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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똑같은 사건을 목격한다고 해도 사건의 어느 부분에 주목해 표현할 것

인가는 개별 화자들의 선택의 문제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능동으로 

표현할 것인가, 피동으로 표현할 것인가, 주어를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 

등의 문제들이 이에 해당한다.1)

하지만 이러한 개별 화자들의 선택도 어느 정도의 집단적인 경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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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학습하는 외국 학생들의 경우, 자신들의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혹은 자주 사용되지 않는 높임법이나 피동 표현과 같은 문법 범주의 학습에

서 심각한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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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고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언어들을 특징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 주

목하고자 한다. 한국어 표현 속에 드러나는 한국어만의 발상은 무엇이며,

이러한 한국어의 발상은 다른 언어권과는 어떻게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지를 명확히 드러내고자 한다.

오현아(2009)에서도 한․중 두 나라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비교 언어문화적 접근의 하나로 한․중 두 나라 영화를 대상으로 말

차례 가지기 양상을 분석한 바 있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중국 영화 속의 

인물은 화자 중심의 직접적인 언어 표현을 구사하며, 한국 영화 속의 인

물은 화제를 유지하거나 전환할 때 이를 짐작할 수 있는 담화 표지를 사

용함으로써 청자 중심의 간접적인 완곡한 언어 표현을 사용한다. 본고 역

시 이러한 오현아(2009)의 논의에 공감하면서 그 논의의 폭을 확장하여 

비교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정립하고, 그 구체적인 접근의 하나로 한․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동일한 장면의 인물들의 대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어와 영어의 발상의 차이가 빚어내는 언어 표현의 차이를 드러내고

자 한다. 이를 통해 또한 한국어와 영어 발상의 차이를 유형화하고자 한

다.

Ⅱ. 비교 인지언어학적 관점의 정립과 접근
그렇다면 왜 비교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택할 필요가 있는가? 이를 위

해 우리는 우선 인지언어학의 개념은 무엇인지 기존의 정의를 바탕으로 

개념을 한정하고, 나아가 비교 인지언어학적 접근의 의의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그런 후에야 개별 언어의 발상이 개별 언어 표현 양상을 지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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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저의 원리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논할 수 있을 

것이다.

1. 비교 인지언어학의 개념

먼저 인지언어학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자. 이전의 구조주의 언

어학이나 변형 생성 문법이 형태나 언어 체계 중심으로 언어 사용자를 배

제하거나 혹은 언어 사용자를 가정하더라도 이상적인 언어 사용자의 이

상적인 언어 실현에 주목했다면, 인지언어학은 언어 표현을 구사하는 언

어 사용자의 인지작용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언어학과는 큰 차이

를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인지에 대한 주목은 언어 사용 주체의 의

도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던 형태 혹은 구조 중심의 언어학 논의를 언어 

사용 주체의 의도를 중심으로 한 의미 중심의 언어학 기술을 가능하게 하

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지언어학은 오늘날 세 가지 중요한 접근법에 의해 표현되는

데, 언어에 대한 체험적 견해(experiential view), 현저성 견해(prominence

view), 주의적 견해(attentional view)가 그것이다(임지룡, 1998:18～23). 먼

저 체험적 견해는 언어 연구에 있어 이론적 연구와 검토를 바탕으로 논리

적 규칙과 객관적 정의를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실용적이고 경험론적

인 방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언어 사용자에게 낱말과 

문장을 생성하고 이해할 때 마음속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기술하도

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인지언어학자들은 세계에 대

한 우리의 공유된 체험이 일상 언어에도 저장되어 있으며,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드러날 수 있다고 믿는다.

다음으로 현저성 견해는 표현된 정보의 선택과 배열에 관한 것이다.

즉, 절(節) 주어의 선택이 어떤 상황에 관련된 요소의 각기 다른 현저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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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저성은 절의 목적어 및 부사류와 

대립되는 주어의 선택에 반영될 뿐만 아니라, 언어 구조의 현저성에도 적

용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표현하는 것은 사건의 어떤 부분이 우리의 주의

를 끄는가를 반영한다는 가정에 기초하는데, 이러한 접근법이 주의적 견

해이다. 우리의 주의는 사건의 특정 부분에 초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주

의 배분에 의해 문장을 분석할 경우 왜 사건의 한 단계만 문장에서 표현

되고 다른 단계는 표현되지 않는지를 설명한다.

이러한 현저성 견해와 주의적 견해는 논리적 문법의 규칙 토대적 기술 

못지 않게 통사 분석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동일한 사건을 

목격하고도 누구를 주어로 선택할 것인가가 다르고 때로는 능동의 형태

보다는 피동의 형태를 선호해 문장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

서 언어 사용자의 의도와 선택이 언어 형식으로 표현되는 내적 과정을 중

시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어에서 불필요한 피동의 사용은 

교정의 대상이라는 ‘정확성’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언어 사용자

의 의도가 적절한 언어 형식으로 반영된 것인지를 살펴보는 ‘효과성’의 

차원으로 문법 교육의 목표를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본고의 입장은 문법 교육의 목표에 대한 다양한 입

장 중 통합론에 가까우나, ‘정확성’을 중심으로 한 문법 교육의 고유한 가

치를 주장하는 독자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기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교는 왜 필요한가? 인지언어학은 인간 인지의 보편성에 근

