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指示語 ‘ 0 1, 그， 저’ 의 意味 分析

張 J?, 姬

從來의 文法書에서 指示代名詞， 指示形容詞， 指示冠形詞 등드로 記述된 指示語 ‘이， 그， 

저’는 사람(이분， 그분， 저분) , 事物 (이것， 그것， 저것 ) ， 場所(여기， 거기， 저기 ) , 時間

(이해， 그때， 정때 ) 에 두루 쓰이며， 事物이나現象의 狀態를 表現하는 ‘이렇다， 그렇다， 저 

렇다’도 동일한 用法￡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 ， 그， 저’의 意味分析은 이들 모두를 對

象으로 해야 할 것이악， 그 最善의 방엽응 사람， 事物， 場所， 狀態 각각에 대하여 個JJIJ的

A로 究明한 후， 그것을 蘇合해야 할 것무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사람， 장소를 지시하는 ‘이， 그， 저’ 의 原理가 同一하고， 또 

使用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 그， 저’가 쏘이는 모든 表現을 

對象으로 하여 指示語 ‘이， 그， 저’ 意味를 追究해 보고자 한다. 

指示語 ‘이， 그， 저’는 話의 場에서 話者와 聽者를 輔으로 한 遠近的 指示에서 출발한 

것인데， 이것이 話에 前述된 사람， 事物， 場所 등을 언급하는 데도 쓰이고 있다. 이 두 경 

우가 前者는 話用論의 입장에서 話示素 (deictic elements) 로 연구되었고， 後者는 統解論의 

代名詞化 (anaphora) 에 서 A稱代名詞 ‘그’를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었다. 그런데， 話의 

場에 存在하는 對象指示의 話示素가 話에 提示된 對象을 언급하는 데 에 도 쓰인 動機와 。1

러한 前述言及機能에는 ‘이’와 ‘그’만이 쓰이고， ‘저’는 쓰이지 않는 理由는 자옷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前述言及機能의 ‘이’와 ‘그’가 어떤 觀點에서 구별되어 쓰이는가， 

그리고 後述할 바와 같이 先行話者 (=聽者)의 對話에 提示된 對象들을 言及하는 경우에는 

‘그’만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도 밝혀져 있지 않다. 本橋는 이러한 問題들에 대한 答을 

模索하기 위한 조그만 試圖로서 쓰인 것이다. 

2 

指示的 表現으로 事物을 確認하는 方法은 그 事物의 位置를 알리는 것과 그 事物의 屬性

을 알려는 것￡로 나누어지는데 영어의 指示代名詞 this는 前者의 例이며， Á稱代名詞 he는 

後者의 例이다 (Lyons 1977b:648) . 국어의 指示表現은 ‘이 ， 그， 저十指示對象’의 형식으로 

話의 場에 存在하는 사람， 事物， 狀態 등을 指示하고 있어서 이 두 方法이 結合되어 동시 

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 ‘저’가 前述言及機能을 지니지 않음은 張奭鎭(1978: 38)에서 이미 指橋되었다. 
2 국어에도 ‘이， 그， 저’안으로 對象을 指示하는 경우가 있는데， 事物이나 現象의 狀態 指示에 주 

로 사용된다. 

1) 제 것은 이보다는 옷합니 다. 
2) 우리는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실로 많은 일을 이룩해 놓았음니다. 이 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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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示語 ‘이 ， 그， 저’의 遠近擺念은 오랫동안 불려진 近稱 • 中稱 • 遠稱의 名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상당히 模鋼하고 相異한 記述이 행해져 오다가， 張奭鎭 (1972:38) 에서 話의 

場에 存在한 對흉指示만을 分離시켜 연구함￡로써 ， ‘이’는 話者의 가까이에 있는 것， ‘그’ 

는 聽者의 가까이에 있는 것， ‘저 ’ 는 話 • 聽者로부터 共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ξ로 그 遠

近擺念이 確立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空間的인 位置職念만A로는 ‘그’를 사용한 對象指示

플 說明하기가 어 려워 보인다. 

( 1) A: (얼굴에 잉 크를 묻힌 채 일을 하고 있음) 

B: a. 언니 얼굴에 잉크 묻었어 . 

b. 언니 *거기 잉크 묻었어 . 

(l)의 對話에서 얼굴에 대해 以前에 言及이 없었던 상황에서는 B가 ‘거기’라고 여러 번 

이야기해도 A는 그 위 치를 확인하지 뭇한다. 그래서， B의 b와 같은 發話는 意思流通에 지 

장을 가져올 것이므로 우리는 日常會話에서 a를 사용하거나 聽者 얼굴의 볼펜 자국을 손￡ 

로 지 적하면서 “여기 볼펜 묻었어 라고 한다. 

(2) a . 언니， 그 젝 어 디서 샀어 ? 聽者가 책을 보고 있는 중임 ) 

b. 언니， 그-책 좀 줘요. 

c. 언니 , 그 책 상 위 에 책 좀 줘 요. 

d. 언니 , 책 상 위 에 그 책 좀 줘 요. 

(2a ) 에서는 聽者가 읽고 있는 중인 책 이어서 聽者의 意識에 분명히 存在하는 책으로 ‘그 

책 ’이 자연스러우며， 다른 책과 對比되고 있는 狀況이 아닌 한， 對象의 確認을 위한 情報

가 標加된 ‘읽고 있는 그 책’과 같은 表現은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聽者가 어떤 일에 

열중하고 있어서， 聽者 가까이 있는 對象일지 라도 廳、者意識에 存tE하는가가 분명하지 않은 

경 우에 는 (3b) 와 같이 ‘그’ 을 걸게 發흡하거 나 (3c-d) 와 같이 徐加情報를 提供하여 對象을 

確認하게 한다. 

우리는 對話 (l) ， (2) 에서 ‘그’ 로 指示되는 對象은 聽者에게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聽

者의 意、識 속에 存tE하는 對象이 어 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그리 고， 어 떤 對象을 指示하 

는 話者는 그 指示物을 이비 把握하여 알고 있는 것이므로 ‘이 ， 그， 저’로 指示되는 모든 

對象은 話者에게는 알려져 있는 對象이며， 話者의 意識 속에 存겉E하는 對象이 된다 

指示語 ‘그’에 대한 또 하나의 制約은 聽者의 가까이에 있고 聽者가 意識하고 있는 對銀

이라도 話 • 聽者가 對立되어 兩者의 勢力關이 따로 成立되 어 있는 경우에만 ‘그’로의 指示

가 가능하다는 점이다(姜觀樹 1963: 6-7) .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話 · 聽者의 對立이 언 

제냐 成立되고， 特定한 경우에만 이 對立이 中和된다고 봄이 더 흉當한 것A로 생각된다. 

(4) A : 우리 이 곳을 떠나 시골로 감시다. 

B: 그래요， 저도 이 곳이 싫어요. 

中世語에서 ‘이 ， 그， 져 ’ 는 代名휩로서 뚜렷한 {îL置에 놓여 있었는데 (李옳寧 1961:165) 1) ， 2)의 Ø\I 

냐， ‘이와 같이 ’， ‘이 밖에’， ‘이만저만이 아니다’동의 表現에서 그 頂散을 볼 수 있다. 

a 여 기 에 서 ‘話의 場에 存tE하는 對銀올 알고 있 다’ 는 意味는 어 떤 對象의 {Îl.置나 特性이 따악되 
어 意‘짧 속에 存在한다는 意味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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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 저는 이 도자커를 가져 가야 합니다. 

