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만 야좁슨의 유표생 01론 연구* 

1. 연구의 배경 및 목쩍 

드프 i느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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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표성 (markedness) 이론은 야롭슨에 의해 구조주의 언어학의 테두리 안에 

서 주로 변별 자질 (distinctive features)의 유무를 통해 음소를 정의하기 위한 

도구로 제기된 이후， 다른 분야의 해석에도 확대 적용되어， 형태론， 문장론， 의 

미론， 역사 언어학， 외국어 습득 및 문체론， 시학 등에서 폭넓게 활용되어지고 

있다기 뿐만 아니라， 유표성 이론은 춤스키 (N. Chomsky)의 변형생성문법 이론 

에서도 받아 들여져 이제 유표성 이론과 관련된 표지 (mark)， 유표(marked) ， 무 

표(unmarked)라는 용어는 이론 언어학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의 일반적 

인 용어가 된 듯하다.2) 이렇듯 ‘표지 유표/무표’ 등의 개념이 일반적인 용어가 

* 이 논문은 때3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 -2003-037-A!αl2!E).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1) 유표성 또는 유표/무표와 관련된 개념이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발견되나， 유표(marked)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언어학 서클에 

둥장한 것은 트루베츠코이 (Trubetskoy)가 야몹슨에게 보낸 1930년 7월 31일자 편 

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5년에야 발간된 트루베츠코이 (1985: 162)의 편지의 번 

역문 일부는 다음과 같다: “모든 음운론적 관계는 어떤 표지 (mark)의 존재와 그것 

의 부재라는 대립형태로 인식되어진다. 따라서 이 관계를 이루는 요소들 중 하나는 

‘긍정적’， ‘능동적’인 반면 다른 하나는 ‘부정적’， ‘수동적’이다 한편 야롭슨은 후일 

트루베츠코이의 서신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The presence of some mark 
is opposed to its absence. (...) Only one of the terms of a correlation is 
perceived as actively modified and as positively possessing some mark, while 
the other term is perceived as passively unmodified and as lacking the mark." 

(Jakobson, R. & Pomorska, K. 1983: 95) 

2) 유표성의 개념이 춤스키의 변형생성문법에서 어떻게 응용되고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Battistel1a(1996: 124-135)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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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이 판어가 객관적인 근거들을 다지며 생산적인 띠론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유표성， 표지， 유표/무표’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들과 혼용되거나， 정 

확한 정의 없이 이용 되거니， 이를 활용하는 학자블의 관점에 따라 달리 해석 

되거나 제시되었다. 특히 유표/무표라는 용어는 언어학 뿐 아니라 제 학문 분 

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아가 되면서 유표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반면에 무표는 그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정도로 느슨하게 해석 

되고 있다. 또한 유표/무표에서 파생된 표지 Cmarker}리-는 용어가 특정한 문법적 

자질에 대한 표지로 해석되기도 하고(예를 들어 영어의 s가 복수의 표지이다)， 

유표가 음운론에서의 변별 자질과 동일시되어 [ +voiced]는 유표Cmarked)로 

[-voiced]는 무표Cunmarked)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렇듯 야롭슨과 동시대의 학 

자들， 그려고 그의 후학들이나 후대의 츰스키에 의해 사용되는 유표성의 개념은 

그 적용 범위와 이론 내에서의 위계에 있어 상당한 차이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푼제로 인해 이 똥아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 서양 언어학계 에서 

는 이미 1980년대에 시작되썼으나， 한국 학계에서는 유표/무표라는 용어를 폭 

넓게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표성 이론 및 이론의 핵심 개념 자 

체에 대한 논의는 미진한 실정이다.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표성 이론의 

생성과 발전에 대한 통시적， 공시적 연구를 통해 각 시기별， 또는 각 연구 분 

야별로 유표성의 개녕이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었는지콸 개관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로만 야좁슨CRoman Jakobson}의 유표성 이론을 

다음과 같뜬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유표성 이론의 핵심 개념인 유 

표/무표 개념의 다의적 성격을 밝혀내고자 한다. 첫째 야롭슨의 유표성 관련 

3) Chvany(l996: 234)는 유표성 및 유표성 관련 개념들의 모호성과 이에 대한 서구 학 

계에서의 연구단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The ambiguities of the tenn 
markedn강55 and 앙 satellites - marked, unmarke며 neutralized, 있lient， natural, 
etc., continued to multiply until the early 1980s, when having matured into 
something that was even called a theory. The now swollen notion of markedness 
entered 3. pe끼od of decomposition." 서구에서의 대표적인 유표성 이론 관련 연구는 
Battistella(1996), Andrews (1990) , Tomié(1989), Eckman et aI.(1986)을 참고하시오. 
야롭슨의 다양한 학문 활동달 가늠할 수 있는 연구로는 BapaH et al. (l앉꺼)을 참고하시 

오. 한펀， 한국 내에서 유표생 이론에 대한 연구는 야롭슨 저작의 번역 또는 개별적 

인 분야에 국한 되어 있거나(예를 들면， 1980년대 말의 신문수(1989)의 면역서인 

『문학 속의 언어학』과 권재일 (1989)의 F 일반 언어학 이론，g ), 유표성 이론에 대한 
변밀한 검토 없이 해석의 도구로 활용하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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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에 대한 자세히 읽기 작업을 통해 야몹슨이 제시한 유표성 개념이 그의 

저작 활동 중에 어떻게 생성되고 변화 발전 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유표/ 

무표 개념의 다의성의 원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둘째 유표성 이론을 언어학 

의 하위 분야 및 시학과 교육방법론 분야에 적용한 이전의 연구들을 개관함 

으로써 이 이론이 가진 분석적 효율성을 드러내 보임과 동시에， 각 분야에서 

의 유표/무표 개념을 구분하는 기준이 각 분야에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 부를 짚어 보고자 한다，4) 