거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보편 문법(Universal Grammar)을 주장했던 

촘스키 역시 매개 변인(parameter)을 통해 개별 언어의 특수성을 설명하

려 했던 것처럼, 개별 언어 고유의 발상은 “비교”를 통해 개별 언어 사용

자 인지의 고유성2)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교 인지언

어학적 접근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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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비교 인지언어학은 인간의 인지를 중심으로 인간의 인지와 언어

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비교 언어학적 관점에서 개별 언어의 고유한 발상

을 밝혀내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교 인지언어학은 아직 본

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데, 인지언어학의 성과가 우리나라에 도입

되기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개별 언어의 고유한 인지언어학적 연구 

성과가 집대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별 언어의 인지언어학적 성과는 다른 언어와의 비교를 통해

서 또한 심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본고에서는 비교 인지언어학적 관

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비교 인지언어학적 관점의 방법 

그렇다면 인지언어학적 관점의 분석적인 방법으로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여러 다른 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할 뿐만 아니라 또

한 차이가 있는 문화적 규범에 따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언어를 사

용한다. 의사소통이라는 문화적 규범은 보통 “직접성(directness)”, “형식성

(formality)”, “공손성(politeness)”과 같은 애매모호하고 인상주의적 용어를 

2) 이때 ‘개별 언어 사용자 인지의 고유성’은 ‘개별 언어를 사용하는 개별 언어권의 집

단화된 개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오현아(2009)에서 중국어 화자는 직접적인 표현

을, 한국어 화자는 완곡한 간접적인 표현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이러한 예에 해당한

다. 본고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발상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할 때, 현대 

사회에서 영어는 공용어로서 다양한 국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영어

를 사용하는 개별 언어 화자의 고유성’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개별 언어 화자의 

고유성보다 언어 문화적 특징이 덜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

고에서 논의하는 개별 언어 사용자로서의 영어 화자의 고유성은 일반적인 영어권

의 집단화된 개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양한 사회와 맥락에서 일정 수준 보편

적으로 통용되고 소통 가능한 영어 화자로서의 집단화된 개별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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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기술된다.

만약 우리가 의사소통의 규범에 대한 기술을 형식화하기 위해서 의미

소수(semantic primes)를 이용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대부분 극복될 수 

있다. 문화적 규범이 이 방식으로 기술될 경우, 그 문화적 규범을 ‘문화 

스크립트(cultural script)’라고 지칭할 수 있다.

3. 사건 인식과 표현에 나타나는 개별 언어의 발상

사건 인식과 표현에 나타나는 개별 언어의 발상을 이러한 문화 스크립

트의 방식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문화적 규범”에 초점을 

두고 단적으로 들어보면, 일본인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것은 개인의 욕구에 대한 표현, 즉 enryo(절제, 자제)라는 일본인의 

이상에 특히 적용된다. 일본인은 선호하는 것을 직접 표현하기를 꺼린다.

어떤 계획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 일본인은 ‘언제나 좋습니다’라

든가 ‘어디든지 저는 괜찮습니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직접 대답하

기를 종종 거절한다. 한 사람의 바람에 대해서 직접 질문하는 것은 결코 

일상적인 것이 아니다. 가족과 친한 친구들을 제외하고 <당신은 무엇을 

드시겠습니까?>와 <당신은 무엇을 좋아합니까?>와 같은 것을 묻는 것은 

일본인에게는 무례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손님이 주의 깊은 주인으로부

터 여러 선택 사항을 계속 제안 받지도 않는다. 오히려 손님을 기쁘게 하

는 것이 주인의 책임이며, 차린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표준적 어구 즉 

“사양말고(without enryo)”로 권하는 것이 주인의 도리이다.

종합적으로, 일본 문화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는 

것을 강력하게 저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문화적으로 인정된 전략은 청자

가 제대로 반응할 것을 예상하면서, 그 비슷한 종류의 “암시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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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it message)”를 보내는 것이다. 문화적 태도는 다음과 같이 한 스크

립트에 포착될 수 있다.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일본인의 스크립트

내가 어떤 것을 원할 때

다른 사람에게 ‘나는 이것을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좋지 않고

나는 그 밖의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다.

내가 그 밖의 어떤 것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

영미인의 태도는 물론 이 점에 있어서 무척 다르다. 개인주의적 자유와 

개인적 자율이라는 영미인의 이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기술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영미인의 스크립트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것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편, 개인적 자율이라는 똑같은 이상은 영어 화자들이 원형 명령문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이것을 해라”로 말하는 것을 억제시키며, 대신에 공

손한 전략을 활용하도록 격려한다. 그러므로 “Could you do this?(이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Would you mind doing this?(이것을 하기를 꺼리십

니까?)” 등과 같은 정교한 어법을 더 많이 사용할 것이다. “나는 당신이 

무언가 하기를 원한다” 라는 메시지는 청자가 응할 것인지, 응하지 않을 

것인지를 말하도록 권유함으로써 그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좀 더 복잡한 

문장 형태 속에 내포된다(Rene Dirven & Marjolijn Verspoor, 1999: 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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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도 Rene Dirven & Marjolijn Verspoor(1999)의 문화 스크립트 기

