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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논문을 지도해 주신 남기심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학부 때부터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한 시간들은 언제나 제 삶의 소중한 부분이었습니다. 헤

아릴 수 없이 깊고도 넓은 선생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깨우쳐 가는 제자가 되도

록 하겠습니다. 학부 때부터 박사 과정을 마칠 때까지 많은 가르침을 주신 문효근 

선생님과 김석득 선생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문효근 선생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항상 근본적인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해 주셨고, 김석득 선생님께서는 학

문하는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언어를 바라볼 수 있

도록 가르쳐 주신 김하수 선생님과, 항상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신 임용기 선생

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을 심사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엄격한 통사론자로서 

이홍배 선생님께서는 논문의 방향이 빗나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며 학자로서의 변

치 않는 탐구심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미론과 화용론의 측면에서 어긋남이 없

도록 살펴 주신 이익환 선생님께서는 항상 모자란 부분을 채워 주셨습니다. 남기

심 선생님과 함께 이 논문의 많은 기반을 쌓아 놓으셨던 홍재성 선생님께서는 때

와 곳을 가리지 않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광화문 근처 카페의 커피 맛과 

서울대 교수 식당에서의 점심 식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논문의 세세한 오자까

지도 바로 잡아 주신 서상규 선생님께서는 제가 편히 논문을 쓸 수 있는 환경까

지도 헤아려 주셨습니다. 선생님들께 심사를 받는 것은 힘든 시간이 아니라 오히

려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말뭉치 자료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자유로이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신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의 

이상섭 원장님과 여러 식구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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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의 길을 함께 가며 끊임없이 격려와 질책과 토론을 아끼지 않은 여러 선

배님들과 동기들, 후배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감사한 사람과 감사한 일들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던 학

부 1학년을 붙잡아 오랜 시간 가까이 하면서 끊임없이 일깨워 준 이정택 선배, 항

상 학문에 대한 끝없는 열정과 후배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보여 주고 프로젝트에 

참가시켜 재정적 뒷받침까지 배려해 준 양정석 선배,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항상 

따뜻함으로 챙겨주던 유현경 선배께는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 나오게 된 

것은 여러 분과의 소중한 만남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항상 믿음과 기도로 저를 지켜 주신 여러 친척과 친

지들, 그리고 처가와 친가의 형제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막내 사위를 친

자식과 같이 여기시며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장인, 장모님께도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로서 온당히 같이 누려야 할 삶의 많은 부분들을 포기하고 

기다리며 남편의 일을 항상 먼저 생각해 주는 아내 복현정에게도 감사를 드립니

다. 당신이 있기에 내 삶이 빛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방황하는 젊은 날을 학문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자식에 대

한 희생과 사랑으로 온갖 수고로움을 마다 하지 않는 삶을 살아오신 부모님께 마

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이 계시기에 제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

다. 이 결실을 두 분께 바칩니다.

       2000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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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한국어 조사의 연구

―‘-가’와 ‘-를’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가’와 ‘-를’을 중심으로 한국어 조사의 문법적 특성을 밝히고자 하

다. 일반적으로, 한국어 조사는 명사(구)와 서술어 사이의 통사‧의미적 관계를 

표시하는 ‘격 조사(표지)’와 선행 명사(구)의 의미를 한정하는 ‘보조사’로 나누어 왔

다. 특히, ‘-가’와 ‘-를’은 흔히 의미가 없는 ‘구조격 표지(조사)’로서 명사(구)의 문법

적 관계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한국어 조사의 

문법 현상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장된 각각의 ‘격 이론’의 기본 개념과 이른바 

‘격 조사’의 문법 현상을 재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한국어에서 ‘격 범주’를 

설정할 수 없음을 보 다.

먼저, 한국어에서는 인구어의 ‘격 형태’에 대응하는 명사의 형태 변화가 없다. 