유표성 이론이 100여 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연구의 범 

위는 주로 야롭슨의 저작에 한정하였으며， 야롭슨 이전과 야롭슨 이후의 유표 

성 이론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5) 

2. 야좁슨의 저작을 통해 본 유표성 이론의 생성과 발전 

유표성의 다의 스펙트럼을 조망하기 위해서는 야몹슨 이전의 논의로부터 

야롭슨을 통해 현대 언어학 및 제 학문 분야에서의 유표성 이론의 응용 사례 

까지를 총괄하는 포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우선 

야롭슨 자신의 연구(Jakobson 1928, 1930, 1932, 1936, 1939, 1957, 1958, 1983 

등)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유표성 이론이 저작활동 중에 어떻게 발전되어 갔 

4) 야몹슨(Jakobson & Pomorska 1983: 97)은 “음운론에서의 유표성은 변별 자질에 대 

해서， 그 외의 문법 범주에 있어서의 유표성은 그 문법 형태의 의미에 의해 결정된 

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음운론 이외의 다양한 문법 범주에서 유표/무표의 

결정 근거가 문법 형태의 의미에 의해 결정된다는 야롭슨의 기술은 지나치게 단순 

한 듯하다. 

5) 야롭슨 이전의 유표성 개념에 대한 논의는 ‘제로 범주’에 대해 언급한 nemKoBcKu l1: 

(1928[1956]: 28)를 비롯한 이전의 여러 학자들의 저서에서 발견된다. 한편 야좁슨 

이후의 유표성에 대한 연구는 긴 역사만몸이나 다양한 이론으로 발전하였다. 유표성 

을 개별적인 현상을 분석하는 해석의 틀이 아니라 다양한 기호체계의 기초가 되는 인 

식 원칙으로 파악한 Andersen(2001: 3-4), 보편문법의 틀에서 유형적 유표성에 초점 

을 맞춘 Greenberg(1966), 생성문법의 틀에서 유표성 개념을 적용한 Chomsky(1969) 
와 그 후학들의 일련의 연구 등 그 수를 헤아렬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론과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야롭슨의 저작에 초점을 맞추고， 기타 유표성 관련 연구 

는 학문의 제 분야에서의 유표성 이론을 언급하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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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를 개관해 보고자 한다. 

유표성에 대한 논의가 처음 이루어진 것은 야좁슨의 1928년 논문인 "Proposition 

au Premier C때rés International de Li때uistes"에서 야롭슨이 음운론적 상관관계 

를 “공통적인 요소를 공유하는 일련의 이분법적인 대 립관계"(Jakobson 1928: 3)로 

파악하면서부터이다. 이후 실제적으로 유표(marked) 또는 무표(unmarked)라는 

용어 가 처 닫 사용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루베츠코이 CTrubetskoy)의 

Letters and Notes(l985)에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6) 트루베츠코이가 주로 

음운론적 상관관계를 유표와 무표의 개념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면， 이를 활 

용한 야몹슨의 언어 현상에 대한 연구는 이로부터 10여 년 후에 와서야 발견 

된다. 초기 야롭슨의 저작에서 유표성 이론에 대한 언급은 마야코프스키의 자 

살에 대해 언급한 야롭슨의 글에서 발견된다. 1930년 4펠에 일어난 마야코프 

스키의 자깔 사건에 놀란 야몹슨은 그의 자살을 유표/무표의 개념으로 설명 

하였다. 야좁슨이 트루베츠코이에게 보낸 1930년 11월익 답신에는 야몹슨이 

트루베츠코이의 유표/무표 개념을 비 언어학적 현상에 대한 해석확 도구로 

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서간에서 우리는- 야롭슨이 이 당시에 

유표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 

야몹슨은 답신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1 am increasingly convinced that your notion of correlation a1ways 

being a relation of a marked and an unmarked series is one of your 

most remarkable and productive ideas. 1 think that it will become 

important not only for linguistics, but a1so for ethnology and the history 

of culture, and that correlations encountered in the history of culture, 
such as life/death, liberty/oppression (...) can always be reduced to the 

relation a/not a." (J밟obson & Pomorska 1983: 95) 

서신에 펴이는 바와 같이 대립쌍을 구성하는 두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a' 

와 ’not a’로 본 야롭슨의 이 당시 시각은 향후 몇 차례 수정 보완되나， 초기 

6) 유표/무표는 처음에 야롭슨파 트루베츠코이에 의해 ’rrpH3Hat l<OB뼈/HerrpH3HaI<OBblll: '라 

는 용어-료 쓰이다가 독일어의 ’markma1haft/markma1los' oJ]서 러시아어로 재 번역 

되어 'MapI<HpOBaHHblll:/HeMapKHpOBaIlHblll:’라는 러시아어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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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야롭슨의 저작에 나타난 'a VS. not a’라는 생각은 그대로 현대 언어학 이 

론에 이어지고 있고， 특히 음운론 분야에서 음운론적 자질과 관련되어 활용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3.1을 참고하시오). 이론적인 근거에 기초하기 

보다는 직관에 근거한 듯한 'a VS. not a' 의 개념은 ’a' 인 것은 ’not a'가 될 

수 없고 ’not a' 인 것은 'a'가 될 수 없는 양자 간의 배타적인 관계를 암시하 

고 있다. 이 서신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삶과 죽음， 자유와 억압 등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이고 따라서 야좁슨의 ’Q’와 ’not a' 의 개념은 아무런 문제가 

없얘 보인다. 또한 음소 /p/가 [ -voice]이 면서 동시 에 [ +voice]일 수 없기 때문 

에 트루베츠코이가 제안한 marked. unmarked의 개념을 야롭슨이 ’Q’ 와 'not a’ 

의 개념으로 풀이한 것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야롭슨의 해석은 

단순한 용어상의 차이가 아니라 두 요소 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 문제를 노정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야롭슨은 자신의 다른 저작에서 이 개념을 

몇 차례 수정 보완하게 된다. 