술 방식으로 개별 언어에 고유하게 나타나는 발상의 측면을 실제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Ⅲ. 주어 선택 양상을 통해 본 한국어와 영어의 발상의 차이
비교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개별 언어에 고유하게 나타나는 발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대상 자료가 요구된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

은 실제 담화를 바탕으로 하여 이를 분석하는 것이겠으나 자료 수집과 분

석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실제 대화 양상과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영

화 속 인물들의 대화 양상3)을 대상 자료로 선정하였다. 한국어의 발상을 

살펴보기 위한 한국 영화로는 이현승 감독의 2000년 작 ‘시월애(時越愛)’

를, 영어의 발상을 살펴보기 위한 미국 영화로는 알레한드로 아그레스티 

감독의 2006년 작 ‘레이크하우스(The Lake House)’를 선정하였다. 영화 ‘레

이크하우스’는 ‘시월애’의 리메이크 작으로서, 주인공의 직업만 다를 뿐 

기본적인 인물의 성격이나 주된 사건이 원작과 동일하다. 따라서 언어문

화적 요소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분석 대상 자료로 적합하다고 판단하

3) 실제 담화 자료가 아닌 인위적 자료라는 점에서 본고의 연구 대상은 명백히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실제 담화 자료를 구한다 할지라도 그 실제 담화 자료를 구성하는 

화자․청자가 개별 언어권의 화자로서 어느 만큼의 대표성을 띠는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즉, 특정 개별 화자들의 언어 습관이 대화 전개에 반영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구어 말뭉치를 구축

해 담화 자료의 보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별 연구자 수준에서 실제

로 이러한 구어 말뭉치를 구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그러한 말뭉치 구축에서도 

보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위적인 담화 자료이

기는 하나 많은 사람들에게 소통이 가능했던 영화 속 인물들의 대화 양상을 분석 

자료로 삼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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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현승 연출, 시월애(2000)> <알레한드로 아그레스티 연출, 레이크하우스(2006)>

1. 한미 영화 속에  나타나는 주어 선택 양상의 실제: 청자 중심 

원리 對 화자 중심 원리4)

4) ‘화자 중심’과 ‘청자 중심’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먼저 ‘화자’라는 용어는 고대 수사학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미 알려

진 바대로 이 당시의 수사학은 변론이나 연설과 같이 ‘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자

의 일방적인 말하기 방식’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고

려하면 본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화자 중심’이라는 용어는 자칫 ‘화자의 일방적인 

말하기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화자 중심’이라는 용어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 ‘나’를 문장의 주

어로 선택하여, 그것을 문장에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를 지칭하기 위한 말이다.

따라서 ‘화자 중심’이라는 용어는 항상 1인칭 화자인 ‘나’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1인칭 화자인 ‘나를 중심’으로 주어진 환경(상황)을 인식하여 주어로 1인칭 

‘나’를 내세운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청자 중심’이라는 말은 ‘화자 중심’에 대응하

는 말로서, 화자가 1인칭 주어인 ‘나’를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발화를 듣고 있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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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주의적 자유와 개인적 자율을 중시하는 영

미인의 경우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영미인의 대화에

서는 대부분 “나(I)”라고 하는 1인칭 화자 중심의 주어가 선택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5) 또한 개별 언어 혹은 개별 문화권

에 따라 사건 인식과 표현에 나타나는 발상이 다르다면, 한국인의 대화에

서 선택되는 주어의 양상은 영미인의 경우와는 다를 것이라는 추론 역시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발상의 차이를 각 문화권 화자의 

주어 선택 양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실제 영화 속 인물들의 대화를 다음의 관점에 의거하여 담화 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를 중심으로 발화하는 경우를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따라서 이 경우, 화자는 자

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청자와 공유하고 있는 사물 및 주변 환경적 요소를 문장

의 주어로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화자 중심’ 대 ‘청자 중심’의 원리는 우리말이나 

일본어 같이 주어가 잘 나타나지 않는 언어를 ‘사건 중심의 언어’, 가주어를 붙여서

라도 주어를 명시하는 인도 유럽어를 ‘동작주 중심의 언어’로 구분해 인식하는 경

향과 그 궤를 같이 하는데, 일찍이 이강호(1994)에서는 이러한 우리말의 특징을 ‘동

사 중심 언어’로 명명한 바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동사 중심의 언어’가 청자를 

고려해 사건을 먼저 서술하고 그 사건의 해당자를 이후에 고려하는 방식으로 문장

이 구성되는 인지적 과정을 거친다고 판단하여 ‘청자 중심 원리’라는 용어를 사용

하였고, ‘동작주 중심의 언어’는 행동주를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이후에 행동주와 연

관된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문장이 구성되는 인지적 과정을 거친다고 판단하

여 ‘화자 중심 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5) 이는 영어권 화자의 대화에 나타나는 주된 경향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영어권 

화자의 모든 대화에 “나(I)”라고 하는 1인칭 화자 중심의 주어가 반드시 나타는 것

은 아니며, 필요에 따라 상황 중심 주어가 선택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다만 본고에

서는 발화 내용의 주체가 화자 자신임을 청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흔히 “나(I)”

라고 하는 1인칭 화자 중심의 주어가 흔히 선택되는 것이 한국어 화자와는 다른 영

어권 화자의 특징으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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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시간

시월애
발화
시간

레이크하우스

08:54-

09:18

은주: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복된 새
해 맞으세요. 전 당신이 이사 
오기 전 이 집에 살던 사람이
에요. 사실은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편지를 남겨요. 기다
리고 있는 연락이 있거든요.
혹시라도 제 앞으로 편지가 

06:35-

06:46

Kate: As the previous tenant, let

me say...I hope you'll like

living here as much as I did.