둘째로, 인구어의 ‘격 접사’가 ‘명사’ 범주에만 쓰이는 것과 달리 한국어의 조사는 

구나 절 범주와도 결합한다. 셋째로, 명사의 문법적 관계와 조사의 형태가 일대일

의 대응을 보이지 않는다. 넷째로, 조사의 유무에 따른 의미 차이나 맥락에 따라 

조사가 쓰이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다섯째로, 조사들의 중첩 현상을 설

명할 수 없다. 여섯째로, 한국어의 부정대명사에 조사 ‘-가’와 ‘-를’이 쓰이지 못하

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일곱째로, 한국어의 조사가, 특히, ‘-가’와 ‘-를’이, ‘격’이

라는 범주로 설명되려면, 특정 조사가 나타내는 문법적 기능은, 그것이 통사적이

든, 의미적이든, 화용적이든 항상 동일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관찰과 조사의 분포적 사실에 기반해, ‘-가’와 ‘-를’은, 

명사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 조사(표지)’가 아니라, 기존에 보조사로 분류되

어 온 ‘-는’, ‘-도’와 같은 계열로 묶일 수 있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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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로 분석되어야 함을 밝혔다.

조사 ‘-가’의 의미는 부정칭을 나타내는 부정 대명사와는 어울리지 못한다는 사

실에서 ‘선택 지정’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의 논의에서 ‘-가’의 의미로 주장된 ‘배타

성’은 ‘-가’가 결합한 명사구가 문장에서 강조되거나 초점을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것임을 확인하 다.

조사 ‘-를’의 의미는, 이전의 연구들에서 ‘전체성’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논의

되었는데, ‘전체성’은 ‘-를’의 ‘대상성’이라는 의미에서 파악되는 것임을 보 다. 그

리고 ‘-를’의 ‘대상성’이라는 의미는 ‘(행위의) 도달점 선택 지정’으로 구체화하 다.

조사 ‘-가’와 ‘-를’이 각기 의미를 가진 ‘양태 조사’임은, 이들 조사의 실현 유무

와 다른 조사와의 대응이나 중첩을 보이는 구문들에서 확인하 다. 이들 구문은, 

크게 용언의 어휘의미와 관계가 있는 것, 명사의 어휘의미와 관계가 있는 것, 부가

어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검토하 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가’나 ‘-를’의 실현은 통사적인 장치에 의한 ‘격 조사(표

지)’가 아니라, 의미‧화용적인 조건에 따라 문장의 형식 구조 속에 반 된다는 사

실을 확인하 고, 이들 조사는 문장의 의미 내용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임이 드러났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한국어, 조사, 격, 격 조사, 양태 조사, 선택 지정, 도달점 선택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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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과 대상

문장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서술어와 그 서술어에 의해서 요구되는 하나 이상

의 논항으로 구성된다. 논항은 단어나 구 또는 절로 표현될 수 있는데 문장 안에

서 주어나 목적어, 부사어 등으로 기능하고, 그 기능은 언어마다 다른 방식으로 표

시된다. 일반적으로 문법에서는 논항의 문법적 기능이 어떤 형식적 장치를 통해서 

표시될 때 이를 ‘격’이라고 하고, ‘격’이 논항과 그 논항을 지배하는 범주(주로 서

술어)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한다고 설명해 왔다.1) 그래서 논항의 서술어와의 

문법적 관계인 ‘주격’은 그 논항의 문법적 기능이 ‘주어’임을, ‘목적격(대격)’은 그 

논항이 ‘목적어’임을 나타낸다고 설명해 왔다.