B: 아니야， 이 도자기는 내가 보관해야겠어 . 

(도자기는 A와 B의 중간에 있음) 

(4) 는 話者와 聽者가 ‘나’와 ‘너’가 아니 라 ‘우리’라는 擺;웅εL로 뭉치어 話者와 聽者의 

i對立이 中和되 어 있다. (5) 는 對象의 位置가 模鋼하여 이 느 쪽으로도 把握될 수 있는 경 우 

로， 話 • 聽者 간의 對立이 中和된 것이 아니라 서로 自己 가까이에 있다고 把握하기 때문 

셰 話 · 聽者가 모두 ‘이 ’로 指示하고 있는 것이다. 

話 • 廳、者에 게서 럴리 있는 對象을 指示하는 ‘저’의 用法을 살펴보기로 한다. 

(6) A j : 저 사람 좀 장아 줘요. 

B 파란 잠바 입 은 저 사람 말이 야 ? 
A 2: 네 ， i저 l 사람이 날 때렸어요. 

l 二2. 1

(6A j ) 에서 ‘저 ’로 指示된 對象이 (6A2) 에서 다시 ‘저’로 指示되거나 ‘그’로도 指示될 수 

있다. 指示語 ‘저 ’로 指示되는 狀況에서의 이러한 用法은 바로 잇단 話者의 發話에서도 나 

타난다. 

(7) A: 저 사람 좀 불러 줘요. 

B: (指示對象을 이미 確認하고 A를 향하여 ) 그 사람을 왜 ? 
(8) A: 저것 좀 보세요. 

B: (쳐다보지 않고) 그게 뭔데 그래 ? 
(9) A: 저기 좀 보세요. 아저써가 아줌마를 막 때려요. 

B: a. (쳐다보며 ) 저럴 수가 ..... . 

b. (쳐다보지 않고) 그럴 리가 있나? 

(7-9) 의 例에서 처음 ‘저’로 指示된 對象이 다음에 ‘그’로 指示되는 것은 對象에 대한 

確認이 이루어지기 前이거나， 對象確認 後일지라도 指示되는 對象에 주의가 접중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다. 그리고， 다시 ‘저’로 指示되는 경우는對象에 주의가 접중되어 있는 狀態

이고， 특히 對象確認이 問題되고 있는 (6B) 와 같은 경우는 ‘저’가 일반적이다. 이것은 

‘이’로서 指示된 對象은 話 • 聽者의 位置가 바뀌거나 對象이 움직이지 않는 한， 同一한 話

者의 두 번째 言及에서도 ‘이’만이 가능한 것과 다른 점이며， ‘저’에서만 나타나는 홍미있 

는 사실이다. 이러한 ‘그’의 用法에 대해서는 後述될 것이다 ( 93.4). 

遠近에 따른 ‘이， 그， 져’의 指示는 話의 場에서 話 • 聽者와 指示되는 對象과의 거리에 

따른 것인데， 話의 場에서 實存하지 않은 對象이 ‘저’로 指示되는 경우가 있다. 

(1 0) ( B 의 접에서 B의 딸이 다른 방A로 간 후) 

A: 네 랄 참 착하다. 

B: 말도 마 { 짧 } 가 얼마나 까다로운 줄 아니 ? 
(11 ) A: 네 딸 어 다 갔니 ? 

B: {*짧 } 지금 저 방에서 공부해 
‘ -(10) , (11)은 對象이 話의 場에 現存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인데， 話 • 聽者와 對훌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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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理的 거리가 동일한 狀態에 있을 해에도 (10B) 에서는 ‘채’가 가능하고 (l1B)에서는 

‘채 ’가 쓰이지 않는다. 이것은 指示語의 遠近 거리감이 物理的 꺼리에 의한 것이 아니고 

話 • 聽者의 心理的 파악과 관계 함을 보여 준다. (1 0)은 對話 前에 話 • 聽者가 指示對象을 

보았고， 發話순간에 위치의 확인이 가능한 狀態로話 · 聽者가指示對象을話의 場에 存在

하는 듯이 느끼는 데서 ‘저’로 指示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 0) , (11)에서 ‘그’로의 

指示는 前述言及의 用法으로 본다. 

이와 같이 실제로 話의 場에 없는 對象을 있는 듯이 여기고 指示하는 例는 ‘이’에서도 

볼 수 있는데 (12) , ( 1 3) 이 그것을 보여 준다. 

(12) (라디오를 끄고 곧) { 악 } 노래 좋지 ? 

(13) (어떤 사람이 지나간 후 곧) { 강 } 사람 멋있지 ? 

(12) , ( 1 3) 은 상당히 시 간이 지 난 후에는 ‘그’ 만이 쓰일 수 있는 例인데 對象이 사략진 

후 곧 指示할 경우는 ‘이’도 가능하다. 이 것은 對象이 실제로 가까이 있는 듯이 느끼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指示는 곧 나타날 對象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14) (聽者의 손을 끌고 가면서 ) 이 것 좀 브세 요. 

不動흉勢로는 ‘저 ’ 또는 ‘그’로 指示될 對象이 (1 4 )와 같이 그 對銀을 向하여 움직 이고 

있는 경 우에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어 話의 場에서 확인되지 않는 對象도 ‘이’로의 指示

가 가능하다 

이 와 같이 指示語 ‘이 , 그， 저 ’ 의 遠近權念은 話者의 心理狀態에 크게 依存하고 있는데 

聽者指示의 表現에서도 이러한 事實을 볼 수 있다. 

(15) 저 놈이 비 쳤나 ? 아 글셰 이 놈아， 왜 그결 가지고 가니 ? 
(16) 그 녀 석 도， 그런 고징은 버려라. 

(1 5) 에서는 同-한 聽者가 ‘이’와 ‘저 ’ 로 指示되었고 (1 6) 에서는 聽、者의 고칩이 ‘그’ 로 

指示되었다. (1 6) 과 같이 聽者의 意志， 意見 등을 指示하는 경우는 ‘그’가 많이 사용된다. 

(17) 저 방보다는 여기가 낫지 ? 
(18) 여기 에 있겠니， 삼촌댁에 갈 거니 ? 
(19) 여기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 여긴 미국이 아니야. 

(1 7- 19) 에서 對比되는 對象에 따라 ‘여기’의 크기가 話者가 선 位置를 중심무로 확대되 

면서 변하고 있다. 이 것은 指示語의 遠近擺念이 客觀的 基準에 의한 物理的 거리가 아니고 

人間의 認짧作用 이 라는 無限한 調節裝置플 지 닌 測量器로 把握되 는 거 리 강임 을 보여 준다. 

