은’-3회

학술문
‘것은’-87회
‘것이’-9회

‘것이’-10회
‘것이’-5회
‘것이’-0회
총 ‘것은’-157회, ‘것이’-25회

위에서 확인되듯이 ‘것이’ 분열문은 ‘것은’ 분열문에 비해 총 출현횟수가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각 사용역에 있어서도 두루 낮은 분포를 보인다. 특히, ‘것은’ 분열문은
대화보다는 TV 뉴스와 학술문에서 월등히 높은 빈도를 보였는데, ‘것이’ 분열문의 경
우에는 반대로 대화 사용역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음이 눈에 띈다.109)
108) 그런데 말뭉치에 나타난 ‘것이’ 분열문의 출현 횟수는 24회로 ‘것은’ 분열문(157회)에 비하면
현격히 적기 때문에,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을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말뭉치 자료로 확인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109) 그런데 대화에서 나타난 ‘것이’ 분열문을 살펴보면 조금 유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11회 중 8회가 아래 (i)과 같이 의문문에서 나타난 것이다. 문장의 서법 혹은 화행유형
과 ‘은/는’, ‘이/가’의 출현 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i) 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냐?
나. 그거 잡아준 게 나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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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올림픽 나가는 게 니 마누라가 임마 어이?
분열문에 대한 것은 아니지만 흡사한 기술을 목정수(2005: 83)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 논의
에서는 소위 이중주어문에 대하여 첫 번째 성분에 ‘이/가’보다는 ‘은/는’이 결합한 문장, 예컨대 ‘철
수가 눈이 크다’보다는 ‘철수는 눈이 크다’가 훨씬 자연스럽고 빈번히 나타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자와 같은 쓰임은 감탄문, 반어법 구성, 메아리 질문 등 화자의 주관적ㆍ양태적
태도가 반영된 구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것이’ 분열문이나 이중주어
문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이/가’의 사용 양상이 문장 유형 혹은 화자의 태도와 가지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는 후일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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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관계적 고찰
우리는 2장에서 정보구조의 틀을 세우고 3장과 4장에서 각각 절대적 정보구조와
상대적 정보구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청자 혹은 담화를 바탕으
로 한 정보의 인지적 위계가 어떠한 형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고, 4장에서는
화제와 초점을 중심으로 문장의 상대적 정보구조가 표현되는 양상을 다루었다. 즉,
앞에서는 정보구조라는 광범위한 양상을 특정한 정보지위를 기준으로 논의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정보지위 외의 요소를 매개변인으로 하는, 3ㆍ4장과 교차적인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선 5.1절에서는 앞서 다룬 여러 가지 정보지위와 그것에 대응되
는 형식들의 관계를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5.2절에서는 서로 다른 유형의
정보지위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5.3절에서는 사용역을 매개변인으
로 하는 관점을 취할 것이다. 이러한 교차적인 논의를 통해 정보구조 전반에 대한 보
다 입체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1. 형식과 기능의 상호관계
이 절에서는 3ㆍ4장에서 살펴본 다양한 의미 기능 범주들과 형식 범주들의 관련성
을 형식과 기능의 상호관계에 따라 유형을 나누어 살펴본다. 우선 형식과 기능의 연
결관계가 어떠한 방향성에서 의미를 가지느냐에 따라 해석론적인 관계와 표현론적인
관계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형식에서 기능으로의 관계가 밀접한 경우를 말하고, 후
자는 반대로 기능에서 형식으로의 관계가 밀접한 경우를 말한다. 다음으로, 각 유형
의 관계에서 그 상호관련성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다시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가장 상호관련성이 강한 것은 절대적 관계인 경우이다. 즉, 특정 형식에서
기능으로 혹은 특정 기능에서 형식으로의 관계가 예외없이 항상 성립하는 경우이다.
한편, 절대적인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확률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통계적 수치를 기본적으로 우리 말뭉치에서 나타난 것에 한정하여 따질 것
인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명확히 실현 가능한 구성이 말뭉치에서 우연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더 큰 규모의 자료에서는 그다지 높지 않
은 빈도로 나타나는 것이, 우연히 혹은 말뭉치의 성격상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도 있
을 수 있다. 따라서 순전히 출현 빈도에만 의존하여 설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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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의를 부여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순히 해당 형식과 기능의 관계만을 따지기보다는 전체 체계의 다른 형식이
나 기능들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어떤 형식 A가 높은 확률로 어떤 기능 P
를 표현한다고 해서 이들 간의 상관관계가 반드시 유의미한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이
다. A가 속하는 X라는 체계에서 다른 대안 형식들 B, C가 존재한다고 할 때, 그리고
B와 C 역시 높은 확률로 기능 P를 표현한다면, 사실 유의미한 관계는 A와 P의 관계
가 아니라 X와 P의 관계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제 5.1.1에서는 해석론적인 관점에서 형식에서 기능으로의 관계가 유의미한 경
우를 살펴보고, 5.1.2에서는 표현론적인 관점에서 기능에서 형식으로의 관계가 유의
미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한다. 특정 형식과 특정 기능이 맺는 관계가 이 두 가지 방
향에서 모두 높은 연관성을 보이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특히 화용론적인 현상인 정
보구조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예측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여러 가지 정보구조
범주들은 대부분 한 가지 방향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5.1.1. 형식에서 기능으로의 관계
우선 해석론적 관점에서 형식에서 기능으로의 관계가 밀접한 유형에 대하여 살펴
보자. 앞에서 다룬 많은 형식과 기능의 쌍은 이 방향에서의 관계가 긴밀한 경우가 반
대 방향의 경우보다 더 많다. 그리고 이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도 절대적인 관계인 경
우와 확률적인 관계인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보다 후자에 해당하는 형식과 기능
의 쌍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절대적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도
거의 대등하게 나타났다.
절대적 관계란 앞서 말했듯이 특정 형식이 특정 기능에 예외 없이 대응하는 관계
를 말한다. 아래와 같은 형식과 의미의 쌍들을 들 수 있다.
(1) 형식에서 기능으로의 관계가 밀접한 유형: ① 절대적 관계
가. 명사구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
가1. 생략형과 활성적 담화-구 지위의 관계
가2. ‘X 있잖아’, ‘X 말이야’ 구성과 청자-구 지위의 관계
나.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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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명제의 내적인 상대적 정보지위
다1. 제시어와 화제의 관계
다2. ‘이란’과 화제의 관계
다3. 문두 ‘이야’와 화제의 관계
다4. ‘것은’ 분열문과 화제-초점 구조의 관계

우선 명사구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에서는 (1가)와 같이 생략형, ‘X 있잖아’와 ‘X
말이야’ 구성이 각각 특정 정보지위를 항상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생략형은 활성
적인 담화-구 실체에만 쓰인다. 우리의 말뭉치에서 주석의 한계로 인해 생략형의 모
든 예를 검토하지는 못하였으나, 생략형의 특성상 이러한 예측이 가능하다. ‘X 있잖
아’, ‘X 말이야’는 청자-구 지위와 절대적 관계를 가진다.
다음으로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관련된 형식들에서는 기능으로의 관계가 절대
적인 경우는 없었다. 명제의 내적인 상대적 정보지위와 관련해서는 (1다)와 같이 제
시어, ‘이란’, 문두의 ‘이야’, 그리고 ‘것은’ 분열문이 각각 화제 혹은 문장의 화제-초
점 구조와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앞에서 논한 화제 표
현들 중 문두 ‘은/는’은 형식적인 자질만으로 그것이 항상 화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었는데, 그 나머지 표현들은 위와 같이 화제와 절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것은’ 분열문은 항상 ‘은/는’ 성분이 화제이고 그 나머지 성분이 초점인 상대적 정보
구조를 가진다. 이는 ‘것이’ 분열문과 차별화된 성격으로, 이 때문에 기존의 분열문
논의에서 ‘것은’ 분열문이 주로 다루어진 것이다.
다음으로 확률적 관계에 해당하는 형식과 기능의 쌍을 알아본다. 이는 경향성의 정
도에 따라 다시 확률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강한 경우와 약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높은 확률적 관계를 가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2) 형식에서 기능으로의 관계가 밀접한 유형: ② 높은 확률적 관계
가. 명사구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
가1. 우분리와 담화-구 지위의 관계
나.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
나1.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과 담화-구 지위의 관계
나2. ‘-잖-’과 담화-신ㆍ청자-구 지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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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3. ‘-다며’와 청자-구 지위의 관계
나4. ‘-거든’과 청자-신 지위의 관계
다. 명제의 내적인 상대적 정보지위
다1. ‘이/가’, ‘을/를’과 초점의 관계