기존의 한국어 문법에서는 논항과 논항의 지배 범주 사이의 문법적 관계인 ‘격’

이 ‘조사’라는 형식적 범주를 통해서 표시되는 것으로 파악해 왔으며, 그러한 조사

를 ‘격조사’라고 하여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보조사’나 ‘특수

조사’와 구분해 왔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논항은 명사(구)로 실현되는데, 한국

어 문법에서는 ‘격조사’가 명사(구)와 결합하여 그 명사(구)가 문장에서 담당하는 

문법적 기능을 나타낸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국어 문법에서 문장에서 명사(구)가 가지는 문법적 기능이 

‘격조사’로 표시된다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도 오랜 동안 가장 논란이 되어 온 것은 흔히 ‘격 중출’ 현상이라

1) 이 에서는 ‘주어’나 ‘목적어’ 등과 같은 문장 성분을 아울러서 ‘문법적 관계’나 ‘문법적 

기능’이라는 용어로 지칭하는데, ‘문법적 관계’는 논항(명사구)이 그 논항의 지배 범주에 

의해서 요구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용어로서, ‘문법적 기능’은 논항이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의 특정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용어로서 사

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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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 ‘동일 조사 중출’ 구문이다.2)

한국어에서는 하나의 단문 안에서 동일 조사가 중출하는 예를 쉽게 볼 수 있

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히 관찰되고 가장 많이 논의된 것이 조사 ‘-가’와 ‘-를’의 

중출 현상이다.3) 단문 안에서 ‘-가’나 ‘-를’이 중출하는 현상은 한국어 문법에서 명

사구나 조사의 문법적 기능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에 큰 장애가 되어 왔

다. 동일 조사 중출의 문제점이 인식된 시간만큼 오랜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책이 논의되었으나 아직까지 풀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다.

조사 ‘-가’와 ‘-를’을 명사구로 하여금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격조사’로 보는 전통문법의 관점에 선 연구이건, 이들 조사가 아무런 의미 없이 

그 명사구에 할당된 격을 표시하는 ‘격 표지’로 보는 생성문법에 기반한 연구이건, 

이 조사들이 하나의 단문 안에서 왜 여러 번 나타날 수 있는가는 합리적으로 설

명하지 못하고 있다.

(1) a. 철수-가 책-이 많다.

b. *철수-가 많다.4)

2) 이 연구에서는 조사 ‘-가’와 ‘-를’이 ‘격조사’ 혹은 ‘격 표지’가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격 중출’이라는 용어 대신에 ‘동일 조사 중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다른 사람의 논의

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편의상 ‘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지만, 이는 이 에서 인정하는 

바가 아니다. 임홍빈(1996)에서는 ‘격’의 문장에서의 기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격 

중출’이라는 용어 대신에 ‘동조사 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 다.

3) 이 에서는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변이형이 사용되는 조사 ‘-이/가’는 ‘-가’를, 조사 ‘-

을/를’은 ‘-를’을 대표형으로 사용한다. 다른 조사들의 경우에도 대표형을 사용하는데, ‘-

은/는’은 ‘-는’으로, ‘-(으)로’는 ‘-로’로 나타낸다.

4) 이 에서는 문법적으로 비문인 문장은 ‘*’로 표시하고, 의미적이거나 화용적으로 비문인 

문장은 ‘#’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장은 그 정도에 따라 ‘?’나 

‘??’로 표시한다. (1b, c)나 (2b, c)와 같은 문법적 비문은 적절한 맥락 하에서는 자연스

럽게 쓰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누가 책이 많아?―철수가 많아”나 “철수가 뭐가 많

아?―책이 많아”에서처럼 , 일상적인 대화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쓰이는 문장이다. 이와

는 반대로 문법적으로는 정문이나 화용적인 비문인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누가 왔니?”

에 대한 대답으로 “철수-가 왔어”는 적절하지만 “#철수-는 왔어”는 부적절한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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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책-이 많다.

d. 철수-에게 책-이 많다.

(2) a. 철수가 이-를 꽃-을 주었다.

b. *철수가 이-를 주었다.

c. *철수가 꽃-을 주었다.

d. 철수가 이-에게 꽃-을 주었다.