야롭슨은 유표/무표 개념을 형태론에 적용하여 1932년 "Structure of the 

Russian Verb" (1932 [1984])를 발표하는데 이 논문에서 야롭슨은 앞서의 서신 

에서와는 달리 ’a /not a' 대신 ’ signa1ization of a와 non-signa1izatìon of 

a' (1932[1984]: 12)라는 대응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야롭슨은 다음과 같이 적 

고 있다: 

"The asymmetry of a correlative grammatica1 form can be 
characterized as the antimony between the signalization of A and the 
non-signa1ization of A. (...) From the asymmetry of correlative forms 
follows a further antimony - that between the genera1 and the partial 
meaning of an unmarked form, or in other words, the antimony between 
the non-signa1ization of A and the signalization of non-A." 

이러한 정의의 핵심은 무표는 작은 범위에서 유표의 반대일 수도 있지만， 

유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개념일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이와 같은 

야롭슨의 정의를 트루베츠코이에게 보낸 답신에서의 정의와 구분하면 다음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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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d 

a 

signalization of a 

쿄빽따앓d 

not a 

signalization of non-a 

non-signalization of a 

이러한 해석상의 차이는 유표와 무표 요소 간의 관계플 파악하는 야몹슨의 

시각에 큰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유표를 'signalization of a' 

로， 무표를 'signalization of non -a'로 본 것은 유표와 무표가 ’a’와 ’not 

d라는 기존:확 입장을 유지한 것인 반면， 이러한 배타적띤 관계에서의 무표 

개념을 부분적인 영역으로 낯추고， 여기에 ’non-signalization of a’라는 

일반적인 의미의 무표 개념윤 추가한 것은 좀 뎌 큰 범주에서는 무표가 

유표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전자가 후자를 포함하는 내포적인 관계임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개념상의 변화를 도표로 보이면 다픔과 같다. 

Q Marked Q 

not a Unmarked no signal of a 

이러한 개념상의 변화가 실제 이론의 적용 면에서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 

지에 대한 논의는 3장에서 따게 될 것이다. 

이 후 야좁슨은 "Contribution to the General Theory of Case: General 

Meanings of Russian Cases" (1936[1984])와 "Zero Sign"(1939[1984])에 서 유표 

/무표의 개념을 더욱 정밀하고 확장성 있는 개념으로 다져나간다. 1936년의 

논문에서 야롭슨은 격을 음운과 유사하게 의미론적 자젤의 뭉치로 다루면서 

각각의 격렐이 서로 다른 의미적 자질에 대해 유표적임을 예시하고 있다. 

1936년의 논문에서 야롭슨은 명시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표 요소 

는 'not α’와 ’non-signalization of a’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1932년의 생각을 

그대로 유지하는 듯하다. 

한편， 1939년이 되면 야롭슨은 그의 유명한 ’zero sign'에 대한 논문에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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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론， 통사론， 문법 및 문체론에 있어서의 'zero sign' 의 다양한 유형을 다루 

면서 ’zero sign'을 무표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7) 그런데 야롭슨은 ’zero sign' 

의 개념을 활용하여 러시아어의 문볍 범주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함 

으로써 앞서 제시한 무표 요소의 특정 중 두 번째인 ’non-signalization of a’ 
에 무게를 싣고 있다. 

"Thus, the nomina1 system and the verbal system can be decomposed 
into binary oppositions, where one of the terms of the opposition signifies 
the presence of a certain quality and the other (the unmarked or 
undifferentiated term of the oppositíon, in brief, the zero term) indicates 
neither the presence nor its absence." (Jakobson 1939[1984]: 153). 

이 논문에서는 앞서의 논문에서와 달리 ’zero sign'이라는 용어를 새로 도 

입한 것이 눈에 뜨이는데， 실제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zero sign'을 무표의 동 

의어로 사용함으로써 앞서의 1936년 논문에서의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로부터 20여 년 후， 야롭슨은 "Shifters, verbal categories, and the 

Russian verb" (1957a)를 통해 그의 유표성 에 대 한 정 의 를 다음과 같이 제 시 하 

고 있다. 

"One of two mutually opposite categories is <<marked>> while the other 
is <<unmarked>>. The general meaning of a marked category states the 
presence of a certain (whether positive or negative) property A; the 
general meaning of the corresponding unmarked category states nothing 
about the presence of A, and is used chiefly, but not exclusively, to 
indicate the absence of A The unmarked term is always the negative of 
the marked term, but on the level of genera1 meaning the opposition of 
the two contradictories may be ìnterpreted as <<statement of A>> VS. <<no 
statement of A>>, whereas on the level of <<narrowed>>, nuclear meanings, 
we encounter the opposition <<statement of A>> VS. <<statement of 
non-A>>." (1957a: 47) 

7) 언어학에서 zero 의미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소쉬르(1916: 124)의 다음과 같은 명제 

로 거슬러 올라간다 "language can be content with opposing something to 
nothing."(Andersen 1989: 16에 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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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의에서 야몹슨은 'a/not a’에서 시직된 유표성 개념을 ’ statement of a 