이상의 ‘이， 그， 저 ’ 의 話示的 機能 (deictic function)은 ‘이’는 話者에게 가까이 있A며 

話者에게 알려져 있는對象， ‘그’는 聽者의 가까이 에 있￡며 話者·聽者에게 알려져 있는 

對象， ‘저 ’ 는 話者 • 聽者로부터 멀리 있A며 話者에 게 알려 져 있는 對象을 指示한다고 整

‘ Bühler (1965: 1 21-1 40)는 A間이 話의 場에 存1E하지 않는 對象을 指示할 때 는， 마음 속으로 그 
對象을 자기 앞에 가져다 놓거 나 자신이 다가가서 가까이 있는 듯이 여기고 對짧을 指示하기도 하고， 
그냥 멀리 두고 指示하커 도 하는 心理作用올 說明하고 이것올 die Deixis am Phantasma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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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遠近擺念과 話 • 廳者에게 알려져 있다는 사실은 指示語 ‘이， 그， 

저’가 사용될 수 있는 條件이 되는 것이다. 그 各各의 條件이 充足될 경우에만 ‘이， 그， 

저’로 指示되는 것이므로 ‘이， 그， 저’가 사용된 指示表現에서는 이러한 條件이 話用論的

前提로 나타나게 된다. 

3 

3. 1. 話의 場에 現存하지 않고 話에 前述된 對象을 言及하는 機能(anaphoric function ) !!.. 

로는 ‘이’와 ‘그’가 사용되는데 이들의 選擇이 任意的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20) 그런데 보다 수상한 것은 사내의 관심이 자기들을 향해 있는 것은 분명해 보 

이고 또한 그것은 절대로 기분 좋은 일일 턱이 없으면서도 이 것이 아주 극악하게 

나쁜 느낌 a로만은 다가오지 않는다는 점 이 다. 

(21) 언어학자는 먼저 언어 재료를 기초로 하여 인간의 언어 균칙을 구성하고 이 규 

칙들이 새로운 언어 사실을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기-를 시험하게 되며 만약 

에 그 규칙들간에 잘옷된 점 이 있A면 수정 보완해야 한다. 

(20 ，，-， 21)에서는 통일한 對象이 ‘이’와 ‘그’로 同時에 指示되고 있으며， 이들은 ‘이’ 또 

는 ‘그’ 어느 하나로 統一해도 意味上으로 어긋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이’와 ‘그’가 交

替可能한 많은 談話 (discourse) 를 볼 수 있 다. 

(22) 뉴욕에서 가장 높은 세계 무역 센터 옥상에서 한 남자가 낙하산윤 타고 안전 

하게 뛰어내린 후， 대기해 놓은 차에 낙하산을 싣고 유유히 사라졌다고. 이 건 

물의 관망대 감시인이 옥상담 밖에 서 있는 남자를 발견하고 소리치며 달려가 

자， 이 남자는 장캅을 벗어 던지고 뛰 어 내렸는데 조그만 낙하산이 펴지연서 

사뿐이 내려앉더라는 것 . 

(23) 필리핀 마닐라시에서는 어제 시내의 세 개 호텔과 여러 곳에서 도시 게릴라들 

이 장치한 폭탄이 터져， 호주인 실엽자 한 명을 비롯한 백여 명이 부상했는데 

이와 같은 폭발 사건은 약 한 달 사이에 네 번이냐 일어났읍니다. 이 밖에도 

스페인에서는· 

(24) 이제 체계적A로 넓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재정 문제라든가 교권의 확웹 문 

제，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지 않읍니까? 

(25)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아 시련이 겹 치면 경칠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용기와 

슬기가 솟구쳐 올랐읍니다. 이 것은 우리 민족의 저력입니다. 

(22 ，，-， 25) 는 우리의 言語意識으로 ‘이’와 ‘그’가 任意的」흐로 選擇될 수 있는 談話인데 

(22) 는 新聞記事， (23) 은 라디 오 뉴우스， (24)는 라디 오 座談， (25) 는 演說文의 一部를 그 

대로 옮긴 것으로 모두 ‘이’가 쓰이고 있어 이런 형식의 談話에서는 ‘이’가 支配的으로 쓰 

이고 있음을 쉽게 觀察할 수 있다. (22，，-， 25) 가 만일 두 사람의 聽 • 話者의 個人的언 對話

로 나타날 경우， ‘그’가 쓰임이 일반적인데， (23)을 우리가 친구에게 이야기한다면 다음과 

같은 談話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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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어제 마닐라에서 게 릴라들이 설치한 폭탄이 터져 백여 명이 부상했대. 그런 폭 

발 사건이 왜 일어날까 ? 그것 말고도 스페인에서도 일어났어. 

이 와 같이 個A的인 談話에 서 는 ‘그’ 가 주로 쓰이 는데 , (22"-'25) 와 같이 大꼈을 對象오로 

한 談話에서는 ‘이’가 주로 쓰이고 있어， ‘이’는 널리 알린다든가 또는 大聚을 對象으로 

하는 경우에 쓰이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라디오에서 다음과 같은 對話을 들을 수 있다. 

(27) A: 오늘날 전기 저장을 위한 방볍으로 엽화나트륨， 염화아연의 화학 반응을 전 

기로 변화시키는 고도의 축전지 기술을 연구하고 있융니다. 

B: 그 밖에 물을 전기 분해해서 수소를 생산， 연료로 이용하는 것 또한 화학적 
인 전기 저장 방법이라고 하겠지요. 

(28) A: 쥐약이요， 취약이요， 쥐약을 주면 요놈의 쥐들이 먹나요? 그래서， 쥐 를 잡 
아 코에 싹 발라 주는 겹 니 다. 

B: 저는 방망이로 때 려 잡겠어요. 
A: 안 됩 니다. 그놈의 쥐들이 겁 xx을 닮아서 말입 니다. 

(27"-'28) 은 大쨌을 對象A로 널리 알리는 라디오 對談인데， (27)은 聽者 A의 前述內容을 

B가 ‘그’ 로 言及하고 (28) 은 A 自 身의 첫 發話에서는 ‘이’로 言及했다가 B가 對話에 參

與한 후에는 ‘그’로 指示하고 있다. (22"-'25)와 (27"-'28) 의 차이는 廳者의 有無로， ‘이’와 

‘그’의 선택이 聽者의 現存이나 聽者의 對話參與와 關係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29"-'33) 은 이러한 推定을 더욱 확실히 뒷받칩해 준다. 

(29) A: 너 어 제 책 샀다며 ? 좀 보여 줄래 ? 
B: { 펠 } 건 벌써 영 휘 가 가져 었어 

(30) A: 네 딸에게 좀 부탁해 줘. 

B: { *짧 } 그런 일을 옷할 거야 
(31) A: 김 박사념， 채소의 검은 우늬병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이것에 대해 

선생닝의 설명을 좀 듣고 싶읍니다. 
( *",1 ) 

B: 네， 1 요 } 병은 주로 배추에 생기는 것인데요. 
(32) A: 자， 준비가 되었으면 시작해 봅시다. 

t 용r、 1 ) 

B: 네 . 1 갚 } 러 지 요. 

(33) A: 철 데리고 가실 거예요? 