예문 (1a)는 ‘철수-가’와 ‘책-이’에서 조사 ‘-가’가 중출하는 구문이고 예문 (2a)는 ‘

이-를’과 ‘꽃-을’에서 ‘-를’이 중출하는 구문인데, (1b, c)와 (2b, c)가 문법적으로 비

문임에서 알 수 있듯이, ‘철수’와 ‘책’은 각기 서술어 ‘많다’와 ‘주다’가 요구하는 필

수 논항이다. 그런데 이 명사(구)들은 (1d)와 (2d)에서처럼 ‘-가’와 ‘-를’이 아닌 조

사 ‘-에게’가 쓰여도 동일한 (논리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 문법에서 ‘격’과 ‘격조사’라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

를 제기한다. (1a)과 (2a)에서는 왜 동일한 형태의 ‘조사’가 중출하는가? 동일 ‘조사’

가 쓰인 이 두 명사구는 서술어와의 문법적 관계가 동일한가, 동일하지 않은가? 

동일하다면, 왜 하나의 서술어가 서로 다른 두 명사구와 동일한 문법적 관계를 가

지는가? 문법적 관계가 다르다면, 왜 동일 형태의 조사가 쓰 으며, 다르다는 기준

은 무엇인가? 

(1a)와 (1d), (2a)와 (2d)를 비교할 때, 조사 ‘-가’가 쓰인 명사구와 ‘-에게’가 쓰인 

명사구는 서술어와의 문법적 관계가 동일한가 아니면 다른가? 동일하다면, 왜 다

른 형태의 조사가 쓰이는가? 다르다면, 왜 하나의 서술어가 동일한 명사구와 상이

한 문법적 관계를 가지는가? 그리고 왜, 하나의 서술어가 상이한 명사와 동일한 

경우를 화용적 비문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문법적 비문’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부터가 불분명한 문제인데, 이 에

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암묵적으로 동의해 왔다고 생각되는 관례대로, 논항(피지배 범

주)이 지배 범주(주로 술어)에 의해서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통사‧의

미적 측면에서의 비문을 ‘문법적 비문으로’ 판단하고, 화용적인 맥락에서 부적절한 경우

의 예를 ‘화용적 비문’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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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적 관계를 가지기도 하고, 동일한 명사와 상이한 문법적 관계를 가지기도 하

는가?

이러한 문제들은 아래와 같은 예에서도 제기된다.

(3) a. 철수-가 옷-이 작다.

b. *철수-가 작다. (3a의 의미에서)

c. *옷-이 작다.

d. 철수-의 옷-이 작다.

(4) a. 경찰이 도둑-을 팔-을 잡았다.

b.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4a의 의미에서)

c. *경찰이 팔-을 잡았다.

d. 경찰이 도둑-의 팔-을 잡았다.

(3)과 (4)의 예는 각기 (1)과 (2)의 예와 평행한 문법적 행태를 보이는데, 위에서 제

기된 문제들 외에도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3a)와 (4a)에서는 ‘철수-가’와 

‘도둑-을’이 서술어에 의해 요구되는 필수 논항이 아니며, 서술어와 일정한 ‘문법적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지 않는데 동일한 ‘격조사’가 쓰 다는 점이 (1a)와 

(2a)와 다르다. 이것은 조사 ‘-가’와 ‘-를’이 논항의 서술어와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

내는 ‘격조사’가 아닐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1)∼(4)의 예를 통해서 제시된 이러한 문제들은 나아가 기존의 연구들에서 당

연하게 설정되어 온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도록 한다. ‘격’은 무엇

인가? 모든 언어에서 ‘격’은 동일한가?5) 한국어에 ‘격’ 범주가 있는가? 있다면, ‘격’

5) 실제로 언어유형론에 관한 연구들은 ‘격’이 언어 보편적인 현상이 아님을 제시하고 있다. 