/no statement of a’로 대별하고 후자의 무표성의 하위 범주에 ’statement of 

non-a'를 넣음으로써 무표 범주를 새롭게 정의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 

서의 ’a VS. non-signalization of a(signalization of non-a)'와 비교할 때 용어 

상의 변화만 있었을 뿐이지 실질적이 개념의 변화는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진 살펴 본 야롭슨의 저작을 통해 야몹슨 자신이 무표/ 유표의 관계 

를 다른 용어로 정의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야 요약할 수 있다. 

marked 교뭘꼬a파핵 

1930년 Q not α 

1932년 signalization of a non-signalization of a 

signalization of non-a 

1939년 Q zero term 

1957년 statement of a no statement of a 

statement of non-a 

야롭슨이 생각한 유표성의 개념은 반대칭적 대립성 (asymmetrical opposition) 

에 기초를 두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반대칭성이나 대립성을 구성하는 두 요소 

간의 관계에 대한 규정은 그의 연구에서 조금씩 변화 되었고 이와 더불어 동시 

대의 학자될이나 후학들이 c,] 이론을 여러 분야에 응용하는 과정에서 그 의미 

가 확장，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음운론이나 형태론에서의 유표/무표의 이분법적인 해석은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 듯 하나， 이것이 다른 분야로 확대될 경우， 여려 차례 무표와 유표의 개 

념적 관계뜰 수정 보완한 야롭슨 자신의 고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무 

표적인 요소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보편적인 설명력을 갖추기 힘들었 

다.8) 

8) 이로 인획 야좁슨 이후 학자들 간에 무표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Greenburg(l966: 14-21, 31-53)는 발생빈도를， Lyons (1977: 
300f)는 분포의 차이를 Rutherford(1982: 82-108)는 학습 및 해석의 용어함을 무표의 
근거로 삼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무표적인 요소는 발생빈도가 높고，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핵습 및 해석이 용이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Andersen(2001: 50)은 발생빈 

도가 유표성의 원인 또는 근거인지 아니면 유표성의 결과인지 여부를 논하면서， 유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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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표성의 개념을 혼동 없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자가 적어도 이상에서 열거한 유표/무표의 정의 중에 어느 정의를 따르 

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전제해야 할 것이다. 

3. 쩌l 학문 분야에서의 유표섬 에론 

본 장에서는 유표성 이론이 제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간략한 예를 

통해 유표/무표 개념이 언어 현상을 분석하는 좋은 도구가 됨을 보임과 동시 

에， 언어학의 제 분야에서 이 개념이 가진 다의성의 본질을 짚어보고 유표성 

이론을 의미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핵심 개념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전제 

되어야 함을 보이고자 한다，9) 

3.1. 음운론메서의 유표성 이론 

현대 언어학에서 유표성 이론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라그 학파의 트루베츠코이 (Trubetskoy)와 야롭슨에 의해서이다. 

음성 음운론에서의 유표성 이론의 본질은 상관관계에 있는 양자를 구분하는 

자질을 표지 (mark)로 설정하고， 이러한 표지를 갖는 요소를 유표요소， 표지를 

갖지 않는 요소를 무표요소로 인식하는 것이다(Jakobson & Pomorska 1983: 

95-96) ,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무표의 객관적 기준이다. 무표의 기준을 트루베츠 

요소는 무표요소에 비해 적은 범위의 잠재지시체(reference potentiall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빈도가 낮은 것으로， 발생빈도는 유표의 근거나 원인이 아니라 

유표의 결과 또는 정후일 뿐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Andersen(2001: 50)은 다음과 

같이 기 술하고 있다’The theory of Markedness that has been developed in this 
chapter views Markedness as in principle independent of text frequency, but 
explains why some differences in relative frequency arise as a natural 
consequency of differences in Markedness," 

9) 제 학문 분야에서 유표성 이론이 적용된 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는 별 
도의 연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유표성 이론의 주요 개념인 유표/무표 

개념의 다의성의 근원과 문제점을 적시할 수 있는 정도로 적용 예의 범위를 국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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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 는 중화(neutralization)와 빈도(frequency)로 제 시 하였다(Trubetskoy 1985: 

162ff). 예를 들어， 음운론에서 각각의 음소는 양분적인 변별 자질에 의해 구 

벌되 어， /p/ 와 /b/는 [ -voice]와 [ +voice]로， /p/와 /rrν은 [ -nasal] 과 [ +nasaI] 

로 표시된다. 이때 러시아어의 경우 무표적인 /p/는 음운 규칙의 적용 변에서 

유표적인 끼j 나 /rrν에 비해 적용범위가 넓고 일반적이다. 즉， 러시아어에서 

유성음과 무성음이 단어의 따지막 분절음으로 올 경우 양자는 무성음으로 중 

화(neutralization)된다(예를 들어， /grad/-> [gratJ). 따라서 러시아어의 경우 무 

표인 [ -voic:e]가 분포적으로 넓고 발생 면에서 자주 나타난다. 또한 무표적인 

/t/는 유성 파열음 /d/에 비해 더 많은 변이음을 가지고 있다(즉， top에서의 

[th]와 stand에서의 [t]). 물론 무표/유표의 기준은 언어마다 상이하여 분포의 

정도성이 자연언어에서 무표의 보편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경우에 음운론에서의 유표성은 앞서 언급한 'a VS. not a’의 개념 

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음소를 변별자질의 뭉치로 파악할 때 특정 변별 자 

질에 대해 유표적인 음소는 동시에 무표적인 자질을 취할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가 성립한다. 