I filed the change of address

with the post office.. but you

know what a crapshoot that

can be. So if anything slips

▪언어관6): 언어는 화자, 청자, 상황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결정체

이다.

▪언어 사용: 특정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주어 선택, 어휘 

선택 및 어순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물이다.

▪담화 분석: 언어 사용 양상의 결과물인 담화(형태)를 바탕으로 화자의 의

도(의미)를 재구해 내는 과정이다.

1) 청자 중심의 주어가 선택되는 한국어와 화자 중심 주어가 선택되는 

영어의 경우

먼저 동일한 장면에서 한국어 화자의 주어 선택 양상과 영어 화자의 

주어 선택 양상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6)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될 때 크게 정적인 관점과 동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가

능하다. 본고에서는 언어를 정태적 대상으로 보고, 문장 단위의 분석이 주로 이루

어지던 형식주의 언어학적 연구 방법에서 벗어나 동적인 관점에서 담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동적인 관점을 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동적인 기능주의언어학의 관점을 취한 흐름으로는 프라그학파, Halliday(1967, 1985),

Chafe(1976, 1987), Clark&Haviland(1977) 등을 들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특정 이론을 

택하기보다는 실제 언어 사용 국면을 중시하고, 담화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인으로서의 화자와 청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일반적인 동적인 관점의 분

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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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면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
시겠어요? 꼭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구요, 현관 옆에 강아
지 발자국은 제가 이사 오기 
전부터 있던건데, 벼르다가 
결국 못 지우고 떠나네요. 자
꾸 보면 익숙해지긴 해요.

through would you do me a

favor and forward my mail?

I'd appreciate it. My new

address is below. Thanks in

advance. P.S. Sorry about

the paw prints by the front

door. They were there when

I moved in.

18:47-

19:08

성현: 기다리는 편지가 있는 것 같
아서 알려드립니다. 제가 이 
집의 첫 번째 주인인데, 편지
를 잘못 보내신 것 같습니다.
꼭 받아야 할 우편물이 있다
고 하시니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편지를 쓰시는 게 좋을 
듯 하군요. 1997년 12월 28일.
한성현. 추신. 이 집 이름이 
일마레인 건 어떻게 아셨죠?

12:11-

12:26

Alex: Dear. Ms. Forster. I got your

note and I'm afraid there

must be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As far as

I know, the lake house has

been empty for several years.

Maybe your note was

intended for the Sandburg

house down the shore…

since no one has lived in this

house for years.

19:10-

19:25

은주: 어떻게 제 편지가 당신에게 
간 건진 모르겠지만, 혹시 장
난하신 거라면 일마레에 도
착하는 편지들을 그냥 놔 둬 
주시겠어요? 부탁드립니다.
1999년 12월 29일. 김은주. 설
마 정말 97년도에서 편지를 
보내시는 건 아니겠죠?

12:28-

12:56

Kate: Dear. Mr. Wyler, I'm very

familiar with the Sandburg

cottage....and...

I can guarantee I never lived

there. I'm old-fashioned, but

I don't think a cottage should

be over 6000 square feet. So

let me try again. I used to

live at the lake house, then I

moved. Now I live at 1620

North Racine in Chicago. I'd

appreciate it if you would

forward my mail if you get

any. Oh, by the way, it's

2006. Has been all year, ask

anyone.

35:07-

35:28

은주: 98년 1월 9일부터 눈이 많이 올 
거예요. 글쎄, 정말 98년도에 
계시다면 좋은 시간 되세요.

27:23-

27:49

Kate: Okay, my mystery

correspondent, I get it.

Just in case you reall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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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독감 조심하시구요. 그때 
독감이 대 유행이었거든요.

where and when you think

you are... you'll need this.

There was a freak late snow

that spring and everyone got

sick. So plenty of rest, lots of

fluids. Doctor's orders.

위 장면들은 서로 다른 시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두 남녀

가 점차 이 사실을 깨달아 가면서 나누는 대화의 일부를 담고 있다. 대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동일한 상황에서 한국어 화자들은 대부분 화

자인 “나(I)”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자

신의 이야기를 듣는 청자 중심으로 발화를 하는 반면, 영어 화자들은 대

개의 경우 “나(I)”라고 하는 1인칭 화자 중심 주어를 선택하여 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7) 아래는 여자 주인공이 자신보다 과거에 살고 있는 

남자 주인공에게 돌아가신 남자 아버지의 유작집을 보내 주는 상황에서 

나누는 대화이다. 이 장면에서도 영어 화자는 한국어 화자와는 다르게 1

인칭 화자 중심 주어를 앞세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영어 화자의 대화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 보면 이와 같은 차이가 좀 더 확연하게 

드러난다. 예컨대, 위 발화에서 ‘I got your note and I'm afraid there must be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은 ‘메모 받았어요. 뭔가 착오를 하신 모양이군요.’ 등으로 