우선 명사구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관련해서는, 우분리가 사용될 때 대부분 담화
-구 지위를 나타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의 말뭉치에서 총 383회 출현 중 309
회가 활성적 담화-구 실체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53회가 준활성적 담화-구 실체에
해당하여, 대략 94.5%의 매우 높은 비율로 우분리 구는 담화-구 지위를 나타내었
다. 나머지 21회가 담화-신 실체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경우가 드물지만 존재한다
는 점에서 절대적 관계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관련된 형식들로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 ‘잖-’, ‘-다며’, ‘-거든’ 등이 각각 특정 정보지위를 나타내는 강한 경향을 보였다.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은 총 157회 출현하였는데 그 중 118회가 엄격한 의미의 담
화-구 명제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청자-구인 경우가 7회, ‘중요한 것은’류가 32회였
다. 앞서 논의한 바대로 ‘중요한 것은’류의 관계절 명제를 넓은 의미에서 담화-구 지
위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이 담화-구 명제에 해당
하는 경우는 150회, 즉 전체의 약 95.5%의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
다. 선어말어미 ‘-잖-’은 총 813회 출현 중 771회가 담화-신ㆍ청자-구 명제를 나
타내어, 약 94.8%의 높은 비율로 해당 지위와 관련된다. 종결어미 ‘-다며’는 총 71
회 출현 중 12회가 담화-구, 그리고 나머지 59회가 담화-신ㆍ청자-구의 지위에 해
당하였다. 앞서서는 ‘-다며’를 담화-신ㆍ청자-구 지위에 대응시켜 설명하였는데, 담
화-구까지 아우르는 ‘청자-구’ 지위와의 관계로 보면 모든 출현 예가 이에 해당하는
절대적 관계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를 절대적 관계로 보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말뭉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어도 ‘-잖-’과 마찬가지로 청자-신 명제를 나타내는 경
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종결어미 ‘-거든’은 총 301회
출현 중 4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청자-신 지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형식과 기능이
매우 강한 경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명제 내적 상대적 정보지위와 관련해서는 조사 ‘이/가’, ‘을/를’이 대부분 초점에 대
응되는 관계를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런데 4.2.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형
식들과 초점이 보이는 높은 상관관계는 실제 발화에서 전체적으로 전제에 비해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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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 흔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그 의의를 재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이/가’와 ‘을/
를’이 같은 정도의 관련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을/를’이
쓰였는데 초점이 아닌 경우는 드물지만 목적어가 초점인데 무조사로 표현되는 경우
는 ‘이/가’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가’와 초점
의 관계가 ‘을/를’과 초점의 관계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1)
다음으로 (2)에서 살펴본 것보다는 낮은 경향성이지만 여전히 유효한 확률적 관계
를 보이는 형식과 기능의 쌍들이 있다.
(3) 형식에서 기능으로의 관계가 밀접한 유형: ③ 유효한 확률적 관계
가. 명사구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
가1. 인칭 및 지시 대명사와 활성적 담화-구 지위의 관계
나.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
나1. ‘-다니까’와 담화-구 지위의 관계
나2. ‘-다고’와 담화-구 지위의 관계
다. 명제의 내적인 상대적 정보지위
(없음.)

명사구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관련해서는 인칭 및 지시 대명사가 대부분 활성적
담화-구 지위를 가지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를 강한 경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역행
조응 용법이 있기 때문이다.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 중에는 종결어미 ‘-다니까’와 ‘-다고’가 담화-구 지위와
가지는 관계를 들 수 있다. 우리의 말뭉치에서 종결어미 ‘-다니까’류는 총 70회 출
현하였는데, 그 중 담화-구 명제를 표현하는 경우가 45회로, 전체의 약 64.3%에 해
당하였다. ‘-다고’는 총 204회 출현 중 담화-구 명제를 표현하는 경우가 144회로,
약 70.6%에 해당하였다. 이 두 형식이 쓰인 문장이 담화-구 지위를 가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그리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주절이 표현하는 명제가
담화-구 지위를 가지는 것이 담화-신 지위에 비해 현저히 드물다는 사실을 감안하
1) 이렇게 (2)에서 살펴본 형식에서 기능으로의 강한 경향성을 보이는 관계는 그 높은 확률에만 주
목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왜 절대적 관계까지는 보이지 않는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컨
대 우분리가 담화-신 지위를 가지는 예외적 현상들에 대해 그 동기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앞
서 3, 4장에서 화용론적 수용 등 화자의 특별한 의도로 설명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더욱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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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니까’, ‘-다고’와 담화-구 지위가 가지는 이 정도의 관련성은 유의미한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서 ‘이/가’, ‘을/를’과 초점이 가지는 관계를 평가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이/가’, ‘을/를’은 초점을 나타내는 매우 강한 경향을 보이지만 문장에서 초점에 해당
하는 성분이 전제에 해당하는 성분보다 훨씬 양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들 간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반면, ‘-다니까’
와 ‘-다고’는 담화-구 명제를 나타내는 경향이 아주 강한 것은 아니지만 실제 발화
에 나타난 문장(주절)들이 대부분 담화-신 명제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5.1.2. 기능에서 형식으로의 관계
이제는 표현론적인 관점에서 기능에서 형식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한다. 절대적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고, 다음 세 가지 쌍들이 높은 확률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기능에서 형식으로의 관계가 밀접한 유형: 높은 확률적 관계
가. 명사구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
가1. 청자-신 지위와 ‘x[고유명사]이라는 y’의 관계.
나.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
나1. (담화-신)ㆍ청자-구 지위와 ‘-잖-’의 관계.
나2. (담화-신)ㆍ청자-구 지위와 ‘-다며’의 관계.
다. 명제의 내적인 상대적 정보지위
(없음.)

우선 명사구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에서, 청자-신 지위가 ‘x이라는 y’으로 표현될
확률이 높다. 주의할 것은 x가 고유명사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즉, 청자-신
실체가 고유명사로 도입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이 구성으로 표현되는 강한 경향성을
가진다. x로만 나타내면 어색하거나 부적절하다.
다음으로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 중에서는 청자-구 지위와 ‘-잖-’, ‘-다며’의 관
계가 높은 확률적 관계에 해당한다. 앞서 보았듯이 Grice의 대화 격률에 따라 대화
사용역에서 청자-구 명제가 주절로 표현될 때에는 거의 항상 ‘-잖-’으로 표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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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구 명제를 주절로 표현하면서 그것이 전언임을 표시할 때에는 거의 항상 ‘-다
며’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능에서 형식으로의 상관관계가 밀접한 유형은 앞서 살펴본 반대방향의
유형보다 드물게 나타난다. 이는 (4)에서 보인 의미ㆍ기능들 외의 다른 의미ㆍ기능
은 특정 형식으로 표현되는 경향성을 가지지 않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
다는 것을 뜻한다.2) 예컨대 명사구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에서 담화-구 지위는 생
략형이나 대명사뿐만 아니라 무표적인 다른 명사구 형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그
비율 또한 상당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상대적 정보구조에서 정언판단의 대상인 화
제도 여러 가지 형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다.

5.2. 정보지위의 상호관계
이 절에서는 3ㆍ4장에서 다룬 여러 가지 정보지위들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 자세
히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는 정보구조를 크게 절대적 정보구조와 상대적 정보구조로
이분하고, 전자를 다시 정보지위를 가지는 대상의 유형에 따라 명사구 실체에 대한
것과 명제에 대한 것으로 나누었다. 절대적 정보지위는 청자의 지식 여부에 기준을
둔 것과 담화에서의 주어짐성에 기준을 둔 것으로 나누어, 담화-구, 담화-신ㆍ청자
-구, 청자-신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상대적 정보지위는 화제와 초점을 주요 범주로
세우고 이것이 문장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따라 문장의 상대적 정보구조 유형을
나누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절대적 정보지위와 상대적 정보지위의 상호 관계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우선 5.2.1에서는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의
관계를, 5.2.2에서는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명제의 내적인 상대적 정보지위의 관
계를, 그리고 5.2.3에서는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명제의 내적인 상대적 정보지위
의 관계를 알아볼 것이다.