B: t 펠} 야 물론이지 

(29"-'33) 은 모두 聽者가 前述한 對象을 言及한 경우인데， ‘그’ 만이 쓰임을 볼 수 있다 

5 A: 영 이 ( B의 딸)가 이번에 일동했다며 ? 
B: 그래， 얘가 이벤에 일둥했어. 

위의 例는 聽者가 言及한 指示物을 ‘이’ 로 指示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위의 對話는 話의 場에는 
없어도 그 가까이에， ‘영 이’ 가 存tE하는 狀況에서만 가능하고， ‘영이’가 멀리있는 位置에서는 ‘개’만 
이 쓰일 수 있다. B 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을 경우는 물론 ‘얘 ’ 도 가능하다. 그래서， 위의 例는 前述

言及의 表現이 아니 라 話의 場에 存tE하는 對象指示의 한 형 태 라 보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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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의 ‘그’는 ‘이 ’로 代置될 수 없A며， (29) 는 ‘ B ’가 所有한책， (30)은 B 의 딸， (31) 

은 B가 A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내용 등으로 心理的으로 A에 비해 B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指示對象안데도 ‘그’만이 쓰일 수 있다. (3 1)의 A의 發話에 前述된 內容을 A 自

身이 言及하는 경우에는 ‘이’가 쓰인 것이나， 앞의 (22"-'25) 에서 話者 혼자서 이야기하는 

경우 주로 ‘이 ’ 기- 쓰인 점을 보아 話者의 話에 提示된 對象은 ‘이’로 言及되고， 聽者의 話

얘 提示된 對象은 ‘그’ 로 言及하는 規則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 

히 記述할 것이 아니라， 이런 規則이 어떤 機制의 支配를 받는 것인지， 또 話者 自身의 發

話에 나타난 ‘그’는 어떤 作用에 의한 것이며， 왜 ‘저’는 쓰일 수 없는가 하는 문제와 더 

불어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려한 문제들을 해 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4) A: (다가요면서 ) 그 여자 누구니 ? 
B: (사진을 보고 있음) 이 여자 멋있지 ? 누군지 나도 몰라. 

(35) 는 사진에 찍혀 있는 사람이 A ， B 에 대한 사진의 위치에 따라 ‘그 여자’， ‘이 여자’ 

로 指示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을 복사한 物理的 媒個體인 印畵紙의 位置에 따른 遠近指?
示이다 

(35) A: 영 호 접 알지 ? 약도 좀 그려 줘 . 
B: (약도를 그린 후) 바로 이 접이야. 

(36) A: ( 익-보를 보면서 ) 언니， 이 노래 부를 줄 알아? 

B: 나， 그 노래 몰라. 
(37) A: (달력을 보연서 ) 이 날 어때 ? 

B: 그래， 그 날이 좋아. 

(35"-'37) 에 서 ‘칩 , 악보， 날짜’ 등의 記號가 기 록된 媒介體의 位置에 따라， 그 記號가 뜻 

하는 對象이 ‘이’ ‘그’로 各各 指示되고 있다. 媒介體에 記錄된 對象과 실제 對象과의 l調

係플 보기로 한다. 

(38) A: (사진을 가리키며) 얘가 지금 저 방에서 소리 지르는 아이니 ? 
B: 맞았어， 그 아이가 바로 재야. 

(38) 에서 사진 속의 아이는 실제 對象과 獨立되어 意識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진에 찍 

힌 對象에 대한 指示는 ‘이 사진에 찍혀 있는 사람’ ‘그 사진에 찍혀 있는 사람’의 意味로 

‘이 사람’ ‘그 사람’의 指示表現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指示는 文字에서도 나타난다. 

(39) A: (신문을 읽으며) 어쩡， 이런 착한 사람이 있을까? 

B: (신문을 가져다 읽음) 

A: 너 , 그런 사람 봤니 ? 
(40) A: (영함을 보이며 ) 혹시 이 사람 아세요? 

B: 네， 제가 받} 사람을 잘 압니다 

8 사진이 옮者와 聽者효부터 얼 리 있￡변 사진 속의 對뚫은 ‘저’로 指示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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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A: (주소를 보이며) 여기를 가려 면 어떻게 캅니 까 ? 

B: { 여 71 1 를 가시려면 전철을 다는 게 좋아요 
거기 1 

(39"-'41)에서도 文字가 기록된 紙面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거기에 기록된 對象이 ‘이， 

그， 저’로 各各 指示된다 

以上의 (34"-'41) 은 어 떤 對象을 뭇하는 記號가 어 디 에 {立置하는가에 따른 指示이 묘로 이 

것을 記號的 指示 (s ignal deixis) 타고 부르고， 이와 對應하여 寶物이 話의 場에 存在하는 경 

우의 指示를 寶겉E的 指示 (real deixis) 라 부르기 도 한다. 

흡聲言語에 대해서도 우리는 記號的 指示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소리에 대한 指

示를 보기로 한다. 

(42) (멀리서 총성이 들렴 ) 저게 무슨 소리냐? 

(43) (聽者가 만든 소음) 그게 무슨 소리 야 ? 듣기 싫다. 

(44) A : 쿨룩쿨룩 ... .. . 아이구 이놈의 기칩이 . .. ... 룰룩 ... .. . 이놈의 기침이. 

B: 그 기침좀안해야할댄데. 

(45)-a (멀리서 노래가 들려 옴) 저 노래 처1 목 아니 ? 
-b (話者가 부른 후 곧) 이 노래 어 떠 니 ? 
- c (聽者가 부른 후 곰) 그 노래 제 목이 뭐 니 ? 

(42"-'45 ) 에서 보듯이 소리는 그 發原體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 遠近指示가 가능하다. 

(46) A : (가까이 있는 라디오에서 약 신전이 흘러 나옴) 너 이거 한번 먹어 보렴 . 

B : {캄절 } 먹어 봤어 
(46) 은 라디오의 위치에 따라 放送되고 있는 對象이 指示펀 것으로， 소리가 나는 發原體

의 위치에 따라 그 소리로 전달되는 말속에 제시 된 對象이 指示됨을 보여 준다. (46 B ) 에 

서는 話者의 意識에 따라 ‘이’ 또는 ‘그’로 指示될 수 있으나， 廳者가 내는 소리나 기 칩， 

廳者가 부른 노래 등이 ‘그’로만 指示되는 것을 보아， 聽者의 흡딸에 담긴 말에 제시된 對

象에 대해서는 ‘그’만으로 指示된다고 생각된다. 

聽者의 發話가 (47"-'48) 에 서 ‘그’ 만으로 指示됨 을 볼 수 있 다. 

(47) A: 손넙 ， 세숫물 떠다 드럴까요? 

B : {염} 말 한 마다 썩 잘했다 
(48) A : 어머난 저는 조금도 귀여워하지 않A시연서 .. 

{용이런 1 
B: 애 야， ~ 그런 t 말 하면 못 쓴다. 

한펀， 話者의 發話를 指示할 때는 (49) 와 같이 ‘이’와 ‘그’가 동시에 가능하다. 

(49) 영이가 이번 시험에 일등을 했어 { 옆 } 말을 오해하지는 마 

聽者의 發話는 ‘그’로만 指示되고 話者의 發話는 ‘이’와 ‘그’가 동시에 가능한 ‘이 ’ 와 

7 사진의 경우와는 달리 新聞에 기록된 對象이나 명함， 주소 풍의 指示에는 ‘저’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 이것은 新聞， 영함， 주소 둥은 작은 글자로 척히는 경우가 많아 멸리서 그것올 읽을 수 없기 

폐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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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用法은 聽者의 話에 제시된 對象은 ‘그’로만 指示되고 話者 자신의 話애 제시된 對

-훌은 ‘이’ 나 ‘그’로 指示되는 前述言及機能의 ‘이’와 ‘그’의 用法과 一致를 보여 준다. 

이와 같은 話者， 聽者의 말에 대한 指示는 단순히 물리적 존재로 指示될 뿐만 아니라 그 

‘內容이 指示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0) A: 2반이 우승했어 . 