번역되어 1인칭 화자 중심 주어가 문면에 드러나지 않는 식이다. 한국어 번역이 다

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한국어에서는 대개 1인칭 화

자 중심 주어를 생략하여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다. 이는 “나(I)”라고 하는 

1인칭 주어의 생략이 자유로운 한국어의 특징과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와 관

련하여 주어가 쉽게 생략되는 국어 문장 구조의 성격에 대해 천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에서 1인칭 화자 중심의 주어가 문면에 잘 드

러나지 않는 현상을 포착하는 데 주목하여 주어가 쉽게 생략되는 국어 문장 구조

의 성격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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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시간

시월애
발화
시간

레이크하우스

51:34-

51:43

은주: 늦게나마 보낸 유작집이 
성현 씨가 아버님을 이해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01:01-

1:01:08

Kate: It won't be published for a

couple of years...but I don't

think you should have to wait

that long. I hope it helps you

know how much you were

loved.

2) 한국어에서 화자 중심의 주어가 선택되는 경우

그렇다면 한국어에서 화자 중심의 1인칭 주어인 “나(I)”가 선택되는 경

우는 언제인가? 한국어에서 화자 중심 주어가 선택되는 경우는 제한적이

나, (1) 자신을 소개하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 (2)

자신의 의지 혹은 주장을 강조하는 경우, (3) 상대로부터 자신의 의견을 

요구 받은 경우의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1) 자신을 소개하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

한국어에서 1인칭 주어인 “나(I)”가 선택되는 첫 번째 경우는 자신을 소

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이다.

이 때 화자는 자의든 타의든 청자에게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화자 중심 주어인 “나(I)”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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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시간

시월애

08:50 은주: 전 당신이 이사 오기 전 이 집에 살던 사람이에요.

22:56 동네 언니: 야, 김은주, 너 성우, 나 만홧가게 주인.

42:13
은주: 제가 그때 성우 연습실이 중앙 역 뒤에 있어서 매일 사당행 막찰 타고 

집에 갔거든요.

48:0-

48:13

성현: 난 아무 것도 인정할 수 없다. 아버지의 죽음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도.

49:29 은주: 어, 언니. 나 지금 병원에서 왔어. 음... 괜찮대...

50:0-

50:30

은주: 성현 씨, 사람에겐 숨길 수 없는 게 세 가지 있는데요, 기침과 가난과 
사랑. 숨길수록 더 드러나기만 한 대요. 그렇지만 그래도 감추고 싶은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때 그냥 울어요.

1:04 은주: 마침 제가 일주일 뒤에 집에 일이 있어서 내려가거든요.

1:17 성현: 난 아직도 은주 씨에게 모르는 사람인가요?

위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자는 상대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

혀야 하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

서 “나(I)”를 주어로 선택하고 있다. 경어법이 발달한 한국어의 경우는 겸

양의 표현으로 “나(I)” 대신 “저”나 “제”가 주어로 선택되기도 하는데,

(08:50), (42:13), (1:04)가 바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또한 이와 같은 주

어 선택 양상은 (1:1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의문문의 형식으로

도 나타난다.

(2) 자신의 의지 혹은 주장을 강조하는 경우

한국어에서 1인칭 주어인 “나(I)”가 선택되는 두 번째 경우는 상대에게 

자신의 의지나 주장을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이다. 이런 경우, 화자

는 대개 상대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혹은 상대와는 반대가 되는 의견을 피

력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대의 의견과는 상관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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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신의 입장이나 의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할 때에도 1인칭 주어

인 “나(I)”를 선택하게 된다.

발화
시간

시월애

23:05 동네 언니: 황당한 얘기를 해도 내가 해야 되는 거야.
23:21 은주: 아이, 만화야 내가 더 많이 봤지.
26:34 은주: 저 역시 한성현 씨가 98년도에 살고 있다는 건 믿기 힘드네요.

44:5-

45:09

은주: 녹음기 정말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선물을 준비
했거든요.

49:54 은주: 알았어... 내가 찾으러 갈게.
1:01 성현: 그래도 전 와인을 좋아합니다.
1:18 은주: 나도 언니 말 믿구 싶어.
1:23 성현: 제가 도와 드릴게요.
1:24 성현: 이번에는 제가 빌어 드릴게요. 당신의 사랑에 행운이 가득하길 빕니다.

“저 역시” 혹은 “나도”로 시작하는 대화는 화자가 상대방의 의견에 동

조함을 나타내기 위해 1인칭 주어인 “나(I)”를 선택하고 있는 경우이다.

또한 (1:01)에 나타난 “그래도 전”의 경우는 화자가 타인의 생각이나 판단

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화자 중심의 주

어가 선택된 것이고, “내가”로 시작하고 있는 (23:05)와 (23:21)의 대화에서

는 상대의 의견보다 화자인 자신의 생각이 더 옳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1인칭 주어가 선택된 것이다. 그리고 (1:23), (1:2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단순히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강조하여 드러내고자 

할 때에도 “나(I)”가 주어로 선택된다. (44:57-45:09)에서는 다른 사람이 아

니라 ‘화자 자신이 직접’ 두 가지 선물을 준비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

(I)”가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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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로부터 자신의 의견을 요구받은 경우

한국어에서 1인칭 주어인 “나(I)”가 선택되는 마지막 경우는 화자가 상

대로부터 자신의 의견을 요구받은 때이다. 상대로부터 자신의 의견을 요

구받은 경우, 화자는 그에 응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입장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나(I)”를 주어로 선택하게 된다.