3.2. 형태론과 문법 범주 분류에셔의 유표성 어폼 

음운론에서 발전한 유표성 이론은 여타의 언어학 분야에 적용되어졌다. 형 

태론 분야에서 유표성 이론은 문법 범주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의 틀로 발 

전되었다. 대표적인 예를 소깨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수와 복수의 관계는 많은 경우 단수가 복수보다 많은 하위 유형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단수자 무표이고 복수가 유표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러시아어의 대명사는 단수 3인칭의 경우 oκ OHa, OHO 라는 세 개의 대명 

사를 가지고 있으나， 복수에서는 OHH 만을 가지고 있다. 또한 단수는 복수에 

비해 텍스트-나 발화에서의 멘도수가 많을 뿐 아니라 분포도 넓다. 이는 자연 

언어에서 뱀언어적으로 자주 발견되는 현상으로 영배， 프량스어， 독일어 등에 

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둘째， 유표성은 문법의 논리적 체계를 포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야롭 

슨은 1957[1984]년 논문인 "Relationship Between Genitive and Plural in the 

Declension of Russian Nouns"(1957b[1984]: 135-140)에 서 생 격 과 복수는 러 

시아어에서 모두 유표적인 범주임을 지적하면서 ， zero 어미가 무표적인 주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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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의 특정인 동시에， 유표적인 복수 생격에도 나타남으로써， 가장 덜 유표 

적인 부분과 가장 유표적인 부분에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을 포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표적인 여성 및 중성 단수 주격에서 -a, -0 어미를 가지는 명사 

들이 복수 생격에서는 제로 어미를 가지고 한편으로 무표적인 남성 단수 주 

격에서 제로 어미를 가지는 명사들은 복수 생격에서 -ov, -eJ 동의 어미를 가 

진다. 로만 야몹슨은 무표항(단수 주격)이 무표의 형태(즉， 제로형)를 취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유표항(복수 생격)이 무표의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 

인지에 대한 문제까지 다루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가장 무표적인 부분과 가장 

유표적인 부분에 제로형이 출현하고 있는 현상을 포착하는데 유표성 이론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규칙성은 무표적인데 반해， 불규칙성은 유표적이다. 즉， 언어 현상의 

대부분은 규칙적인데 반해 불규칙적인 예는 소수이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 

은 유표성을 규칙성 (regul때ty)이나 자연성 (naturalness)과 연결하여 자연 형 

태론(natural morphology)으로 발전하게 된다(Winter 1989: 103-109), 형 태론 

과 문법 기술에서 유표성 이론 적용의 예는 수없이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유표성 이론은 앞서의 몇 가지 예에서와 같이 개별적인 문법 현상을 

해석하는 데 뿐 아니라， 자연 언어의 분석에 있어 특정한 현상을 예측하거나， 

유형론적인 분석을 함에 있어 탁월한 분석의 틀을 제공해 왔다. 예를 들면， 

첫째， 어린 아이들은 무표적인 문법 범주를 먼저 습득한 후 유표 범주를 습득 

한다(Chomsky 1969; Kiparsky 1974). 둘째， 반대로 실어증의 경우 유표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들을 먼저 잃어버리고 무표적인 요소들은 나중에 잃어버린 

다(J하mbson 1956). 

그런데 형태론 분야에서의 유표/무표의 관계는 음성 음운론에서의 ’a vs. 

not a' 라는 명확한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상당 부분 두 요소간의 관계가 모 

호한 가운데 언어적 직관이나 형태 또는 의미론적 요소를 단선적으로 고려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수’라는 문법 범주에서 단수가 무표이고 

복수가 유표인 이유가 단순히 단수의 하위유형 형태가 복수의 하위유형 형태 

보다 많기 때문이라는 분포적 특정 때문인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수’ 범주와는 달리 ‘격’ 범주의 경우 주격은 형태적으로 단순한 무표 어미， 즉 

zero 어미를 가지지만 무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태 

론적인 고려와 함께 어휘의미론적인 유표성의 고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러시아어의 경우， 단수는 단수와 복수를 모두 의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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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반해， 복수는 항상 붙 이상의 수를 띄미하기 때문에 단수는 무표， 복수 

는 유표적임을 간과할 수 없다。10) 이 때， 어휘의미론적인 측면에서 두 구성 요 

소 간에는 'a VS. not a' 라는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 a VS. non-signalization 

of a' 라는 내포적인 관계가 성 렴한다. 

3.3. 통사론에서의 유표성 01 론 

현대 언어학에서 춤스키의 영향으로 인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엄청난 연 

구의 역사뜰 가지고 있는 봉사론 분야에서 유표성 관련 연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좁슨이 환사론 연구에서 :활용한 유표성 이론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연구에 

사용된 유표/무표의 개념을 짚어보고자 한다. 

통사론에서 유표성 이론은 개별 언어의 어순 연구에 많이 활용되어왔다. 즉， 

유표성 이론에 의해 어떤 어순은 무표인데 반해 어떤 어순은 유표적 이라는 사 

살이 발견도j 었다.11) 예를 들면， 영어의 어순은 주어-동사-목적어와 형용사+명사 

와 어순이 무표이고， 여기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문장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의 변화가 수반된다. 러시아어와 감이 격이 행태소로 표현되어 어순띠 상대적으 

로 자유로워 보이는 언어에서도， 주어-동사-목적어의 어순이 무표이고， 무표적인 

어순에 변회가 생길 경우 문맥， 상황 또는 감정적 반웅의 변화를 수반한다. 따라 

서 불변의 진리를 표현할 경우 무표 어순인 3eMÆ9 BpamaeTCß BOKpyr COAHua 만 

이 허용된다. 또한 무엇이 주어이끄 무엇이 목적어인지가 불분명할 경우는 주 

어 -동사-목적 어 의 어 순이 문-표적 이 다. 야좁슨(1939[1984]: 156-157])은 단어 의 

통사적인 기능이 다음의 예떼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형태석으로 명확히 나타나 

지 않는 경우 무표 어순만이 가능함을 지적하고 있다. 