B: 그 얘킨 들었어. 
(51) A: 그래， 나 같은 놈은 돼지 같은 인간이 란 말이죠? 

B: 그런 뜻이 아니죠. 

(52) A: 영이가 이번 시험에 합격했대 . 

B: 그 소식은 저도 들었읍니다. 

(50) , (52) ，에서 聽者의 말에 대해 ‘그 얘기 ’， ‘그 소식’의 指示表現을 쓰는 것은 말에 

대한 指示가 그 內容을 指示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는 여기서 좋좋聲이 媒介體가 되는 記號， 즉 言語에 대해서도 記號的 指示가 가능하다 

고 結論지을 수 있다. 륨聲言語에 대한 記號的 指示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物理的인 자 

질인 륨聲이 곧 사라져 버린다는 점에서 다른 記號的 指示와 차이를 보이며， 그 결과 ‘이， 

그’의 前述言及의 기능은 記號的 指示 외에 여러 다른 요인의 作用을 받는 듯하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즙聲言語에서의 記號的 指示를 좀더 확인 

해 보고 話者 자신의 談話에서 ‘이’와 ‘그’가 쓰이는 사실과 그 밖의 몇 가지 요인을 살펴 

보기로 한다. 

話者의 談話에서 ‘이’의 사용이 자연스러운 다음과 같은 例가 있다. 

(53)-a 어느 작품에 입했을 때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세모 

를 원하나 네모를 원하나플 잘 분석해서， 이것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합 

니다. 이런 것이 말하자연 배우 수엽의 가장 중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놓든 이것이 배우의 상정입니다. 

<53-a) 가 對話形式으로 나타난 (53-b) 에 서 는 先行話者의 發話에 제 시 된 對象을 指示하는 

것이 되어 ‘그’가 쓰이게 된다. 

(53)-b A: 어느 작품에 임했을 때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세모을 원하나 네모를 원하나를 잘 분석해서， 이것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B : 네， 그런 점이 배우 수엽의 가장 중점을 이루는 것이군요. 
A: 아놓든 그것이 배우의 상정입니다. 

、이와 같은 例들을 좀더 들어 본다. 

(54)-a 유리 조각을 줍고 있던 할아버지는 한번 싱긋 웃고 나서 조용히 어린이들이 놀 

고 있는쪽을가리켰융니다. 이 할아버지가바로페스탈로찌 선생넘이었읍니다. 

、(54)-b A: 유리 초각을 줍고 있던 할아버지는 한번 싱긋 웃고 나서 조용히 어린이 

들이 놀고 있는 쪽을 가리 켰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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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그 할아버지가 바로 페스탈로찌 선생념 이 었군요. 

(55) -a 남쪽에서 비행기가 날아 왔읍니 다. 이 때 바로 숙이가 들어왔지요. 

(55)-b A: 남쪽에서 비 행기가 날아 왔읍니다. 

B: 그 떼 누가 들어왔나요 ? 

(56) -a 고구려의 고분 석벽에는 씩씩하고 아름다운 요색으로 그리진 풍속화가 있읍 

니다. 여기 에 쓰인 염료는 약물성 색소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변색하지 않 

고 있읍니 다. 

(56)-b A : 고구려의 고분 석벽에는 씩씩하고 아름답게 오색으로 그려진 풍속화가 

있음니 다. 

B: 거기에는 어떤 염료가 사용되었나요 ? 

(53"'56) 에서 사람， 事物， 場所， 時間 둥이 ， 話者의 發話인 a에서는 ‘이’ 로 指示되었고， 

對話形式인 b에서 廳者의 發話에 제시될 때 는 ‘그’ 로 指示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聽者의 

發話에 言及된 것이 아니 고 그 對象이 對談의 主題가 되 어 있는 경우는 話者， 聽者 모두 

‘이’ 로 指示하기도 한다. (53"'56a) 에서 ‘그 ’ 로 指示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作

用에 의한 것￡로 생각된다(s 3. 3 참조) . ( 53"-'56) 의 ‘이 ’ 와 ‘그’ 의 용법은 過去와 現在，

遠近의 구별 없이 時空을 초월하여 모두 통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話者와 聽者의 륨聲을 媒

介體로 하는 記號的 指示가 존재 함을 확인하게 해 준다. 

이 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話에 제시된 對象을 言及하는 ‘이’와 ‘그’의 機能은 사실상 

話의 場에 現存하는 對象指示이며， 그 對象이 를聲言語로 存tE하는 것만이 다를 뿐이 므로 

‘。l ’ 와 ‘그’ 의 前述言及機能은 寶在的指示의 한특수한形態라보겠다. 實在的指示에는 A 
指示 (person deixis) , 事物指示 (Thing deixis) , 處所指示 (place deixis) , 時指示 (time deixis) , 

事件이나 現象의 狀態指示 (state de ixis) 기- 있는데 이것은 記號的 指示에도 모두 나타난다. 

記號指示는 視覺的 記號指示와， 聽覺的 記gif指示로 나누어 올 수 있는데 ‘이 , 그’ 의 前述言

及機能은 聽覺的 記號指示이 다. 

그런데， 話者가 진행 중인 談話에 제시된 對象은 ‘이’ 로， 聽者의 談話에 제시된 對象은 

‘그’ 로， 指示되 는 聽覺的 記號指示가 잘 적 용되 는 경 우-는 話 • 聽者가 그 指示物을 알지 못 

하거나 진챙 중인 發話 이전에 언급된 일이 없는 경우이다. 

3.2. 話 • 聽者가 그 指示物을 알고 있거나 지금 진행 중인 發話 이 전에 언급된 적이 있는 

對象은 ‘그’만A로 指示될 수 있다. 

(57) 언니， 그 여자 이 름이 뷔 지 ? 작년에 해수욕장에서 만난 여자 말이야. 
(58) 너， 어제 젝 샀다던데 그것 좀 빌려 줄태 ? 

(57) 은 話者와 聽者가 공동A로 그 指示物을 알고 있는 경우이고， (58) 은 聽者만이 指示物

을 알고 있고 話者는 指示物을 모를지라도 그것에 대한 청보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57) , 

(58) 에서 ‘그’가 쓰인 것은 發話 이전에， 그 對象과의 구체적인 體驗이나 남에게 들은 이 

야기를 통해서 話者와 聽者의 기억 속에 공동으로 존재하는 對銀이라는 사실에 기인한 것 

무로 보겠다. 

(59) A : 그거 잊어버려지 말고 꼭 가져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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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뭐 말이야? 

A: 아까 말한 사진기 말이야. 

(60) A: 너， 큰서방넙 늘 나가시는 광무소 알지 ? 
B : 네， 알아요. 웃마을 거기죠? 

(59) A의 ‘그’는 얼마 천에 對話에 제시된 대상을 言及하는 것으로 B가 이미 알고 있￡ 

리라는 전제하에 쓰인 것이며， (60) 의 B는 A가 아는 바로 그 장소를 알고 있다는 것으로 

‘거기’로 言及하고 있다. 

話者만이 아는 대상은 (61), (62) 에서와 같이 ‘이’로 言及왼다. 

(61) 이건 확실한 청보인데 명호가 내일 도착한대. 