발화
시간

시월애

39:05
성현의 대학 동기: 그런 너는?
성현: 참, 아 그러니까 나는 집 설계 안 해.

09:41-

09:55

은주: 여보세요? 정숙이니? 으응... 아냐... 시끄러운 것도 싫고... 어... 난 전화 
올 데가 있어서. 그래 재미있게 놀아.

1:02:55-

1:03:02

성현: 은주 씨 덕분에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즐거웠어요. 어떠셨어요, 은
주 씬?

은주: 저도 즐거웠어요. 하지만 혼자서 돌아오는 길이 좀 쓸쓸하네요.

1:07:09-

1:07:12

은주: 여기에 사실 분이세요?
성현의 대학 후배: 아니요, 저는 공사 때문에 왔어요.

(39:05), (1:02:55-1:03:02)에서는 각각 ‘그런 너는?’, ‘은주 씬?’과 같이 상

대방이 명시적으로 화자를 지칭하여 물어본 상황에서 그에 대한 응답으

로 1인칭 화자 중심 주어가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발화에서 화자를 지칭하는 2인칭 주어가 반드시 명시

적으로 드러나야만 그에 대한 응답으로 1인칭 화자 중심 주어가 선택되

는 것은 아니다. (1:07:09-1:07:12)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은주의 발화

에는 화자를 지칭하는 2인칭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상대

방의 물음에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

에도 화자는 1인칭 화자 중심 주어를 선택하여 그에 응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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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1-09:55)는 전화를 받은 화자의 발화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

를 건 상대방이 화자에게 어떠한 형식의 질문을 하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상대방이 화자를 명시적으로 지칭하여 물어보지 않은 경우에도 

그에 대한 응답으로 1인칭 화자 중심 주어가 선택될 수 있다.

3) 영어에서 청자 중심 주어가 선택되는 경우

영어에서 청자 중심 주어가 선택되는 경우는 제한적이나, (1) 자신이 

전해들은 내용에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2) 자신의 판단이 객관적

임을 나타내는 경우, (3) 구체적인 상황을 드러내어 설명해야 하는 경우의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1) 자신이 전해 들은 내용에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영어에서 상황 중심 주어가 선택되는 첫 번째 경우는 화자가 자신이 

전해들은 내용에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때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살

펴보면 아래와 같다.

발화
시간

레이크하우스

04:11-

04:13

Nurse: Transport said about four hours.

Anna: He could be dead in four hours.

08:30-

08:34

Kate: Sixty degrees on Valentine's Day. Can't be chicago.

Kate's mother : The TV says it's global warming.

24:08-

24:16

Patient: My mom's last boyfriend was bald. He was nice...but my mom didn't

marry him. There's always something better coming around the corner. That's

what she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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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1-04:14), (08:30-08:34)의 대화에서 화자는 ‘Transport’, ‘The TV’를 

주어로 선택하고 있다. ‘Transport’라는 주어 대신 ‘응급구조사’나 ‘구조대

원’을, ‘The TV’라는 주어 대신 ‘리포터’나 ‘아나운서’와 같은 유정(有情)

주어가 선택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유정 주어를 선택할 

경우, 화자가 전하는 말은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화자가 사물이나 해당 상황을 대표하는 무정(無情) 주어를 선택

하였다는 것은 자신이 전해들은 내용에 객관성과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한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4:08-24:16)의 발화는 환자인 어린 아이가 의사인 Kate에게 자신의 엄

마가 겪은 경험과 그녀가 한 말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다리면 더 좋

은 사람이 나타난다고 한 것은 화자의 엄마가 한 말이다. 그러나 화자는 

“She said, there's always something better coming and the corner.”과 같은 

형식으로 발화하지 않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there's always

something better coming and the corner.’이라는 발화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그것이 화자의 엄마가 개인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리인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 즉, 이 경우도 

‘There’이라고 하는 무정 주어를 앞세움으로써 화자 자신이 전해들은 내

용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이 객관적임을 나타내는 경우

영어에서 청자 중심 주어가 선택되는 두 번째 경우는 화자가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것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

우이다. 객관적인 상황임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앞선 유형과 다

르지 않지만, 이 유형에 속하는 경우는 해당 상황에 대한 발화가 화자가 

전해들은 것이 아닌, 화자 자신이 직접적으로 판단하고 느낀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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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차이가 있다. 즉 앞선 유형은 자신이 전해들은 내용에 객관성을 확

보해야 하는 경우였지만, 이 유형은 화자 자신이 직접 경험을 통해 판단

하고 느낀 것이 누가 보아도 객관적인 것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경우인 것

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발화

시간
레이크하우스

05:24-05:27
Mona: Why would you take that house, Alex? It's made of glass.

There's no privacy.

09:17-09:19

Kate's mother: When your father passed away, it was hard. It still

is hard. Holding his books, I feel like he's with me

somehow.

30:27-30:35

Kate: Long days, these days. I just worked 30 hours straight.

Every time I stop to take a breath... I realize how isolated

I've let myself become.

1:05:37-

1:05:51

Alex's father: And the light in Tokyo is different from that in

Prague. A truly great structure, one that is meant to

stand the tests of time... never disregards its

environment.