10) 예를 들어， "Man is mortaI"이라는 문장에서 man은 형태젝으로는 단수이나 복수 
를 의미한다. 또한， 러 λ1 아에서도 singularia tantum 계열에 속하는 명사 중 집합명 

사로 분류되 는 cTylleH'leCTBO, JIHCTBâ 등의 명 사들은 단수 평 태 를 취 하면서 복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를 찾아 볼 수 있다. 

11) Jakobson(1939[1984]: 156)은 다음과 같이 적 고 있다 "[in Russian] there is a 
primary word order which is opposed to its various inver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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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격과 대격의 형태가 같을 경우 

Ma Tb J1106HT 1l0tIb. 

l\OtI b J1106HT MaTb. 

(2) 주격과 생격의 형태가 같을 경우 
1l0tIepH lIpH5ITeJlbHHUhI 

lIpH5I TeJlbHHUbI 1l0tIepH 

(3) 형용사가 명사로 쓰일 경우 
cJlerro꺼 cyMacmellumll 

cyMacmenmHll CJlell。꺼 

‘어머니는 딸을 사랑한다’ 

‘딸은 어 머 니를 사랑한다.’ 

‘친구의 딸들’ 

‘딸의 친구들’ 

‘눈먼 미친 사람’ 

‘미친 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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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음과 같은 예에서 (4)의 경우는 무표적인 어순인데 반해， (5)의 경우 

는 TeMa-peMa로 특정져지는 ‘문맥’이나 ‘상황(비언어학적 문맥)’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유표적 어순이라 주장한다. 

(4) 1I1OIlH yMHpalOT. 

(5) YMHpalOT J1IOIlHδ 

또한 분포의 정도성이나 자연스러움의 측면에서， 자연 언어의 99퍼센트 이 

상이 목적어에 선행하는 주어를 가지고， 문장의 주어는 사물보다 사람이， 복 

수보다는 단수가 될 경우가 더 많고 자연스럽다는 사실이 예시되었다(John 

hit some balls가 Some balls hit John보다 더 자연스럽다). 

간략하게 살펴 본 통사론에서의 유표성 이론의 적용 예를 보면， 앞의 음운 

론이나 형태론에서의 유표성 이론의 활용과 달리 ’a VS. not-a’ 또는 ’a VS. 

non-signalization of a'등의 개념은 나타나지 않고， 텍스트 및 발화에서의 통 

합적 비교 또는 빈도와 분포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외국어 및 모국어 습득론에서의 유표성 이론 

외국어 습득론에서의 유표성 이론은 주로 보편 문법과의 관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이에 대한 여러 논의 중 대표적인 가설이 유표성 차이도 가 

설(MDH: Markedness Differential Hypothesis)(Eckman 1977) 이 다. 유표성 차 

이도 가셜은 모국어와 외국어 사이의 유형론적 유표성에 있어서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외국어 습득의 난이도를 결정한다는 가설이다. 이 가설은 이전의 비 

교분석 가설 (Lado 1957: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CAH)에 서 모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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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슷한 외국어 요소들은 습득하기 쉬운데 반해 모국어와 다른 외국어의 

요소들은 습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에서 진일보하여， 외국어 습득의 난이도에 

관한 예측잘 하고자 하였다. 

유표성 〈’l 론의 주요 개념인 유표/무표 개념을 이용한 Eckman (1977, 1985) 

의 유표성 차이도 가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모국어와 상이 

하면서 모국어보다 더 유표적인 외국어의 요소들은 습득하기 어렵다. 예를 들 

어， 한국어에서 음소 /근/은 음절 내에 어느 위치애 오는지에 따라 [r]과 [I]이 

라는 변이음으로 실현되지딴 영어에서는 /r/과 /ν이 [Iateral]자질에 대하여 

[ -!ateral]/[ + lateral]로 나뉘 어 별 개 의 음소로 존재 하기 때 문에 , 한국어 화자는 

영어의 r과 l을 구분하여 발음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 모국어보다 

더 유표적인 외국어 요소들의 상대적 난이도는 유표성의 상대적 정도와 일치 

한다. Eckman(1977)의 유표성 차이도 가설에 근거하여 Fellbaum(1986: 295)은 

유성장애음은 유표적일 뿐만 아니라 분포적인 측면에서 단어의 처음보다 단 

어의 마지막 위치에서 더 유표적임을 보인 바 있다 이보 인해 어말에서 유성 

음/무성음의 중화현상이 있는 독일어나 러시야어 화자는 영어의 단어 처음이 

나 중간보다는 영어의 어말 유성분절음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어， 러시아어 화자는 영어 cold/gold의 /k/, /g/는 명확히 구별확지만， back 

과 bag의 마지막 자음은 러시아어의 어말 무성음화 현상으로 인해 모두 [k] 

로 발음하는 실수를 자주 멤한다， 셋째 모국어와 다르지만 모국어 보다 더 

유표적이지 않은 외국어의 요소들은 습득하기에 그리 어렵지 않다. 