(62) 언젠가 난 이런 일이 있었어. 영화관에서 영활 보고 있는데 옆자리에 학생 주 

엄 선생닝이 앉아 계선 거야. 

이와 같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사용되는 指示的 表現은 이전에 전혀 言及되지 않은 

對象에 대해서도 쓰일 수 있다. Fillmore(1976:71)는 영어에서 話者가 설명을 시작하기 전 

에 This is my expZanatioπ으로 말을 시 작하면 話者는 알고 있￡나 廳者는 모르는 내 용이 

고， That is my expZanation으로 말을 시작하면 話者와 聽者가 모두 그 내용을 알고 있다 

고 하는데， 알고 있다는 사실에 의거한 국어의 ‘이’와 ‘그’의 용볍과 통일한 사실이다. 

어떤 친구가 지나가면서 (63) 를 말하고 가 버렸다고 하자. 

(63) 그걸 보낼 테니 잘 보관해 둬-

(63) 을 들은 聽者는 그 친구와 어떤 對象을 중요 관심사로 삼고 있으면 ‘그것’이 무엇얀 

가를 알아 차린다.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자기 친구와 공동으로 알고 있는 것이니， 이야기 

한 적이 있는 對象에서 ‘그것’이 뭇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함이 브통이다. 

(64 ) A: 우리 장소를 빨리 정해야 할 덴데 . 

B -a : 거기가 어떨까? 

-b: 여기가 어떨까? 
-c: 저기기- 어떨까? 

(64B-a) . 에서도 聽者인 A는 (63) 의 聽者와 동일한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그 對象

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부면， B와 등시에 알고 있는 어떤 장소를 들어 “종로 5가 향원 말 

이야? "와 같이 확인을 할 것이다. 그러나， b, c를 들은 A는 “채가 어디 좋은 텔 알고 있 

는 모양이군하고 생각하면서 ‘여기’， ‘저기’에 대한 정보플제공해 줄 것을 기다린다. B 
가 빨리 그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여기가 어디냐? 빨리 말해 봐 “저기 어디냐? " 하 

고 反問을 하게 된 다. (64) 을 (65)로 바꾸어 보자. 

(65) A: 우리 장소를 빨리 정해야 할 텐데. 

B-a: 어제 너 랑 값던 거기가 어떨까? 

-b: 어제 너랑 갔던 %여 기가 어떨까? 
-c: 어제 너랑 갔던 용저기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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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B ) 에서 는 話者와 聽者가 공동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 ‘거기’ 만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의미하는 表現이 첨가된 경 

이 상에서 살펴본 안다는 사실에 의한 指示表現은 對象이 話의 場에 現存하지 않고， 談

話에서도 언급된 일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되고 있어서 指示되는 對象의 物理的인 자질은 

전혀 없는 것이며， 다만 話者와 聽者의 마음 속에 있는 對象을 指示하는 것이므로 이 것을 

想念的 指示 (conceptual deixis) 라 부르기로 한다 

3.3. 동일한 話者의 談話에 서 ‘그’ 가 나타나는 또 하나의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66) A: 어머니， 오늘 싸움에 제가 빠지면 저는 저승에 가더라도 아버지를 벌 면목 
조차 없어지고 밥니다. 

B: 그럼 가거라. 
(67) A: 오늘은 시간을 낼 수 없어. 

B: 그럼 어떡해 ? 

(66) , (67)은 聽、者의 發話 內容을 言及하는 데 

에서는 구체적 인 發話가 나타나지 않고 생략되어 

‘그럼’ 이 쓰이고 있다. 그런데 (68) , 

있어도 ‘그럼’이 쓰인다. 

(68) A 1 : 우리 칩 에서 운동 기구를 주문한 적이 

B: 네. 
A 2 : 그럼 ， 돌려 보낼 

(69) A 1 : 이제 좀 정신이 

B: 네， 각하. 

일이지 왜 받는 거요? 

드니- ? 

A2 : 그럼 ， 내 말을 똑똑히 들어 두게 

없지 ? 

(69) 

(68) , (69) 에서 A 2의 ‘그럼’은 Al의 發話內容을 言及하는 것S로 볼 수 없고 B의 發話

內容을 言及하는 것￡로 보이는데 (68) B는 “네， 우리 집에서 운동 기구를 주문한 적 이 없 

어요" (69) B는 “네 이제 정신이 좀 듭니다의 생략형으로 (68) , (69) 의 A2는 B에서 생 

략된 內容을 指示하고 있다. 이와 같이 ‘네’는 發話가 생략된 대답이며 이 생략된 부분에 

포함된 對象에 대한 指示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네’는 質問의 對答으로 쓰이는 

외에 話者의 말을 듣고 있다는 聽者의 반응을 表示하는 데도 쓰이는데， 이것이 통일한 話

者의 談話에 ‘그’가 사용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된다. 

(70) 에서는 ‘이’가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다. 

(70) 삼국 시대에는 우리 선인들의 세금속 공예 기 술이 뛰어녔지요. 이러한 공예 기 

솔은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울 겁니다. 

(70) 에 聽者의 ‘네’， ‘그렇지요’ 둥의 반응이 개입하면 ‘이 ’ 의 사용은 부자연스러워지 

며， 廳、者의 반응이 잦은 日常會話로 (70) 이 나타날 때는 ‘이 ’ 는 찰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 

한 반응을 보여 주는 ‘네’도 發話의 생략형드로 볼 수 있으으로 聽者의 반응이 개입한 (70) 

은 다음과 같이 된다. 

8 張奭鎭(1975: 192 註 16) 에 話者-의 머릿속에 있는 想Jl. (conceptua l context) 이 話뼈을 이흘 수 있 
다고 언급되어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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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A: 삼국 시대에는 우리 선인들의 세금속 공예 기 솔이 뛰 어났지요. 

B: 네 (삼국 시대에는 우리 선인들의 세금속 공예 기숭이 뛰 어났지 요. ) 

A: { 강 } 러한 훌륭한 공예 기술은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울 경 니다 

179 

(71 B )에서는 ‘네’에 생략된 發話가 話者A의 發話를 그대 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 聽者의 ‘네’， ‘응’ 등의 반응을들은話者는 그 반응에 생략된 發話， 즉， 

자신의 發話-가 그대로 반복원 그 發話에 계속하여 이 야기 를 지속하는 것이 되고 話者 자신 

의 것이 아니라 聽者의 發話에 뒤를 잇고 있는 셈이 되어 話者의 談話에서도 ‘그’로의 指

示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보겠다. 이런 경우 ‘이’의 사용은 드물게 나타난다. 

통일 話者의 談話에 서 聽者의 ‘네 ’ , ‘응’ 등의 반응이 ‘그’ 를 사용하게 하는 하나의 원 

인이 되는 것은 談話形式에 따라 나타나는 ‘이’， ‘그’ 의 偏在i煩向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演說文， 라디오 뉴우스， 文語體의 글에서는 ‘이’ 가 主로 쓰이고 

私的인 日常會話에서는 ‘그’가 지배적인데， 이 것은 演說， 뉴우스 등의 談話形式에는 聽者

의 對話 참여가 일어나지 않고， 私的인 對話에서는 ‘응’， ‘그래’， ‘네’ 등의 聽者의 생략 

형 發話가 자주 주어진다는 聽者의 반응 양상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이 밖에도 話者의 談話에서 ‘그’ 가 쓰이는 여터 요인들이 있는 듯하다. 