2) 이는 기능에서 형식으로의 관계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본고에서 각 정보지위에 대한 총망라적인
말뭉치 분석을 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도달한 귀결이기도 할 것이다. 형식 범주들은 말뭉치에서
해당하는 형식들을 모두 찾아내어 그 의미ㆍ기능을 따지는 것이 비교적 쉽지만, 의미ㆍ기능 범주
들에 대하여 그러한 작업을 행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이다. 예컨대 본고는 말뭉치에서 부정관
형사 및 부정대명사가 어떠한 정보지위를 나타내는지는 조사하였으나, 청자-신 지위가 어떻게 표
현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는 하지 못하였다. 표현론적ㆍ기능적 접근법을 보다 충실히 실행하
기 위해서는 그러한 작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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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의 관계
우선 절대적 정보지위의 두 유형, 실체와 명제의 정보지위 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
본다. 실체의 정보지위와 명제의 정보지위 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즉 특정한
하나의 정보지위가 다른 쪽의 정보지위를 함의하거나 제한하는 관계를 가지는지 생
각해 볼 수 있다.
실체가 하나 혹은 그 이상이 모여 한 명제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실체와 명제의 정
보지위는 비대칭적인 관계를 가진다. 이에 대하여, 실체가 어떠한 기준에서든 구정보
혹은 신정보일 때 그 실체를 포함하는 명제가 가질 수 있는 정보지위에는 어떠한 것
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반대로 명제가 구정보 혹은 신정보일 때 그 명제에 포함되는
실체가 가질 수 있는 정보지위는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살펴보겠다.
우선 실체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자. 어떤 실체가 구정보를 표현한다고 하여 그것이
포함된 명제의 신구성이 제약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어떤 실체가 신정보를 표현한다
면 이를 포함한 명제도 신정보일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명제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
면, 어떤 명제가 구정보를 표현한다면 거기에 포함된 실체도 구정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떤 명제가 신정보를 표현한다고 할 때 거기에 포함된 실체의 정보지위에는
제약이 없다. 이러한 관계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의 관계
가.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에 따라 가능한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
담화-구
담화-신ㆍ청자-구
청자-신

⇒
⇒
⇒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
담화-구, 담화-신ㆍ청자-구, 청자-신
담화-신ㆍ청자-구, 청자-신
청자-신

나.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에 따라 가능한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
담화-구
담화-신ㆍ청자-구
청자-신

⇒
⇒
⇒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
담화-구
담화-구, 담화-신ㆍ청자-구
담화-구, 담화-신ㆍ청자-구, 청자-신

(5가)는 실체의 정보지위에 따라 가능한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를 보인 것이다. 실

- 273 -

체가 담화-구인 경우 그것이 포함된 명제의 지위는 제한되지 않는 반면, 청자-신인
경우에는 명제 역시 청자-신으로 제한된다. (5나)는 반대 방향에서, 즉 명제의 절대
적 정보지위가 고정된 상태에서 그 명제에 포함될 수 있는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
의 범위를 보인 것이다. 명제가 담화-구인 경우 그에 포함된 실체 역시 담화-구여
야 한다. 반면 명제가 청자-신인 경우 실체의 정보지위는 제한되지 않는다.
이러한 두 정보지위 간의 관계는 (5가, 나)를 요약하여 아래 (6)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다.
(6)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의 관계
절대적-구 실체
절대적-구 명제

절대적-신 실체
절대적-신 명제

이러한 비대칭적인 관계를 아래의 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7) 가. 걔가 아까 찾아왔다니까.
나. 걔가 아까 찾아왔잖아.
다. 걔가 아까 찾아왔거든.

(7)은 담화-구 실체가 어떠한 종류의 절대적 정보지위를 가지는 명제에도 모두 나
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5가)의 첫 번째 행에 해당한다. 3인칭 대명사
‘걔’는 거의 항상 담화-구 실체를 나타내는데 이것이 담화-구 명제, 담화-신ㆍ청자
-구 명제, 청자-신 명제에 모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자-신 실체는 청자-신 명제에만 나타날 것으로 제약된다고 하였는데,
이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다. 즉, 겉보기에 청자-신 실체가 청자-구
명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아래와 같이 존재한다.
(8) 가. 어떤 남자가 {갔다니까, 갔다고}.
나. 어떤 남자가 {갔잖아, 갔다며}.

(8가, 나)는 모두 청자-구와 관련된 어미들이 쓰인 문장에 부정(不定) 명사구 ‘어떤
남자’가 나타난 경우인데 (8가)의 어미는 청자-구이면서도 담화-구와 관련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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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8나)의 어미는 담화-구까지 보장하지는 않고 청자-구의 의미를 가진 것이다.
이에 의해 (8)의 두 문장은 모두 청자-신 실체가 청자-구 명제에 나타났다고 보아
(5)와 (6)의 일반화가 틀렸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위의 어미와 명사구
형식이 특정 정보지위와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다. 즉, 결론적으로 (8)은 위에서 일반화한 두 정보지위 간의 관계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8가)와 (8나)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8가)는 여기에 사용
된 어미 ‘-다니까’와 ‘-다고’가 앞서 5.1절에서 보았듯이 항상 담화-구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형식에서 기능으로의 관계가 유의미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은 관계이다. 따라서 (8가)에서 ‘어떤 남자’가 청자-신 실체를 나타
낸다고 하더라도, 이 문장이 청자-신 지위를 가지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
지 않는다. (5나)의 세 번째 행에서 보듯 명제가 청자-신 지위를 가지면 여기에 포
함되는 실체들의 정보지위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해명이 좀 더 어려워 보이는 것은 (8나)이다. ‘-잖-’과 ‘-다며’는 모두 청자-구
명제와 관련되는데, 이 상관관계가 매우 긴밀한 것이어서 이들이 사용된 문장은 거의
항상 청자-구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자-구 명제에 어떻게 청자-신 실체로 보
이는 ‘어떤 남자’가 나타나는지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실체의 청자-신 지위와 ‘어떤 남자’라는 형식이 가지는 상관관계가 절대적이
지 않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앞서 3.1.4절에서는 ‘어떤 X’를 비롯한 여러 부정관형사
및 부정대명사 형식들이 청자-신 실체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주목하였고, 청자-구
실체를 나타낼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실체와 명제
의 절대적 정보지위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어떤 X’류가 청자-구 실체도 나타
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8나)를 발화하는 화자는 청자에게 ‘어떤 남
자’가 가리키는 담화 실체 표상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어떤 X’와 같은 부정형들이 청자-구 실체를 나타낼 수 있다는 주장은 언뜻 매우
기이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부정표현들은 영어의 비한정 명사구에 대응시키는 것
이 일반적이고 보통 영어의 비한정 명사구는 청자-신 실체를 나타낸다고 보기 때문
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청자-구/신 지위의 정확한 의미에 주의할 필요가 있
다. 이는 어떤 실체의 ‘표상’이 청자의 지식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지, 그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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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청자가 실제 세계에서 지목하거나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인지적 상태이다. 가령 (8나)에서 ‘어떤 남자’가 청자-구라는 것은
화자가 생각하기에 청자가 이것이 가리키는 실체를 실제 세계에서 지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남자가 갔다’라는 명제가 청자에게 주어져 있고 이
실체의 표상이 청자의 머릿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머릿속에 표상이
존재하는 실체들 중에는 우리가 그 실체에 대한 실제 세계의 정보를 많이 아는 경우
도 있고 그 이름밖에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8나)처럼 이름도 알지 못하는 경
우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X’ 등의 부정형들과 ‘실제 세계에서의 확인가능성’이라는 의미는 어
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생각해 보자. 해석론적 관점에서는 ‘어떤 x’로 표현되면
화자가 가정하기에 청자가 그 실체를 실제 세계에서 확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인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현론적 관점에서는 상관관계가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
다. 청자가 실제 세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실체라고 해서 항상 부정형으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왔어. 그 사람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와 같은 경
우 ‘그 사람’이 가리키는 실체는 비록 선행 문장에서 등장한 것이라고는 해도 여전히
청자가 실제 세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인데 부정형이 아닌 ‘그 x’로 나타났다.
부정표현이 화자가 가정하기에 청자가 실제 세계에서 그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면, 화자 스스로는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는 두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 즉, 화자 스스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상관없이 부정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9) 가. 누구 좀 만나고 왔어.
나. 누구 온 것 같던데. (어떤 사람이 왔다 간 것을 직접 보거나 듣지 못했지만 다
른 간접적인 근거로 누군가 왔다는 것을 추측하는 상황에서)