제시된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모두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

입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첫 번째 대화에서, 유리로 만들어진 집은 사생

활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Mona의 발화는 사실 객관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유리로 만들어진 집에 대한 Mona의 주관적인 판단을 드

러낸 것이다. 그 집의 위치나 주변의 다른 여건을 고려한다면, 유리로 만

들어진 집이라고 해도 사생활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Mona가 “I think there's no privacy.”라는 형식의 1인칭 화자 주

어를 앞세우지 않은 것은 그러한 자신의 판단이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객관적인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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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두 번째 대화에서 Kate의 어머니는 남편을 여의고 자신이 무척 

힘들었음을 딸에게 말하고 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발화에서조차 1

인칭 화자 중심 주어가 선택되지 않았다는 것은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화자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0:27-30:35)의 발화도 

Kate의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루라는 시간은 모

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러한 하루가 길다고 하는 것은 

Kate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1인칭 화자 주어를 

앞세우지 않음으로써 마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객관적으로 보아도 

긴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1:05-37-1:05-51)은 건축가인 아버지가 아들인 Alex에게 건축 설계 도

면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대화이다. ‘도쿄의 빛과 프라하의 빛이 

다르다는 것, 세월을 뛰어넘는 위대한 건축물은 언제나 주위 환경과 조화

를 이룬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유명한 건축가로서 느끼

는 아버지의 주관적 감정에 가깝다. 그러나 화자는 청자와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나 사물을 주어로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발화 내용이 지극히 주관

적이고 개인적인 감상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구체적인 상황을 드러내어 설명해야 하는 경우

영어에서 청자 중심 주어가 선택되는 마지막 유형은 구체적인 상황을 

드러내어 설명해야 하는 경우이다. 화자는 상대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하므로, 해당 상황을 지칭하는 주어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8) “I think”가 생략된 것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1인칭 화자 중심 주어를 선호

하는 영어권 화자가 자신의 판단이 개입된 내용을 발화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생략을 하였다는 것은 특정한 화자의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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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시간

레이크하우스

34:19-

34:29

Alex: A glass box with a view to everything that's around you... but you can't

touch it. No interconnection between you.

34:50-

34:54
Alex: This house is about ownership, not connection.

41:10-

41:15

Morgan: I don't do this right.

Kate: There wasn't a meeting.

42:13-

42:16
Alex: Unit 381 on Riviera Estates is complete.

1:28:19-

1:28:23
Henry: So obviously, the first thing you see is what we had talked about.

(34:19-34:29)와 (34:50-34:54)는 Alex가 동생인 Henry에게 자신이 지은 

집(The lake house)을 함께 둘러보며 그 집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는 상황

이다. 집의 이곳저곳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여 각각의 기능과 의미를 설명

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의 환경이나 사물을 포함한 특정 상황이 주어로 선

택되고 있다. 또한 (41:10-41:15), (42:13-42:16), (1:28:19-1:28:23)에서는 화자

가 청자에게 어떠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경우에 해당 상황

이 주어로 선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주어 선택 양상 분석을 통해 본 한국어와 영어의 발상의 차이

앞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와 영어에서 화자의 주어 선

택 양상의 차이를 정리해 보면, 먼저 한국어에서는 상대에게 명시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경우 “나(I)”가 주어

로 선택되지 않는다. “나(I)”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그것이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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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야기임을 청자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는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드러내야 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1인칭의 화자 

중심 주어가 생략된다. 이를 통해 한국어에는 청자 중심 원리9)가 작용한

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반면, 영어에서는 객관적인 상황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경우에서 “나(I)”가 주어로 선택된다. 청자보다는 화자인 자신을 중

심으로 하여 발화를 구성하기 때문에, 한국어에서와 같이 청자가 화자 자

신의 이야기임을 알고 있다고 해도 주어인 “나(I)”를 생략하지 않는다. 이

를 통해 영어에서는 화자 중심의 원리가 작용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

다.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영어에 나타나는 발상의 차이를 문

화 스크립트의 방식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청자 중심의 주어”를 선택하는 한국어 화자의 스크립트

자신의 감정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을 주어로 선택하여 다

9) ‘청자 중심 원리’란, 각주 4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청자가 이미 자신의 대화에 

맥락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화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감정 

등을 드러내는 장면에서도 화자가 굳이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을 주어로 내세

우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청자 지향적 관점’ 이라는 용어의 의

미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권순희(2001)에서는 화자가 청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청자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며, 어떠한 표현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규명

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화 지도를 위해 필요한 일임을 역설하면서, 화자가 열린 태

도를 바탕으로 ‘청자 지향적 관점’을 취할 때 효과적인 대화를 구사할 수 있게 된다

고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청자 지향적 관점’을 “청자의 지식과 심리 상태, 상황,

대인 관계 등을 고려하여 말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

다. 이렇게 본다면, ‘청자 지향적 관점’은 ‘청자를 배려하려는 화자의 의도적이고 의

식적인 태도’ 임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청자 중심 원리’라는 용어

는 청자를 고려하여 말을 한다는 점에서 ‘청자 지향적 관점’과 일견 상통하는 면이 

있으나, 화자가 자신을 주어로 드러내지 않는 이유를 청자에 대한 배려 때문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개념적인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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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그 책은 정말 재미있었다.”, “모임이 무척 즐거

웠다.”