3 . 4. 지 금까치의 ‘이 , 그， 저 ’ 의 용법 은 話의 場에 現存하는 對象을 指示하는 實tE的 指示

(real deixis) 와 記號로 存在하는 對象指示인 記號的 指示 (signal deixis) , 그리고 기 억 속의 

對象에 대한 想念的 指示 (conceptual deixis) 로 정리된다. 이러한 指示用法 간에 適用 순위 

가 存tE함을 올 수 있다. 

(72) (화병 이 話者 가까이에 있고 聽者도 그것을 쳐 다보고 있음) 

A 1 : 01 화벙 어때 ? 
B: 그거 좋은데. 
A 2 : 이걸 내가 어디서 구한지 아니 ? 

(72A 1 ) 의 發話時 聽者도 화병을 보고 있는 상태 이묘로 話者와聽者의 의식 속에 꽁동으 

로 존재하는 대상이어서 想念的 指示가 적용되어 ‘그’ 로의 指示가 가능할 댄데 實在的 指

示가 사용되어 話者 가까이 있으므로 ‘이 ’ 로 指示되고 있다. 이 것은 實在的 指示가 想念的

指示보다 우선적우로 적용됨을 보여 준다. 또 A 2에서는 짧物과 B의 發話로 인한 言語記號

가 共存하는데， 이때， 記號的 指示를 따른다면 B의 發話에 돼해 잇달은 A201 으로 ‘그‘가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로 指示된 것은 實在的 指示기- 어떤 指示보다도 우선적 

임을 보여 준다. 

(73) A: 저것 좀 보세요 

B: a. (쳐 다보지 않고) 그게 원데 그래 ? 
b. (쳐다보면서 ) 저게 왜 깨 졌니 ? 

[ 그게 l 
C. (쳐 다보고 난 후) \ 저 게 t 왜 깨 졌 니 ? 

(73B-a) 에서는 指示되는 對象을 아직 확인하고 있지 옷하므로 B에 게 있어서는 그 對象

이 存在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것이고 그 對象에 대한 기억 속의 정보도 없￡으로 先行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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者의 말에 대 한 記號的 指示이 다. B-b에 는 言語記號와 寶物이 共存하고 있는데 ‘저 ’ 를 사 

용한 것은 그 對象에 주의가 집중되 어 寶在的 指示가 적 용되었기 때문이다 B-c의 경우는 

寶物， 言語記號， 想念이 모두 存在하는데 , ‘저 ’ 와 ‘그’ 가 동시 에 가능하다. 이 B-c에 ‘그’ 

와 ‘저’가동시에 쓰일 수있는 것은 ‘이’ 로 지시된 대 상이 동일 話者에 의해 그 둘째 §횟폼 

에서도 ‘이’로만 指示되는 것과 다른 점 으로， 對象의 위치가 話 • 廳者에 서 벌어지면서 짧연E 

的 指示에서 記號的 指示나 想;융、的 指示로 나아감을 보여 주며， ‘저’로 指示되는 對象은 합 

tE的 指示에서 記廳的 指示로의 경계선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記짧的 指示와 想念的 指

示는 구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言及된 일이 없는 對象에 대해서는 想念的 指示가 쓰이 

고 있음을 우리는 앞에서 확인하였다. 또 話 • 聽者가 對話 이전에 공동A로 알고 있는 對

象에 對해서는 想念的 指示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보았다. 짧;覺的 記號인 話者 자 

신의 談닮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 쌓닮 以前에 지 닌 정보 內容드로 취급되어 想念的 指示

외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 순잔을 견정하는 것은 어 려운 일인 것 같다. 

4 

지 금까지 살펴본 指示的 기능 의에 ‘이 ， 그， 지’는 名샘플限定하는擬能을지니고 있다. 

(74) 아주머 니 저 ...... 정푸 학교 안 값죠? 

(75) A : 오늘 시간이 없다고 해 

B: 저 ... ... 오놓은 시간이 안 나실 모양입 니 다. 

(76) A : 제기- 사이 비 둔학인이란 말이예요 ? 

B: 사모넘 .. .... 그 그게 아니 라 ...... 저 .. 

(77) (전화 중임 ) 서 윷대에는 이 ， 저 ， 왕꽉 비용하고 네네 .. . 

(78) 그， 노래 스타일이 기-수마다 다르지 않읍니 까 ? 

(74"-'78) 의 ‘이， 그， 저’는 日常웹話에서 매 우 많이 쓰이 고 있는데 ， 특정한 경우 외는 이

주 약하게 발음되고 있어서 우리기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74"-'78)은 對象을 指

示하는 기 능이 있어 보이지 않고 단지 주저함을 나타내는 表짧 정도로 보인다. 그러나， 긴 

談話애서 이들의 用法을 보먼 새로운 사실이 드러 난다. 

(79) A 1 : 에， 그러고 이러한 그， 교육@을 해 왔고， 또 앞으로 이제 체계적￡로 넓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의 재정 문제@라든가 말이죠， 교권의 확립 문제， 

이 런 시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않지 않융니 까 ? 이것도 이번 그， 헌법 

@에서 여러 가지르 반영 이 된 결로 알고 있음니다만 ... 

B 1 : 네， 그， 저 ， 이 ， 헌 법@에서 이제 교육에 관한 규정 이， 새로운 그， 헌법 @새 

헌법 에 제 29조에 6개 항목이 있읍니다. 그런데 ， 그 ， 첫째에서 네째 항목@ 

까지는 종래에도 있던 조항이거든요. 이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란 제목 

하에 들어가 있읍니다. 그，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는 누구든지 자기 능력 

에 따라서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권리가 있다는 얘기하 

고， 또 법률이 정하는 그， 초등 교육@과 법 률이 청하는 국민 교육이라든지 

이 런 것을 받게 할. 그， 부모에게 책임지게 할 의무@를 갱하고，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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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우 교육을 우상으로 한다는 것， 다음에 교육제도란 이런 것을 법 률로 

정한다는 것 ， 이제 이런 것을， 얘기를종래는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특이 

한 것은， 그러니까， 훌륭한 그， 교육@을， 더 복지 사회를지향하는교육을 

하자면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아， 학교 교육에 있어서 그， 교원 

의 질@이려든지 재정이라든지 이 런 것도， 헌법 이 보장을 해서 반드시 우 

리 나라가 그， 참 재정적으로 여유는 없지만， 질적으로 훌륭한 교육영을 하 

자연 ， 적어도 최소 한도로 재정이라든지 교원의 그， 이 ， 지위 보잠이@ 

있어야 하겠다. 또 교육의 전문성이란 얘기가 처음 이벤에 들어가지 않았 

읍니까? 종래는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는데 에， 

교육을 제대로 하자연 이， 교사들@이 자주적흐로 둬， 교과 과정을 정하고 

이런 면에서 자주성， 또 정치적￡로 특청 정 당에 아부를 한다든지 팎 ， 특정 

정 당을 반대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중럽성이란 것이 종래에 있었는데 이번 

에는 그， 전문성이라는 것@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관한 한 모든 

그， 제도라든지 정책@을 교육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받아들여서 해타 

그런 전문성이 들어갔읍니다. 그 다음에 교육 재정 문제도 뭐 여기서 새 

삼스럽 게 말은 않읍니 다. 