(9가)의 ‘누구’는 화자가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가 누구인지 실제 세계상의 정보를 가
지고 있는 경우인데, 그 실체에 대한 정보를 청자에게 밝히고 싶지 않아서 이러한 표
현을 쓴 것이다. (9나)의 ‘누구’는 화자 스스로도 해당 실체에 대한 실제 세계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이다.
정리하면, 부정 명사구는 화자가 가정하는 청자의 ‘실제 세계에서의 확인가능성’에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청자-신 지위에는 간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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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이 형식들과 청자-신 지위를 관련시킨 것은, 이들의 관계가 절대적 관계는
아니지만 표현론적ㆍ해석론적으로 상당한 확률적 관계라는 점을 중시한 것이다.3)
그리고 (8나)와 같은 쓰임을 고려함으로써 부정 명사구의 정체를 보다 명확히 파
악할 수 있었다. (5)와 (6)에서 보인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명제의 절대적 정보
지위 간의 관계에 대한 반례로 여겨질 수 있는 (8나)와 같은 경우는 사실 반례가 아
니다. 즉,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는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보다 더 새로운 것은 아
니어야 한다는 일반화는 유지될 수 있다.

5.2.2.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명제 내적 상대적 정보지위의 관계
이제 살펴볼 관계는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명제 내적 상대적 정보지위의 관계
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정보지위들의 상호관계와 달리 기존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
진 편이다.
일례로 Gundel & Fretheim(2004)의 체계를 받아들인 전영철(2006)에서는 실체
의 절대적 정보지위에 대응하는 개념인 ‘지시적 주어짐성’과, 명제 내적 상대적 정보
지위에 대응하는 개념인 ‘관계적 주어짐성’이 특정한 함의 관계를 가진다고 한 바 있
다. 지시적으로 주어져 있는 요소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주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
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시적으로 새로운 요소는 관계적으로도 반드시 새로운 것이라
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아래와 같은 표로 나타낼 수 있다.
(10) 지시적 주어짐성과 관계적 주어짐성의 관계 (전영철 2006: 177)
지시적 구정보
관계적 구정보

지시적 신정보
관계적 신정보

이 두 가지 주어짐성을 우리의 체계에 대응되는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명제
내적 상대적 정보지위로 바꾸면 아래 (11)과 같은 관계가 된다.

3) 혹자는 ‘X이라는 Y’도 (7나)와 같은 문장, 즉 ‘장철순이라는 사람이 갔잖아.’ 같은 문장으로 나타
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러나 ‘x이라는 y’도 앞서 형식과 기능의
상관관계에서 밝혔듯이 항상 청자-신 실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문
장에서 이 구성이 나타내는 실체는 청자-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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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명제 내적 상대적 정보지위의 관계
절대적-구 실체
상대적 구정보 (화제)

절대적-신 실체
상대적 신정보 (초점)

이러한 비대칭적인 함의관계는 앞서 5.2.1절에서 보인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 간의 함의관계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다. 표 (6)과 비교해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 (11)에서 보인 관계에 대해, 상대적 정보지위를 기준으로 그것이 어떠한 절
대적 정보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상대적 정보구조의 신정
보인 초점을 우선 살펴보면, 이는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에 관련된 제약을 가지지
않는다. 이는 아래와 같은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2) 가. Q: 아까 너 철수와 영희 중에 누구 만났어?
A: 철수 만났어.
나. Q: 아까 누구 만났어?
A: 네 동생 만났어.
다. Q: 아까 누구 만났어?
A: 김철수라고 학과 후배 한 명 만났어.

(12가)의 대답 문장에서 ‘철수’는 질문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구성하는 초점이다.
그런데 절대적 정보지위의 관점에서는 선행 질문에서 이미 환기되어 있으므로 구정
보이며 특히 담화-구의 높은 주어짐성을 가진다. (12나)는 담화-신ㆍ청자-구 지위
를 가지는 실체인 ‘네 동생’이 초점인 경우이고, (12다)는 청자-신 지위의 실체가 초
점인 경우이다. 즉, 초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에는 제한이 없
다.
그런데 화제의 경우에는 절대적 정보지위의 관점에서 조금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우선 화제는 정언판단에 수반되는 인지적 과정 중 첫 번째 과정, 즉 어떤 대상을 인
지하고 확립하는 행위로부터 구현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반드시 어떤 주어진 정보지
위를 필수조건으로 가지지는 않는다. 청자 지식의 관점에서 새로운 실체라도 화자가
그것을 화제로 설정하여 발화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실제 발화에서 나타나는 화제는 거의 청자-구 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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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청자-신 실체를 화제로 발화하는 것은 청자의 인지적 처리의 측면에서 큰 부
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담화에 새로운 실체를 도입하는 행위와 그것에 대하
여 서술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절로 분리되어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시와 역할
의 분리 원칙’(Lambrecht 1994: 184-8)과 관련된다. 청자-신 실체가 화제로 나타
난다면 새로운 실체의 도입과 그에 대한 서술이 하나의 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이러한 구성을 피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기존 논의에서도 예컨대 Gundel & Fretheim(2004)에서는 화제가 한정적인 것이
어야 한다고 보았고4) Gundel(1985, 1988)에서는 이미 친숙한 지시체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화제가 일반적으로 청자-구 지위에 한정된다는 본고의 관점과 흡사
한 것이다. 반면, 전영철(2013가)에서는 화제가 한정적일 필요는 없으나 특정적이어
야 한다고 보는 등 한정성 조건은 너무 제약적이라고 보고 그보다는 낮은 주어짐성
이 요구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화제와 청자-구 지위의 관계가 절
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과 연결된다.

5.2.3.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명제 내적 상대적 정보지위의 관계
이제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명제 내적 상대적 정보지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
기로 한다. 이들은 모두 명제의 정보지위에 대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서로 혼동될 여
지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분명히 구별되는 지위라는 점을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주어진 명제를 나타내는 ‘전제’ 개념이 이 두 정보
지위 층위에서 모두 사용되어 혼란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두 개념을 명확히 구
별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전제가 상이한 것이라는 점이 기존 논의에서는 잘 부각되
지 않았는데, 이는 절대적 정보지위를 다루는 논의와 상대적 정보지위를 다루는 논의
가 보통 개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해되는 전제 개념을 두 가지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별해야 하며, 이는 각각 절대적 정보지위와 상대적 정보지위에 속한
다는 것을 주장한다. 하나는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를 다룬 3장에서 논의한
Levinson(1983), Stalnaker(1974) 등의 ‘화용론적 전제’ 개념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화청자가 공유하는 소통의 기반으로서의 명제를 뜻한다. 다른 하나는 명제의 상대적
정보구조를 다룬 4장에서도 도입된 전제 개념으로, Chomsky(1969)에서 유래한 개
4) 비한정적인 경우에도 총칭적인 것이면 화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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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인 문장에서 초점의 상보적 요소로서의 전제이다. 우리는 이 두 개념을 그것이 속
하는 정보지위의 성격에 따라 ‘절대적 전제’와 ‘상대적 전제’라고 칭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절대적 전제와 상대적 전제가 구별된다는 것은 아래와 같은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3) Q: 누가 어제 다녀갔어? - A: 철수 동생이 어제 다녀갔어.
절대적 전제: ‘철수에게 동생이 있다’, ‘x가 어제 다녀갔다’ 등5)
상대적 전제: ‘x가 어제 다녀갔다’