이와 같띠 외국어 습득론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표성이론과 유표/무표의 개 

념은 외국어 학습자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데 효과 

적으로 이흉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의 연구는 유표성 이 

론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주로 이론의 활용 측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 

과적으로 다수의 연구자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딴 정확한 정의나 비판 

적인 고찰 없이 유표성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그 기초 위에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유표성 관련 개념의 띠해에 혼란을 가져온다. 예릅- 들어. Eckman(1977: 

32이은 “한 언어에서 A 현상의 존재가 B 현상의 존재를 의미하는 반면 B 현 

상의 존재까 A 현상의 존재를 의미하지 않는 경우 A 핸상이 B 현상보다 더 

유표적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12) Eckman의 가설을 구체적인 개별 언어의 

12) Eckman(1977: 32이은 유형론적인 유표성의 개념을 설정하고 유형론적 유표성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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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적용하면， 어말에서 유성음과 무성음이 무성음으로 중화되는 러시아 

어나 독일어의 경우 유성음이 유표적인 근거는 어말에서 무성음의 존재가 유 

성음의 존재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Eckrnan은 

A와 B의 관계를 'a VS. not-a’라는 배타적인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 

니라 ’ signalization of a VS. non-signalization of a'라는 내포적인 관계로 파 

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3.1에서 보인바와 같이 음운론에서의 

유표성은 'a VS. not a' 라는 배타적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Eckrnan 

의 가설은 같은 유표/무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3.5. 왜口l 롬에서의 유표성 이론 

유표성 이론은 어휘의미론에서 어휘의 의미를 정의하는데도 널리 활용되는 

데， 유표/무표의 기준이 되었던 빈도나 분포의 정도가 그대로 적용되어 일반적 

으로 광의의 의미는 무표로， 협의의 의미는 유표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woman은 항상 여성만을 의마하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특정 [female]에 대하여 

[ +female]인데 반해 ， man은 [fem머e]의 특징을 가지지 않는 [ -female]일 수도 

있고， 인류 전체를 표시함으로써 [female]이라는 표지에 대해 아무런 지시 기 

능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표적이다. 이러한 유표/무표 요소 

간의 관계를 야콩슨은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즉 man이 [fem떠e]의 반의어 

인 경우는 [ -female] , 즉， [female]이라는 특정 ’a' 에 대하여 ’ not-a'의 의미이 

지만， maη이 인류의 의미일 경우논 'not-a’의 의미가 아닌 ’non - signalization 

of a'가 되어 양자의 관계가 달라진다. 이를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도 

표에 서 M은 marked, U는 unmarked를 의 미 한다).13) 

대적 난이도와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A phenomenon 
A in some language is more marked than B if the presence of A in a language 
implies the presence of B; but the presence of B does not imply the presence of 
A." 

13) 본 도표는 Hjelmslev(1935[1972J)의 견해를 Andersen(1989: 18)이 풀이 한 것을 본 

논문에서 수정하여 재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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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관계 (여자-남자) 내포잭 관계 (여자-인류) 

여자 a 여자 I[뀔〕 

남자 not a 인류 u 

배타적 판계는 야몹슨이 말하는 'a VS. not-a'의 관계로 ’a' 인 것은 ’not-a’ 

가 될 수 없고， ’ not-a’인 것은 ’a'가 될 수 없는 관계이다 (즉， /tJ는 [ -voice] 

이면서 동시에 [ +voice]가 될 수 없다). 반면 man과 ωotnaη 간의 어휘의미론 

적 관계는 man이 남자를 의미할 경우에는 [-fema1eJ VS. [+fema1eJ , 즉 ’a vs. 

not-a'라는 배타적 관계이지만， man이 인류를 의미할 정우는 maη이 남성의 

미의 man과 더불어 여성의미의 유표적 woman을 모두 포함하는 내포적 관계， 

측 'a vs. non-signalization of a' 의 관계 가 성 립 한다. 씨 는 음운론에 서 의 유 

표/무표임 관계와 의미론에서의 유표/무표 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증거이며， 

바로 이점으로부터 유표/무표 개념의 다의성과 모호성이 기언한다. 

이러한 에는 형용사 반의어의 예에서도 찾을 수 있다. Chvany(1996: 238)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명백히 반의어 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talν'slwrt， 

old/young 등도 실제로는 배타적 관계와 더불어 내포적 관계도 가지고 있다. 

150cm가 안 되는 성인은 직-은 키이지만 "How short is he?"이라고 묻지 않 

고 "How 따II is he?"라고 물으며， 마찬가지로 어런아이의 나이를 물을 때도 

"How young is he?"라고 묻지 않고 "How old is he?" 라고 묻는다. 이 는 명 

백히 배타적인 반의관계인 것처럼 보이는 어휘쌍도 실지로는 내포적인 반의 

관계임을 증:명하는 예이다. 

형 용사의 조합인 good and bad, old and young, tall and short 가 무표+유 

표의 어순으로 나온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있어 보이나 그 이변에 숨어있는 

유표와 무표 요소 간의 관계는 음운론에서의 관계외- 다르게 나타나고，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유표/무표의 개념에 대한 혼란이 생끼게 된다. 