Blake(1994, 21쪽: 쪽수는 고석주 옮김(1998, 한신문화사)을 나타낸다)에서는 100개의 언

어 중에서 주어-목적어의 구별을 표시하기 위해 명사구에 어떤 종류의 ‘격 표시가 있는 

언어’는 (첨치사adposition를 포함해서) 46개이고, ‘격 표시가 없는 언어’는 54개임을 어

순 유형 별로 제시하고 있다. Blake(1994)에서는 한국어가 격 표시가 있는 언어로 분류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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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무엇을 나타내며 무엇으로 표시되는가? (기존의 연구들에서 설정된 것처럼) 

‘격’이 조사로 표시된다면, 그것이 나타내는 문법적 기능은 무엇인가? 조사로 표시

된 ‘격’과 문법적 기능(‘주어’나 ‘목적어’ 등)은 일대일 대응을 하는가? 그렇지 않다

면, 조사 ‘-가’와 ‘-를’의 기능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조사 ‘-가’와 ‘-를’의 중출 현상을 설명하려 했던 많은 연구들의 뒤를 

좇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가정해 왔던, 혹은 암묵적으로 인정해 왔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오랜 세월 동안 연구를 했음

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거나 지금

까지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조사 ‘-가’와 ‘-를’이, 

‘사격조사’라고 논의되어온 조사 ‘-에’, ‘-로’, ‘-과’를 포함해, ‘격조사’나 ‘격 표지’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나아가 한국어에서는 (통사적 층위의) ‘격’이라는 범주를 설정

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전통 문법에 기반한 연구들에서는 조사 ‘-가’와 ‘-를’이 명사(구)로 하여금 일정

한 문법적 관계를 가지도록 하는 ‘격조사’라고 주장해 왔는데, 이 연구는 명사(구)

의 문법적 관계가 조사의 유무나 종류와 관계 없이 파악될 수 있음과 ‘-가’나 ‘-를’

이 명사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쓰임이 있음을 통해서 그러한 주장이 잘

못임을 밝히고자 한다.

생성문법에 기반한 최근의 통사론 중심의 연구에서는 명사구와 결합하는 조사 

‘-가’와 ‘-를’이 구조적으로 할당된 ‘(구조)격’을 나타내는 무의미한 ‘격 표지’라고 주

장해 왔다. 그에 따르면, 조사 ‘-가’와 ‘-를’은 일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에’, ‘-에서’, 

‘-로’ 등의 조사와는 달리 명사구의 문법적 관계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가’와 ‘-를’이 명사의 의미적 특성이나 화용적 맥락에 따라서 쓰이지 

못하는 예가 있다는 사실과, 한국어에서는 구조적으로 할당된 ‘(구조)격 표지’의 문

    (i)  VSO [+case] 3         SVO  [+case] 9     SOV [+case] 34

[-case] 6     [-case] 26   [-cas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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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능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관점과 분류가 

잘못된 것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조사 ‘-가’와 ‘-를’은 단순한 ‘격 표지’가 아니라 다

른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의미가 있고, 이 의미가 ‘-가’와 ‘-를’의 실현과 관

계됨을 밝히겠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한국어의 조사는 명사(구)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조사/격 표지’로서 쓰이지 않으며 각기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 즉, 한국어에는 명사(구)의 서술어와의 문법적 관계

를 나타내는 형식적 범주인 ‘격’ 범주가 부재함을 보이고, 조사 ‘-가’와 ‘-를’은 일정

한 의미가 있으며, 이 의미가 ‘동일 조사 중출’이나 ‘주어’나 ‘목적어’가 아닌 문장 

성분에 ‘-가’와 ‘-를’이 쓰이는 현상과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6) 

1.2 앞선 연구와 문제들

한국어 문법에서 조사 ‘-가’와 ‘-를’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동일 조사 중출’ 구문

과 관련해서 이루어졌다. 기존의 연구들은 ‘-가’와 ‘-를’을 단일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는가, 두 가지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는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모두 조사 ‘-가’와 ‘-를’이 ‘격조사/격 표지’로서의 

쓰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데, 2장에서 살펴 볼, 조사가 나타

내는 ‘격’과 명사구의 문법적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 중에서 조사 ‘-가’의 경우에는 유길준(1909)에서 ‘-가’ 중출 구문

의 두 명사구를 ‘대주어’와 ‘소주어’로 설명한 이래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최