위와 같은 대화에서 대답 문장의 절대적 전제와 상대적 전제는 제시한 바와 같다. 우
선 절대적 전제 중에 첫 번째 것은 ‘철수 동생’이라는 명사구 형식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주어진 담화의 선행 질문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
중 두 번째 절대적 전제만이 상대적 전제의 지위도 가진다. 이 문장의 상대적 정보구
조는 명시적 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철수 동생이’가 초점이고 그 나머지 부분이
배경이기 때문이다. 즉, (13)을 통해서 절대적 전제와 상대적 전제의 외연이 일치하
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전제는 서로 구별되지만 일정한 연관관계를 가지는데, 바로 절대적 전
제가 상대적 전제를 포함하는 일방향적인 포함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즉, 어떤 문
장에서 상대적 전제가 있을 때, 이는 반드시 절대적 전제의 지위도 가진다. 하지만
주어진 문장의 절대적 전제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상대적 전제의 지위도 가지는 것
은 아니다. 위 (13)에서도 상대적 전제인 ‘x가 어제 다녀갔다’는 절대적 전제의 지위
도 가지지만 절대적 전제 중에는 ‘철수에게 동생이 있다’처럼 상대적 전제로는 해석
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이 가지는 모든 절대적 전제들이 상대적 전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과 흡사한 주장을 Dryer(1996)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단언을 전제와 다르
게 만들어 주는 부분’이라고 정의한 Lambrecht(1994)의 초점 개념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주어진 문장은 많은 전제를 가질 수 있는데, 위 초점 정의에 이용된 전제
5) 주어진 문장이 가지는 절대적 전제는 담화 맥락과 화청자 간의 공유 지식, 발화 상황 등에 따라
매우 많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어진 텍스트 맥락만으로 파악 가능한 절대적 전제들만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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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그 중 어떤 전제를 말하는지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절대적 정보지위에
서 ‘화용론적 전제’로 평가되는 모든 명제가 초점-전제 구조의 전제인 것은 아니라
는 우리의 지적과 상통한다. 이를 Dryer(1996: 516-7)에서는 분열문의 예를 통해
설명하는데, 여기에서는 아래와 같이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14) 가. It is the man that Mary met in Chicago that she is dating.
‘메리가 사귀는 건 걔가 시카고에서 만난 남자야.’
나. It is the man that Mary is dating that she met in Chicago.
‘메리가 시카고에서 만난 건 걔가 사귀고 있는 남자야.’
(15) 가. (14가)의 전제: X is a man, Mary met X in Chicago, Mary is dating Y.
단언: X=Y
나. (14나)의 전제: X is a man, Mary is dating X, Mary met Y in Chicago.
단언: X=Y

(14가, 나)는 서로 다른 분열문들인데 (15)에서 제시하였듯이 ‘전제’(우리의 용어로
는 절대적 전제)는 동일하다. 모두 ‘the man’이라는 한정 명사구와 내포된 ‘that’ 절
로부터 ‘어떤 남자가 있다’, ‘메리가 x를 시카고에서 만났다’, ‘메리가 y와 사귄다’ 등
의 명제를 절대적 전제로 가지는 것이다. 그러나 각 분열문의 주절 성분이 상이하게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상대적 정보구조는 서로 다르다. (14가)에서는 ‘메리가
x를 사귄다’가, 그리고 (14나)에서는 ‘메리가 x를 시카고에서 만났다’는 명제가 비초점, 즉 상대적 전제의 지위를 가진다. 절대적 전제와 상대적 전제를 구별함으로써
두 문장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Dryer(1996)에서는 (14)와 같이 내포절에 대해서만 두 유형의 전제를 구
별하였으나, 우리는 주절에 대해서도 이러한 구별을 적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3장에
서 자세히 논의하였듯이 우리말에는 문장의 주절에도 절대적 정보지위가 ‘주어진’ 구
정보임을 표시하는 형식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이 쓰인 문장에서 절대적
전제와 상대적 전제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3장에서 살펴본 어미들 중 ‘-잖-’을
대표로 하여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16) Q: 누가 어제 다녀갔어? - A: 철수 동생이 어제 다녀갔잖아.
절대적 전제: ‘철수에게 동생이 있다’, ‘x이 어제 다녀갔다’, ‘철수 동생이 어제 다녀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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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
상대적 전제: ‘x이 어제 다녀갔다’

앞서 본 (13)와 달리 (16)에서는 대답 문장에 절대적 정보지위를 명시적으로 표시하
는 ‘-잖-’이 쓰였다. 앞서 말했듯이 ‘-잖-’은 일반적으로 담화-신ㆍ청자-구의 지
위를 나타낸다. 만약 절대적 전제와 상대적 전제를 구별하지 않는다면 이 문장은 주
어진 명제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명제가 되는 모순이 생긴다. ‘-잖-’이 쓰였다는 점
을 중시하면 전체 명제가 구정보이지만, 질문에 대한 대답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전체 명제 중 ‘철수 동생이’는 실질적인 대답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신정보이기 때문
이다. 그러나 절대적 전제와 상대적 전제를 구별하면 이러한 설명의 모순이 나타나지
않는다. 위에서 제시하였듯이 ‘철수 동생이 어제 다녀갔다’는 청자-구인 절대적 전제
이지만, 상대적 정보구조에서의 전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비-초점에 해당하는 전
제는 ‘x가 어제 다녀갔다’인 것이다.
한편, 절대적 전제는 상대적 전제가 될 수도 있지만 상대적 신정보인 초점이 될 수
도 있다.
(17) 가. Q: 뭐라고? - A: 내가 좋아한다고.
절대적 전제: ‘내가 좋아한다’ 등
상대적 전제: 없음.
나. Q: 무슨 일이야? - A: 네가 날 속였잖아!
절대적 전제: ‘네가 날 속였다’ 등
상대적 전제: 없음.

(17가)의 대답 문장에서 ‘내가 좋아한다’는 명제는 청자-구일 뿐만 아니라 담화-구
지위까지도 가진다. 즉 절대적 전제일 뿐만 아니라 활성화 지위를 가지는 명제이다.
그런데 이 명제 전체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상대적 정보구조에서는
상대적 전제가 아니라 초점이 된다. 즉, 절대적 지위가 구정보인 명제가 상대적 지위
로는 초점인 경우이다. ‘-다고’가 아닌 ‘-잖-’이 쓰인 (17나)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앞서 절대적-구 명사구 실체가 상대적 지위로는 초점이 될 수 있다고 한 것
에 상응한다. 절대적 지위가 구정보인 실체나 명제는 모두 상대적 정보구조에서 초점
과 비-초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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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명제 내적 상대적 정보지위의 관계
절대적-구 명제
상대적 구정보 (화제)

절대적-신 명제
상대적 신정보 (초점)

한편, 절대적 전제와 상대적 전제는 모두 문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절
대적 전제가 상대적 전제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어떤 문장이 절대적 전제를 가지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으나, 4.2절과 위 (17)에
서 본 것처럼 상대적 전제를 가지지 않는 문장 전체 초점은 빈번하게 나타난다. 절대
적 전제, 즉 화용론적 전제는 주어진 문장의 발화 시점에 화청자에게 공유되어 있거
나 당연한 것으로 가정되는 명제이므로, 절대적 전제가 전혀 없는 발화란 매우 특수
한 상황이 아니면 거의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5.3. 사용역에 따른 정보구조
앞서 우리는 정보구조가 의사소통에서 이루어지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가정이라는
점에서 언어 사용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용역적 변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는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세 가지 사용역의 말뭉치를 직접 구성하고 각
각의 정보구조 범주에 대하여 사용역에 따른 특성들을 발견하고 기술하였다. 이 절에
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사용역의 관점에서 다시 정리하여 살펴볼 것이다. 우선 대화,
TV 뉴스, 학술문 각각의 개별 사용역에서 발견되는 정보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 다
음으로 공통된 자질로 묶이는 두 개의 사용역 복합체가 가지는 정보구조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려 한다.