또한 의미론에 있어 초기 유표성 이론이 제시했던 단면적인 이분볍적 해석의 

틀은 한계를 가진 듯 하다. 예를 들어， 과거시제는 의미론적으로 현재시제보다 

더 유표적이지만(즉， 과거는 항상 과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 이전에 일어 

난 사건을 표시 하는 대 과거 (Past Perfect)는 과거 보다도 더 유표적 이 다. 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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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후대의 의미론 연구는 의미론적 유표성의 위계를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되 

어， 의미론적 유표성은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대조되는 쌍(pærs in contrast)이 

라기 보다는 층위 를 가진 대조쌍(contrast set)으로 이 해해 야 한다는 주장(Kiefer 

1989: 122)을 비롯한 여러 연구들이 유표성 이론이 근거하고 있는 단선적인 이 

분법의 논리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3.6. 시학 및 기타 분야에서의 유표성 이론 

언어학에서 음운론 및 여타의 문법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해 준 유표성 이론은 시학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현상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유용한 해석의 도구로 이용되어진다. 문학의 소재가 되는 

자유와 억압， 선과 악， 삶과 죽음， 사랑과 미움， 등은 유표와 무표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대별되는 것으로 보인다. 처음으로 유표/무표라는 

용어를 비언어학적 문제의 해석에 사용했던 야롭슨(J없obson & Pomorska 

1983: 95)은 마야코프스키 의 자살을 다루면서 마야코프스키 에 게는 죽음보다는 

삶이 항상 동기가 필요했던 유표 요소였고 따라서 그 동기가 없어졌을 때 무 

표적인 죽음의 길을 택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예시한 양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삶과 죽음의 관계를 서로 

배타적인 관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내포적인 관계로 볼 것인지， 내포적인 관 

계로 본다면 무엇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또는 양자 간의 

관계를 제 3의 다른 관계로 볼 것인지 둥의 문제는 언어 데이터에 근거한 언 

어학에서의 유표/무표의 개념과는 달리 작가나 해석자의 관점과 인식의 문제 

가 되어 버린다. 유표성 이론이 시학 및 문화 연구에서 해석의 도구로 폭넓 

게 받아들여진 결과로 이제는 일상생활에서까지 규범적인 예측에서 벗어나는 

것， 문맥상 통상적이지 않은 것， 이상한 것 등을 지시할 때 유표라는 용어가 

사용됨으로써 유표/무표는 전문 언어학 용어가 아닌 일반 어휘가 되어버렸 

다.14) 

14) Chvany(1996: 234, 239)는 이와 같이 시학， 문화 연구， 또는 일반인의 언어 사용에 

서의 유표성의 개념은 이론 언어학에서의 유표성 개념과 달리， 주어진 문맥에서의 

‘인식적 현저성 (perceptual saliency)’, 또는 ‘화용적 현저성 (discourse saliency)’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론 언어학에서의 유표성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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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우리는 유표성 이론이 제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는 예를 통해 유 

표성 이론의 활용의 다양성을 보임과 동시에， 각 분야에서의 표지의 기준이 

다름을 예시하였고， 이를 통해 표지의 기준은 언어 보편적인 현상을 예측할 

수 있는 보편성을 띠기도 하지만 동시에 개별 언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을 보여주었다. 

4. 결롬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유표성과 그 관련 개념들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었따. 이를 위해 저자는 야롭슨의 유표성 이론의 생 

성과 발전， 그리고 제 학문 분야에서의 유표성 이론의 적용의 예틀을 개관함 

으로써 , 유표성 이 론의 핵 심 개 념 인 유표(marked)/무표(unmarked)의 개 념 이 

야롭슨의 초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저작 활동 중에 어떻게 수정 보완되어 왔 

는지를 짚어보았다. 

야좁슨은 초기 저작에서 ’a VS. not a'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무표자질과 유 

표자질을 자1 로 배타적인 관계로 파악한 반만， 후기의 저깎에서는 기존의 배타 

적인 관계를 하위 유형으로 보고 ’signalization of a VS. non-signalization of 

Q’라는 내포적인 개념을 도댐하였고， 다시 씨를 ’zero si.gn' 의 개념으로 발전 

시켰다. 이퍼한 과정을 통해 변화 발전한 유표성 이론은 반대칭잭 대립쌍을 

구성하는 두 요소 간의 관계를 이분법적인 논리해 근거하여 규명하고자 한 

시도였다. 

그 러 나 ’α VS. not a' 의 개 념 과 ’ signalization of a VS. non-signalization of 

d개념이 유표(marked)/무표(unmarked)라는 용어와 결합하고 이 개념들이 다 

양한 분야에 확대 적용되면서 유표성과 관련된 용어 및 개념들은 다의성을 

획득하게 도J 었다. 따라서 유표성 이론과 관련 개념들이 떤어학적 의미를 가지 

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자신꾀 연구에서 유표/무표꾀 상관관계를 어떻게 파악 

하였는지를 명확히 밝힌 후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적어도 비언어학 

분야에서의 유표성 개념과 언어학 분야에서의 유표성 개념은 구분되어야 할 

것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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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itudy on Roman Jakobson ’s Markedness Theory 

Yoo, Syeng-Man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the polysemous notion of 

markedness and its related terms explicitly. For this purpose, the study 

reviewed the origin and the development of Jakobson ’ s markedness theory, 
and examples of its application to poetics and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as well as subfields of linguistics. Among many facets of the notion of 

markedness, the study focused on the conceptual change of the unmarked 

value through Jakobson’s writings. 

1n his early writings, R. Jakobson proposed exclusive correlation of the 

opposition between marked and unmarked value. That is, a correlation is 

characterizεd by the presence of some feature an뼈 its absence (<<a VS. not 

a>>). However, in his later writings, Jakobson found the correlation 
inclusive, and he introduced a new term <<signalization of Q VS. non

signalization of α. Later, he developed his markedness theory more 

precisely by using the notion of ' zero sign' , 

However, as the concepts of <<Q VS. not Q>> and <<signalization of Q VS. 

non-signalization of φ were used synonymously with the terms ’marked’ 
and ’unmarked ’, the notion of markedness and its related terms became 

blurred and ambiguous. Therefore, researchers who want to adopt 

markedness theory as their tools of analysis should first define the notion 

of markedness explicitly. In addition, the notion of markedness in linguistics 

should be clifferentiated from that of markedness in non-linguistic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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