A2 : 그리고， 이 ， 창조적인 민족 문화 창달@에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무 조항도 이번에 신설됐죠? 

〈라디오 對談을 기록한 것임〉 

(79) 에서 ‘이， 그， 저’ 의 用例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두 名詞를 限定하고 있다는 사실 

이 확인되는데 이것은 영 어 定冠詞 tlte의 用法과 부분적인 一致를 보여 준다 ]espersen 

(1 933 :1 6 1 - 171)에서는 영어 定冠詞 tlze의 用法이 完全|浪定 (complete determination) 괴 不完

全限定 (incomplete determination)으로 나누어진다. 名詞플 限定하는 修節表現이 없이 定

冠詞 그 自體로 名詞를 限定하여 指定하는 경우가 完全限定인데， 이것은 話者와 聽者에게 

이 미 알려 진 對象인 경 우로， 發話를- 통해 이 미 言及된 對象을 다시 言及하는 前述言及의 

경우나， 狀況을 통해 話 • 聽者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對象을 말하는 경우이다. 그리고， 不

完全限定은 定冠詞 自體로는 그 名詞플 限定하여 指定할 수가 없어 前置詞句， I觸係節 등의 

修웹i表現을 동반하여 名詞를 限定하는 경우이다. 이 두 用法을 국어와 比較하연， 完全限定

은 앞에서 살펴본 ‘이， 그， 저’의 用法에 포함되며， 不完全限定의 用法은 (74"'-'79) 가 보여 

주는 국어의 ‘이， 그， 저 ’ 의 用法에 比較된다. (79) 에서 ‘이， 그， 저’의 환경은， 바로 명사 

앞에 쓰이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이 名詞를 限定하여 指定하는 形容詞나 폐詞 ((1) 

@@@@@) , 關係節 ((L@@@) , 所有格 ‘의 ’ 를 지닌 修節‘句 (@Qt@)를 수만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 QJ는 完全限定의 例라고 보겠는데 이런 完全限定의 用法이 국어에서 어 

떤 名詞에 주로 나타나는가의 문제는 더 검토되어야겠 다. 

限定詞르서의 ‘이， 그， 저’도구별되어 쓰이는것을 볼 수있는데 ‘그’가가장두루쓰이고 

(74"'-'76) 과 같이 말하기 어려운 對象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저’만이 쓰인다. 그리 고， ‘이’ 

는 話者가 어떤 對象을 談닮의 主題로 提起하는 경우나， 話者만이 아는 對象을 言及하는 

경우에 주로 쓰이는 듯하다. (79) 는 A가 問題플 提起하고 B가 거기에 說明形式￡로 對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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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對談인데 A2의 對話에서 보듯이 ‘이’ 기- 쓰이고 있다. 이것은 限定詞 ‘이， 그， 저’ 7f 

指示語 ‘이， 그， 저’에서 發達한 결과 지니게 된 特性일 것이다. 그리고， 국어에서 指示語

‘이， 그， 저’가 限定詞로 發達한 것은 영어의 定冠詞 the가 起源的」ζ로 that에서 發達한 

것 (Lyons 1 977b:650) 과 동일한 현상인 것 같다. 

5 

지금까지 우리는 국어의 指示語 ‘이， 그， 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그， 저’는 話의 場에 존재하는 對象을 話 • 聽者에 대한 원근의 거리에 따라 指示할 

경우에 사용되는데， ‘저’플 제외한 ‘이’와 ‘그’ 는 話에 前述된 對象을 指示하는 데에도 사 

용된다. 本鎬에서는 ‘이， 그， 저’의 指示的 機能과 前述言及 機能의 관계를 밝혀 보려 하였 

다. 指示語 ‘이 , 그， 저 ’ 의 用法은 實tE的 指示， 記號的 指示， 想念的 指示로 구별 된 다. 

賢在的 指示는 話의 場에 現存하는 對象을 遠近의 거 리 에 따다 指示하는 기 능으로 ‘이 ’ 

는 話;왈 가까이에 있으며 話者에게 알려져 있는 대상， ‘그’는 聽者의 가까이에 있으며 話

• 많、者에게 알려져 있는 대상， ‘저’는 話 • 廳者-로부터 럴리 있으며 話者에게 알려져 있는 

대상을 指示한다. 

話에 前述된 對象을 言及하는 擬能은 話의 場에 存在하는 對象을 指示하는 ‘이， 그， 저’ 

의 擬能과 同一한 原理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言語記號가 뜻하는 對흉을， 그 매개체가 되는 

륨聲의 位置에 따라 指示하는 記號的 指示이다. 그런데， 對話는 뜸者와 聽者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前述言及機能에는 話者의 話에 제시된 對象을 指示하는 ‘이 ’와 聽者의 話에 제시 

된 對象을 指示하는 ‘그’가 쓰이고 ‘저 ’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想念的 指示는 言及된 적이 없거나 오래 전에 話에 言及된 對象을 話者와 聽者의 想孤에 

따라 指示하는 기능으로， 話者만이 알고 있는 것은 ‘이’로， 話者와 廳、者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은 ‘그’ 로 指示한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대상은 寶걷E的 指示가 우선적이고， 대상이 話

의 場에서 멀어짐에 따라 記號的 · 想念的 指示로 나아기-는 것A로 보겠다. 

국어의 ‘이， 그， 저’에 대한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은 名詞를 限定하는 限定詞로 쓰인다 

는 점인다. 이 밖에도 최근 ‘그’， ‘그 여자’가 小說， 文謂 등에서 三人稱代名詞로 굳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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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mantic Analysis of Korean Deictic Terms i, gu, ce 

Kyung-Hee Chang 

In the Korean language, there are three deictic terms i, gu, ce which are used in ind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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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ng the object depending on proximity to the speaker and the hearer. 1 and gu , except 

ce, also have anaphoric function to refer to the objects mentioned in the earlier discourse. 

In this article, 1 have tried to fì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deictic and the ananphoric 

functi on. My ccnclusicn is that the anaphoric functi on is a special case of deixis. 

The fun ction of Korean deictic terms is divided into real, signal, and conceptual deixis. 

Real deixis is the function of i, gu, ce which indicates the real objects in the situation 

of utterance depending cn proximity. 1 is used fcr an (;bject Vi’hich is IiC3r and known to 

the speaker; Gμ， near the hearer and known to the speaker and hearer; Ce, far from both 

the speaker and the hearer and known to the spea1‘er. 

Signal deixis is the functicn of i , gu, ce to refer to the object which signs signify 

according to the spatial relation of medium on which a sign is recorded, e.g. , the fìgure 

in a picture, the place on a map, the song in a musica l note, the day cn a calender, 
the person on a name card, and the object on the newspaper etc. A form of signal 

deixis, i. e. , a phonetic signal deixis, appears in spcken language v; hose mcdium is sound. 

1 refers to the objects just mentioned in the prior discourse of the speaker and gu refers 

to those of the hearer. 

Conceptional deixis occurs, when the object has not been mentione강 just before in 

discourse or has not been mentioned for some tirr:e before, although it was known to the 

.speaker and the hearer. 

When the real thing exists in the situation of speech acts, real deixis is required. The 

real thing getting far from it, signal deixis or conceptual deixis is preferred to real deixis . 

Besides these uses, i,gu , ce are used to detennine a noun with a modifì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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