5.3.1. 개별 사용역의 정보구조적 특성
여기에서는 대화, TV 뉴스, 학술문이라는 개별 사용역이 각각 가지는 정보구조적
특성을 차례로 살펴보려 한다.
우선 대화의 정보구조적 특성을 살펴보자. 대화는 일반적인 정보구조 논의에서 가
장 많이 다루어진 사용역이지만 앞서 논의하였듯이 기존 연구들은 사용역에 따른 변
이를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만이 가지는 특성들을 제대로 포착하지는
못하였다. 우리는 여러 정보지위들과 형식들의 쌍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사용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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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가 가지는 특징적인 현상들을 가장 많이 발견하였다.
우선 다른 사용역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대화에서만 나타나는 정보구조적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아래와 같은 형식들이 대화에서만 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19) 대화에서만 발견되는 정보구조적 특성
가. 우분리6)
나. ‘X 있잖아’, ‘X 말이야’ 구성
다. ‘-다니까’, ‘-다고’ (담화-구), ‘-잖-’, ‘-다며’ (담화-신ㆍ청자-구), ‘-거든’
(청자-신)
라. ‘이/가’ 제시어 화제
마. 단독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은/는’, ‘이란’

우선 (19가, 나)는 명사구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관련하여 논의한 형식들이다.
우분리는 대화에서 매우 활발히 나타나는데, 이는 대화가 비계획성ㆍ실시간성을 가진
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 ‘X 있잖아’, ‘X 말이야’류는 담화-신ㆍ
청자-구의 지위를 가지는 새로운 담화주제를 도입하는 기능을 보이고 대화에서만
나타난다.
다음으로 (19다)의 선어말어미 및 종결어미들은 3.2절에서 제시한 주절 명제의 절
대적 정보지위를 나타내는 형식의 전체 목록이다. 즉, 주절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
가 어미로 실현되는 것은 대화 사용역에 국한된다.
(19라, 마)는 상대적 정보구조 중에서도 화제와 관련된 현상이다. 화제를 나타내는
형식 중에서는 ‘이/가’ 제시어가 대화에서만 나타나는데 이는 ‘이/가’가 다른 사용역과
달리 대화에서는 화제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화제 단독으로 구성
된 ‘언어학자들이란’ 같은 문장도 대화에서만 출현한다.
다음으로 대화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용역과 비교해 볼 때 대화에
서 상대적으로 더욱 현저한 정보구조적 특성들을 알아본다. 이는 아래와 같이 형식적
인 특성과 기능적인 특성으로 나눌 수 있다.

6) 우분리는 TV 뉴스에서도 나타났지만 이때에는 모두 대화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는 인터뷰나 녹취
등에서 출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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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대화에서 상대적으로 더 현저한 정보구조적 특성
가. 형식적 특성
가1. 생략형(영형대명사)
가2. ‘것이’ 분열문
나. 기능적 특성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의 명세

우선 (20가)의 형식적 특성을 보면, 생략형과 ‘것이’ 분열문이 대화에서 빈번히 사용
된다. 생략형은 다른 사용역에서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
으로 보인다. 그리고 분열문에서 가장 전형적인 유형은 ‘것은’ 분열문인데 대화에서
는 다른 사용역에 비해 ‘것이’ 분열문의 사용 빈도가 높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대화에서 현저한 특성은 단지 특정 형식들이 많이 쓰인다는 점에 국한된 것이 아
니라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라는 특정한 정보지위가 형식적으로 미명세되지 않고
뚜렷하게 표현된다는 기능적인 면에서도 나타난다. 다른 사용역에서 이것이 전혀 표
현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에서 가장 현저하게 표현되고 심지어 거의 의무적으
로 표현된다. 또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다른 사용역에서는 이 지위가 반영된다고 하
더라도 어미 등의 문법적 형식이 아닌 우언적 구성이나 어휘적 표현들로 나타난다는
점도 대화가 가지는 차별적인 특성이다.
그리고 이는 대화의 여러 사용역적 자질 중 ‘상호교류성’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화는 발화 상황에서 화청자가 같은 물리적 환경에 존재하고 직
접 소통을 하는데, 이러한 사용역적 특성이 주절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를 명세하도
록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TV 뉴스나 학술문은 그러한 성격을 가지지 않기 때
문에 절대적 정보지위가 활발히 표시되지 않는다.7)
마지막으로, 대화에서도 자연대화와 가공대화는 차이를 보이는 면이 있다. 본고에
서 발견한 것은 우분리의 사용 빈도인데 가공대화(379회)에 비하여 자연대화(526
회)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자연대화와 가공대화는 비형식성이라
는 자질을 공유하지만 비계획성에 있어 차이가 난다는 점이 이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우분리는 비계획적인 실시간 생성 발화에 깊이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7) 이는 상호교류성 등 사용역의 화용론적 특성에 따른 것이 아니라 TV 뉴스나 학술문은 사용되는
종결어미가 한정되는 문법적 제약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텍스트
종류에 따른 종결어미의 제약 역시 결국은 화용론적인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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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TV 뉴스에서 두드러지는 정보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겠다. TV 뉴스는 대
화와도, 학술문과도 각각 공통된 자질을 가져서 우리의 세 가지 사용역에서 중간적인
성격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발화가 전달되는 물리적 매체가 말이라는 점에서는 대
화와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계획된 발화이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발화라는 점에서는 학술문과 공통점을 가진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TV 뉴스를 이
루는 발화들은 기자나 앵커의 발화와, 인터뷰 및 녹취로 크게 구분되고 이들은 언어
적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
TV 뉴스가 가지는 특징적인 정보구조적 양상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1) TV 뉴스에서 상대적으로 더 현저한 정보구조적 특성
가. 부정관형사 ‘한’
나. 전체 초점 구조를 가지는 첫 문장
다. 지시와 역할의 분리

우선 부정관형사 ‘한’이 다른 사용역에 비하여 월등히 많이 쓰인다는 것을 들 수 있
다. 대화나 학술문에서는 ‘어떤’이 더 많이 사용되는데, TV 뉴스에서는 ‘어떤’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한’이 나타난다.
또한 첫 문장이 전체 초점 구조를 가지는 강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것을 들 수 있
다. 대화는 대화참여자들이 보통 서로 친밀한 사이이고 따라서 서로 공유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담화 시작 문장에서 화제나 전제 요소가 나타나는 것이 보통인
데, 학술문은 담화 시작 문장일지라도 ‘화제+평언’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반면 TV 뉴스에서 각 기사를 시작하는 첫 문장은 명시적인 전체 초점 구조를 가지
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음으로 ‘지시와 역할의 분리’가 두드러지는 발화가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시와 역할의 분리란 앞서 5.2.2절에서 언급하였듯이 Lambrecht(1994:
184-8)에서 포착한 담화 원리로, 담화에 새로운 실체를 도입하는 행위와 그것에 대
하여 서술하는 행위는 서로 다른 절로 분리되어 표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말한
다. TV 뉴스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구성이 빈번히 나타나는데, 이때 분리된 지시 행
위가 앞서 살펴본 화제 형식 중 제시어로 표현되는 경우, 즉 한 문장 안의 독립된 문
두 성분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별개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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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 손연재 선수, 올해 들어 세계대회 무대에서 연거푸 메달을 따내더니 급기야 아
시아 무대를 평정했습니다.
나. 절체절명의 순간에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펼친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들. 국내
외 언론으로부터 영웅이라는 찬사가 쏟아졌고. 거듭된 언론의 요청으로 기자회
견을 가졌습니다.