근의 몇몇 연구를 제외하면, 이들의 연구는 각각의 연구가 드러내는 관점에 따라 

6) 기존의 일부 연구들에서는 ‘주어’와 ‘목적어’가 아닌 명사(구)에 쓰인 조사 ‘-가’와 ‘-를’의 

경우에는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들은 모두 

‘주어’와 ‘목적어’ 명사(구)에 쓰인 ‘-가’와 ‘-를’이 ‘격조사/격 표지’로 쓰인다는 관점을 취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에는 ‘격’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필자의 관점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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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가지로 나뉜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대소 주어설’이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아래에서 살펴볼 주

제어설과 비슷한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 김귀화(1988/1994)에서 ‘유도된 주어’와 

‘본래의 주어’가 서로 주어-서술어 관계를 맺는다는 설명도 이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조사 ‘-가’를 ‘격조사’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2장에서 드러나듯이 

타당한 관점이 아니다.

두 번째로 서술절을 인정하는 관점을 들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가’ 중출 구

문이 복문으로 분석되는데, 최현배(1937/1983)에서 주장된 이래로 학교 문법에서 

그대로 수용되었고, 박병수(1983), 허웅(1999)등의 논의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그러

나 서술절의 설정은 남기심(1986/1996)에서 타당하지 않음을 증명하 다. 서술절

이 가진 문제점은 2.1절에서 자세히 제시된다.

세 번째로 생성문법 초기에 주장된 단일 주어 설인데, 심층 구조에서는 주어가 

하나인데 표면 구조에서는 2개의 주격을 가지는 ‘격 중출’ 문장이라는 것으로, 서

정수(1971)에서 제시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변형이라는 기제가 가진 문

제 때문에 변형 자체가 폐기되었고, 최근의 생성문법에서는 심층구조와 표면구조

를 가르지 않고 있어 자연스럽게 사라진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주제어 설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박순함(1970), 임홍빈(1972, 1996), 

신창순(1975), 유동석(1998) 등에서 주장된 것으로, 이 역시 심층 구조와 표면 구조

를 나누어 보면서, 본래는 다른 격에 속한 것이 주제화되어서 ‘격 중출’로 나타난 

것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주제’라는 것이 본래 화용론적인 개념인

데 어떻게 통사론적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증이 부족하며, ‘-가’가 

언제나 주제를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어’가 ‘주제’인 

경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들의 관점은 2장에서 타당하지 않음

이 밝혀진다.

다섯 번째로 ‘-가’의 다기능을 인정하는 입장인데, 이 관점은 ‘-가’가 ‘주제어’, 

‘주어’, ‘보어’ 등 여러 가지의 기능을 표시하는 조사라는 관점이다. 이들의 관점은 

네 번째 관점이 가진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의 형태에 대해서 상

이한 여러 가지 기능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각각의 기능의 차이가 조사 ‘-가’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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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에서 기인함을 보이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 ‘주제어’는 화용론적인 개념

이고 ‘주어’나 ‘보어’는 통사론적인 개념인데, 어떻게 조사 ‘-가’가 화용론적인 기능

과 통사론적인 기능을 다 하도록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섯 번째로 ‘-가’를 ‘주격 표지’로 보면서 격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 명사구에 

대해서는 ‘부정격’(Case Indefinitus) 혹은 ‘무표격’이라는 것을 설정하는 입장이다. 

이것은 안병희(1968), 민현식(1982), 이남순(1988, 1998), 김 희(1998), 최재희(1999) 

등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명사구를 ‘부정격’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국어에 얼마나 많은 ‘부정격’이 있으며 각각의 부정

격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리고 ‘부정격’이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밖의 최근 연구들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관점들이 대체적으로 혼합되어 나

타나는데, 2장에서 각기 ‘구조격’, ‘의미격’, ‘화용격’으로 나누어 각각의 관점이 가

진 문제들을 자세히 논박하고 한국어에서 ‘격’ 범주를 설정할 수 없음을 보이겠

다.7)

‘-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술어의 타동성이라는 특성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 