▪ 일반적으로 “화자 중심의 주어”를 선택하는 영어 화자의 스크립트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발화자인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I found the book very interesting.”, “I really had a good time at

the meeting.”

▪예외적으로 “화자 중심의 주어”를 선택하는 한국어 화자의 스크립트

자신을 소개하거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

자신의 의지 혹은 주장을 강조하는 경우,

상대로부터 자신의 의견을 요구받은 경우,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1인칭 주어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나는 만홧가게 주인이야.”, “내가 할게.”

▪예외적으로 “청자 중심의 주어”를 선택하는 영어 화자의 스크립트

자신이 전해 들은 내용에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자신의 판단이나 감정이 객관적임을 나타내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드러내어 설명해야 하는 경우,

주어진 상황을 지칭하는 주어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

“There's always something better coming around the corner.”, “It was

hard.”, “This house is about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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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고에서는 비교 인지언어학적 관점을 정립하면서 발화자의 주어 선택 

양상을 통해 나타나는 한국어와 영어의 발상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개별 언어권 화자에게서 나타나는 주어 선택 양상의 차이는 표현의 차

이이자 발상의 차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화자 중심의 주어이든 상황 

중심의 주어이든, 대부분의 언어에서 주어가 앞서 나타난다는 사실은 주

어가 발화의 내용을 구성하는 핵심임을 드러낸다. 또한 화자가 제일 처음 

말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이 대개의 경우 주어가 된다는 사실 

역시 주어 선택 양상이 발상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방증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장면에서 한국어 

화자와 영어 화자의 주어 선택 양상의 차이를 포착하고 이를 분석함으로

써 두 언어권 화자의 발상이 어떻게 다른지를 드러내었다. 그 결과 한국

어 화자는 대개 청자 중심의 발화를, 영어 화자는 대개 화자 중심의 발화

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한국어와 영어에 나타나는 주어 선택 양상의 차이를 통해 두 

언어권 화자의 발상의 차이를 간략하게나마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료 수집의 한계와 분석의 제한점으로 인해 실제 담화 내

용을 대상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고, 영상 텍스트인 영화 속 인물의 대사

를 대상 자료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실제 담화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각 언어권 화자의 주어 선택 양상을 좀 더 다채롭게 살펴

볼 수 있는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10)

* 이 논문은 2011. 10. 30. 투고되었으며, 2011. 11. 20. 심사가 시작되어 2011. 12. 5.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1. 12. 9.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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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와 영어의 발상에 대한 비교 인지언어학적 고찰
- 청자 중심 원리와 화자 중심 원리를 중심으로 -

오현아․박진희

이 연구는 한국어와 영어에서 화자가 주어를 선택하는 양상을 통해 두 언어

의 발상의 차이를 부각하는 비교 인지언어학적 접근의 하나로, 한․영 두 나라

영화를 대상으로 하여 화자의 주어 선택 양상 분석을 시도하였다. 언어 차이 이

외에 다른 요인들이 변수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의 시월애(時越愛,

2000)와 이를 리메이크한 ‘레이크하우스(The Lake House, 2006)’를 대상으로 삼

았다.

영화 속 화자의 주어 선택 양상 분석의 결과, 미국 영화 속의 인물은 객관적

인 상황을 전달하거나 자신의 견해가 객관적임을 강조하는 경우 혹은 구체적인

장소를 지칭하는 경우가 아니면 화자 중심의 직접적인 언어적 표현을 구사하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인간 중심의 주어를 일반적으로 선

택하는 반면에, 한국 영화 속의 인물들은 청자 중심의 간접적인 언어 표현을 구

사하며 자신을 직접 소개하거나 스스로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해야 하는 상황

이 아니면 상황 중심의 주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한국어와 영어에서 발상의 차이가 주어 선택 양상에 미치는 영

향을 간략하나마 살펴보는 작은 시도를 통해, 개별 언어의 발상에 기반한 한국

어와 영어의 언어 차이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비교 인지언어학, 언어의 발상, 주어 선택 양상, 상황 중심 표현, 화

자 중심 표현, 문화 스크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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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

A Study on the Conception of Korean and English 
from the Viewpoint of Comparative Cognitive 

Linguistics
- Focused on hearer centered expression and speaker centered expression -

Oh Hyeon-ah, Bak Jin-hui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pattern of how the speaker chooses the

subject in Korea and English using as an approach of comparative cognitive

linguistics. We conducted this study using movies, ‘A Love Story’(2000) and

its remake version ‘The Lake House’(2006), which have the same characters

and story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movies, the

characters in the American movie generally used speaker centered direct

linguistic expressions except for explaining an objective situation,

emphasizing the objectivity of an opinion, or indicating a specific place, and

generally chose a human subject that reveals the speaker’s position clearly. In

the Korean movie, on the contrary, the characters used hear centered indirect

linguistic expressions except for introducing the speaker himself/herself or

expressing the speaker’s opinion empathetically.

As presented above, this study is expected to broaden the horizon of

understanding the linguistic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English based on

the concept of each language.

[Key words] comparative cognitive linguistics, language conception,

pattern of the subject selection, speaker centered expression,

hearer centered expression, cultural scrip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