(22가)는 한 문장 안에서 새로운 담화 실체의 도입이 제시어 형식으로 표현되는 경
우이고 (22나)는 새로운 담화 실체를 나타내는 명사구가 단독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경우이다. 이 두 유형은 발화의 운율적 특성으로 구별되는데, 밑줄 친 지시 표현과
후속 발화 사이에 휴지가 길지 않고 지시 표현의 끝 억양이 종결 억양(하강)이 아닌
경우에는 (22가)와 같이 제시어로 판별되며, 그 휴지가 길고 지시 표현의 끝 억양이
종결 억양인 경우에는 (22나)와 같이 개별 문장으로 판별된다.8)
이제 개별 사용역 중 마지막으로 학술문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른 사용역과
비교할 때 학술문에서 두드러지는 특성들은 아래와 같다.
(23) 학술문에서 상대적으로 더 현저한 특성들
가. 지시대명사 ‘이’
나. ‘것은’ 분열문
다. 화제 ‘은/는’
라. 화제 ‘이란’
마. 문장의 상대적 정보구조 중 ‘화제+평언’ 구조

우선 절대적 정보지위와 관련해서는 지시대명사 ‘이’가 빈번히 사용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TV 뉴스에서도 출현하지만 학술문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특히
‘은/는’과 결합한 ‘이는’이 매우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상대적 정보지위와 관련해서는 우선 분열문이 많이 나타나고 그 중에서도 ‘것은’
분열문이 많이 사용되는 점을 들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것이’ 분열문은 대화에서
많이 나타난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화제 형식 중 ‘은/는’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이란’

8) 4.1.2.2절의 각주 27에서 언급하였듯이 (22가)와 (22나)가 언제나 명확히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
만, 여기에서는 (22가, 나)를 포괄하는 지시와 역할의 분리 구성이 TV 뉴스에서 활발히 출현한다
는 점에 주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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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다른 사용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출현한다. 이는 개념을 정의하고 설명하는
문장이 많이 쓰이는 학술문의 특성과 관련된다. 이러한 화제 표현의 특성과 관련하
여, 문장이 가지는 상대적 정보구조 중 ‘화제+평언’ 구조가 무표적이라는 점도 학술
문의 특징이다.

5.3.2. 복합 사용역의 정보구조적 특성
앞에서는 세 가지 개별 사용역이 가지는 각각의 정보구조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여
기에서는 세 사용역 중 공통적 자질을 가지는 것들을 묶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론
적으로는 대화와 TV 뉴스, TV 뉴스와 학술문, 대화와 학술문의 세 가지 묶음이 가
능하지만, 이 중 실제로 공통적인 자질로 묶이는 것은 앞의 두 가지이다. 대화와 학
술문은 사용역 자체의 성격이나 정보구조적 특성에서 공유되는 주요 자질이 두드러
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화와 TV 뉴스를 포함한 복합 사용역이 가지는 정보구조적 특성을 살펴보
보자.9) 이 두 개별 사용역이 가지는 공통점은 발화가 전달되는 물리적 매체가 음성
이라는 것이다. 즉, 이 복합 사용역은 구어 사용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공유하
는 현저한 정보구조적 특성은 상대적 정보구조에 관련된 것만 발견되었는데 그 구체
적인 목록은 아래와 같다.
(24) 대화와 TV 뉴스에서 현저한 정보구조적 특성
가. 화제 표현 중 제시어의 사용
나. 화제 표현 중 ‘이야’의 사용
다. 문장의 상대적 정보구조의 유형 중 전체 초점 문장의 무표성

우선 화제를 나타내는 형식 중 제시어와 ‘이야’가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학술
문에서는 이들이 전혀 출현하지 않은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문장의 상대적 정보구조
유형 중 전체 초점 문장이 빈번하다는 점도 ‘화제+평언’ 구조가 일반적으로 나타나
는 학술문과 대조되는 점이다.
9) 대화가 TV 뉴스와 공유하는 자질 중에서, 예컨대 우분리, ‘-잖-’이나 기타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
위를 표현하는 종결어미들 등과 같이, TV 뉴스의 녹취나 인터뷰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여기에 포
함시키지 않는다.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대화에도 나타나고 TV 뉴스 중에서도 앵커와 기자의 발
화에도 나타나는 현상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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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TV 뉴스와 학술문을 포괄하는 복합 사용역이 가지는 정보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두 개별 사용역은 모두 계획적이고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공
통점을 지닌다. 이들이 공유하는 현저한 정보구조적 특성은 절대적 정보구조에 관련
된 것만 발견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목록은 아래와 같다.
(25) TV 뉴스와 학술문에서 현저한 정보구조적 특성
가. 생략형의 제한된 사용
나. 지시대명사 ‘이’

우선 생략형이 쓰이는 양상을 들 수 있다. 담화-구 실체가 생략형으로 표현되는 것
은 이 두 사용역에서도 드물지 않게 나타나지만 대화에 비해서는 제한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반면 지시대명사 ‘이’는 대화에서 사용되지 않고 이 두 사용역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요소이다. 지시대명사 ‘이’는 TV 뉴스보다는 학술문에서 더 많이 나
타나지만, 이것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대화와 비교할 때에는 이 두 사용역이 공통적
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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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결론
6.1. 요약
인간의 언어활동은 별다른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이 요구되지 않는 무의식적
이고 자동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인지적 활
동의 산물이다. 언어활동의 많은 목적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인 정보 전달에 초점을 맞
추더라도 화자는 단순히 성공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이 전달되는 방식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특히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청자의 입장
에서 그것이 이미 청자에게 주어져 있는 낡은 정보인지 아니면 청자에게 새로운 정
보인지에 대해 민감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면을 본고에서는 정보구조라는 개념으로
세우고 한국어에서의 전반적인 양상을 포착하려 하였다.
다시 말해 정보구조란 의사소통에서 화자가 발화를 통해 전달하려는 정보가 청자
에게 새로운 것인지 아니면 청자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화자의 가정을 반
영하는 언어적 양상이다. 그리고 이는 무엇에 대한 가정이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명사구 실체,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 그리고 문장의 내부 구조가 그
것이다. 이 중 앞의 두 가지는 대상 자체만의 정보지위를 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절
대적 정보지위라 하였고, 마지막 것은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라는 점에서
상대적 정보지위라 하였다.
정보구조는 다양한 매개변인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다. 본고에서 특히 중시한 것
은 해석론과 표현론의 분리, 그리고 사용역 유형의 구별이었다. 우선 해석론적 접근
법과 표현론적 접근법은 언어 연구의 대상이 되는 형식과 기능의 쌍을 바라보는 방
향의 측면에서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형식을 중심으로 의미나 기능을 알아보는 것이
해석론적 접근법이고 반대로 의미나 기능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표현되는 형식을 따
지는 것이 표현론적 접근법이다. 기존에는 이 두 종류의 접근법이 잘 구별되지 않고
뭉뚱그려져서 정확한 언어적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화용론
적 현상에 있어서는 의미와 형식이 일대일 대응을 보이지 않고 다대다의 복잡한 대
응을 보이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는 점을 상기할 때, 두 종류의 접근법을 구별하여
고찰하는 방식이 반드시 요구된다. 또한 정보구조는 화청자의 실제 발화가 이루어지
는 맥락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용역에 따른 변이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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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대화, TV 뉴스, 학술문이라는 세 개의 주요
사용역을 중심으로 말뭉치를 구성하여 각 사용역에 따른 변이를 포착하고자 하였다.
절대적 정보구조와 상대적 정보구조 각각에 대하여 주어진 정보와 새로운 정보의
구별이 이루어졌다. 절대적 정보구조에서는 그 정보지위를 가지는 대상이 명사구 실
체이든 명제이든 모두, 담화에 기반한 정보지위와 청자에 기반한 정보지위의 체계를
세워 적용하였다. 담화를 기준으로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텍스트나 발화
상황 등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에서 그 정보가 이미 출현하였다는 것이고, 청자를
기준으로 한 정보의 주어짐성은 청자의 지식 혹은 장기기억에 그 정보가 이미 존재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기준은 일방적인 함의 관계를 가져서 담화-구 정보는
청자-구 정보라고 할 수 있지만 청자-구 정보라고 해서 모두 담화-구 정보인 것은
아니다. 이에 의해 정보지위의 위계는 가장 많이 주어져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나열하면 ‘담화-구 > 담화-신ㆍ청자-구 > 청자-신’이 된다. 또한 담화-구 지위는
다시 활성화와 준활성화로 나눌 수 있다.
상대적 정보구조를 이루는 주요 요소는 화제와 초점이다. 화제란 대하여성을 포함
한 더 좁은 개념인 정언판단의 대상으로 정의되는데, 정언판단이란 어떤 실체를 인식
하는 행위와 그것에 대하여 서술하는 행위의 두 가지 인지적 행위가 분리되어 일어
나는 것을 말한다. 초점은 문장을 명시적 혹은 암시적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간주
할 때, 그 실질적인 대답을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문장에서 화제와 초점은 배타적
이지만 반드시 상보적이지는 않다. 문장은 초점과 비-초점인 전제로 구성되며, 전제
중에서 일부가 화제에 해당한다. 또한 화제나 전제를 가지지 않는 문장도 존재하지
만, 문장이 표현하는 명제에서 초점은 필수적이다.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관련된 한국어의 형식으로 영형대명사, 인칭대명사 및
지시대명사, 우분리, ‘X 있잖아’와 ‘X 말이야’ 구성, 부정관형사 및 부정대명사, ‘X이
라는 Y’ 구성 등이 있다. 담화-구 지위와 관련된 것이 영형대명사, 인칭대명사 및
지시대명사, 우분리이며, 담화-신ㆍ청자-구 지위와 관련된 것이 ‘X 있잖아’, ‘X말이
야’ 구성이고, 청자-신 지위와 관련된 것이 부정관형사 및 부정대명사, ‘X이라는 Y’
구성이다.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관련된 한국어의 형식에는 ‘것은’ 분열문의 관계절, 그리
고 어미 ‘-다니까’, ‘-다고’, ‘-잖-’, ‘-다며’, ‘-거든’ 등이 있다. ‘것은’ 분열문의 관
계절과 종결어미 ‘-다니까’, ‘-다고’는 담화-구 명제와, ‘-잖-’과 ‘-다며’는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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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ㆍ청자-구 명제와, ‘-거든’은 청자-신 명제와 관련을 맺는다.
문장의 내적인 상대적 정보구조에서 화제를 표현하는 형식에는 문두 ‘은/는’뿐만
아니라 제시어, ‘이란’, ‘이야’ 성분 등이 있다. 초점은 ‘이/가’ 및 ‘을/를’과 확률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실제 발화에서 문장의 부분들이 대부분 전제보다는 초점
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둘의 관계는 그렇게 높이 평가될 만한 것이 아
니라고 할 수 있다. 화제와 초점을 뚜렷이 명시하는 통사구조로 분열문이 있는데, 이
는 다시 ‘것은’ 분열문과 ‘것이’ 분열문으로 나뉜다. 전자는 ‘화제+초점’의 단일한 상
대적 정보구조를 보이지만 후자는 여러 가지 정보구조 유형을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각 정보지위와 형식의 대응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주어진 형식
이 대응하는 의미ㆍ기능을 항상 표현하는 유형과 대체로 높은 경향성을 가지고 표현
하는 유형, 그리고 그보다는 낮지만 유의미한 확률로 표현하는 유형이 있고, 주어진
기능이 대응하는 형식에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인 유형이 있다.
또한 정보지위들은 서로 일방향적인 함의관계를 지니는데, 이를 통해 각 정보지위
의 성격을 더욱 분명히 파악할 수 있다. 실체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명제의 절대적 정
보지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부정명사구가 항상 청자-신 실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고, 명제의 절대적 정보지위와 명제의 내적인 상대적 정보지위에서
각기 다른 의미로 쓰이는 전제 개념을 구별함으로써 기존 논의의 혼돈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각 사용역에 따라 두드러지는 정보지위나 형식을 살펴봄으로써 사용역
에 따른 정보구조의 특성도 탐색하였다. 대화, TV 뉴스, 학술문 각각이 가지는 현저
한 특성을 살펴보고, 복합 사용역이 가지는 특성도 알아보았다.

6.2. 남은 문제
본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다. 첫째, 직접 말뭉치를
설계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우선 말뭉치의 전체 규모가 30
만 어절로 다소 소략한 편이다. 또한 세 가지 사용역에 한정하였는데 앞으로는 또 다
른 주요 사용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담화 현상의 말뭉치 주석 작업에서도
많은 어려움에 부딪쳤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이
에 대한 방법론적인 개선이 요구되는데, 특히 운율 요소를 보다 객관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주석을 다는 일이 필요하다.

- 292 -

둘째, 한국어의 전반적인 정보구조라는 광범위한 양상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세세한
현상들에는 크게 주목하지 못하였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정보구조의 체계를 세우
고 각 하위부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각 정보지위와 형식 간의 관
계를 정밀하게 기술하지는 못한 면이 있다. 예컨대 특정 정보지위에 관련되는 표현들
이 여럿 존재할 때 이들 간의 대치 가능성이나 의미 차이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
펴보지 못하였다.
셋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해석론적 접근법과
표현론적 접근법을 분리하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정보구조의 모든 단면들에 대하여
이 두 가지 접근법을 동일한 수준에서 적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또한 말뭉치에 기반한 정량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통계적 유효성을 검증하지 못하
였는데, 이는 후속 연구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보구조가 청자의 지식이나 인지 상태에 대한 화자의 가정을 다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인지언어학적인 논의들을 함께 참고하여 더욱 풍성한 논의
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발화에 나타난 언어 요소가 표현하는 정보지위의 판별에 실
험인지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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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Information Structure in Korean Language

Choi, Yoonji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imary goal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information structure in
Korean language, that is, a linguistic aspect reflecting a speaker’s assumption on
whether the information he intends to convey by his utterance is new or
old/given to a hearer.
The main claim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basic concepts and
categories of information structure which can function as useful tools for
explaining prominent linguistic phenomena need to be devised through a
theoretical discussion. Second, the scope of information structure should be
extended by adding the component concerning absolute informational status of
propositions

to

the

generally

recognized

components,

that

is

absolute

informational status of entities and the relative informational structure within
propositions. Third, the various kinds of parameters affecting the aspects of
correlations between forms and meaning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Especially, Much attention should be devoted to register variations and the
different kinds of approach such as onomasiological approach and semasiological
approach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crucial factors affecting the
realizations of given informational status or linguistic forms.
Information structure is composed of the two component, that is absolute
information structure and relative information structure, and the former is
divided again into two sub-components as absolute information structur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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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ties and absolute information structure of propositions depending on what
kind of reference is dealt with. Absolute information structure concerns a
speaker’s assumption on the cognitive status of the entity a given linguistic
expression refers to in a hearer’s mind, meanwhile relative information structure
concerns the relation between the parts of a sentence. Absolute informational
status is classified into the three types, that is discourse-old, discourse-new &
hearer-old, hearer-new status, and among them discours-old status is
sub-classified into activated and semi-activated depending on the degree of
givenness. In terms of relative informational status, new information is called
focus and old information is called presupposition. The latter can include topic,
which is defined as the object of categorical judgment.
Absolute informational status of entities has close correlations with the
following linguistic forms. Discourse-old status is expressed by zero pronouns,
demonstrative

pronouns,

personal

pronouns,

and

right-dislocations.

Discourse-new & hearer-old status is closely related to X iss-canh-a and X

mal-i-ya, which establish discourse topics. Hearer-new status is closely
related to indefinite adnominals and pronouns.
Absolute informational status of propositions shows close correlations with the
following linguistic forms. Discourse-old status is related to the relative clauses
of kes-un clefts and those sentence-final endings such as -tanikka and -tako.
Discourse-new & hearer-old status is closely related to -canh- and -tamye.
Hearer-new status is salient in –ketun.
For relative informational status within propositions, topic and focus show
prominent correlations with certain linguistic forms. Topic is expressed by
sentence-initial un/nun, ilan, or iya-phrase, and left dislocations. Focus is
usually unmarked and the relationship with subject marker i/ka or the object
marker ul/lul is not a uniquely prominent one. Kes-un clefts express the split
of topic and focus in a sentence explicitly.
The correlations between each pair of an informational status and a linguistic
form show a wide range of variation depending on the types of register and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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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ed into onomasiologically prominent one and semasiologically prominent
one. Beside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component of information
structure, asymmetric entailment is found. We could find those relations by
conducting quantitative research using corpus data.

Keywords: absolute information structure, relative information structure,
hearer-old/new, discourse-old/new, activation, topic, focus,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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