임홍빈(1979)와 이광호(1988)에서는 ‘격 표지’로서의 ‘-를’과 주제 표지로서의 ‘-를’로 

나누어 보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가’를 ‘주제 표지’로 보는 위의 네 번째 관점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를’이 어떠한 경우에 ‘주제 표지’인가를 파악하기 

7) 이 연구가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조사 ‘-가’를 ‘격 조사’로 볼 수 없다는 최 환(1987)의 

논의가 이미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최 환(1987)은 조사 ‘-가’와 ‘-는’의 의미에 대한 비

교를 중심으로, ‘-가’의 생략이 항상 의미 변화를 가져 온다는 것, ‘-가’가 주어 이외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나타난다는 것, ‘-가’가 다른 조사와의 대치나 병치에 있어서 특수조

사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결합된다는 것, 주어 위치에 ‘-가’가 필수적으로 결

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문장들이 문맥이나 발화 상황을 무시한 것이라는 네 가지 근

거에서 ‘-가’는 ‘격 조사’가 아니라 “{가}는 서술어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을 지시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은 서술어와 연결될 수 없음을 나타낸다”는 “상대초점”의 의미를 가진 

조사임을 주장하 다. 이는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많은 부분에서 상통하는데, 

너무 늦게서야 알게 되어 아쉬움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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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고, 일반적으로 ‘-를’이 쓰인 명사구는 ‘주제’가 아니라 ‘초점’을 나타내는 것으

로 판단된다는 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이 역시 2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홍기선(1994)에서는 ‘-를’을 ‘격 표지’로 분석하면서 ‘결정자-피결정자’라는 의미 

특성을 도입하 고, 우형식(1996)에서는 타동 구문의 여러 유형을 관찰하면서 본유

적인 타동 구문과 변환된 타동 구문으로 ‘-를’의 쓰임을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8) 

연재훈(1997)에서는 원형이론적 방법론에 입각해 ‘타동성’을 정도성의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 역시 조사 ‘-를’을 ‘격 표지’로 파악함으로써 ‘-를’ 자체가 

가진 문법적 성격과 ‘목적어’가 가진 문법적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지 못하고 있으

며, ‘목적어’로 파악되지 않는 문장 성분에 쓰인 ‘-를’에 대해서는 합리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선희(1999)에서는 Dowty(1991)의 ‘원형의미역 이론’을 받아들여 ‘-를’을 ‘원형 

대상역’의 표지로 파악하고 있는데, 원형의미역 이론이 ‘주어’나 ‘목적어’가 가질 수 

있는 의미역의 다양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선희(1999)의 논의는 

한국어에서 조사 ‘-를’의 쓰임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한정한(1999a, 1999b)에서는 역할과 지시의 문법(Role and Reference Grammar: 

RRG)에 기반해 ‘-가’와 ‘-를’을 ‘의미격’ 실현과 ‘화용격’ 실현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서 이들을 ‘초점’ 표지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 ‘-가’와 ‘-를’이 초점 표지라는 화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은 김귀화(1988/1994)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위에서 ‘-가’나 ‘-를’을 ‘주제 표지’로 파악하고 있는 관점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가’나 ‘-를’이 쓰인 명사구가 언제나 초점이지는 않다는 문제와, 

하나의 조사가 통사론적인 기능과 화용론적인 기능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근거

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를’에 대한 위의 논의들 역시 2장에서 각각 

‘구조격’, ‘의미격’, ‘화용격’이라는 범주 하에서 검토되는데, 조사 ‘-를’을 ‘격조사/격 

8) 우형식(1996)은 조사 ‘-를’이 쓰인 명사를 ‘본유적 목적어’, ‘전이된 목적어’, ‘확대된 목적

어’로 분류하고, 목적어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는 ‘상실된 목적어’라고 하여, 조사 ‘-를’을 

‘목적어 표지’로 처리하 다. 그러나, 우형식(1996: 274)에서는 “좀더 근본적으로는, 국어

에서 ‘-를’이나 ‘-가, -에, -에게, -에서, -로, -와’ 등이 과연 격을 표시하는 형태류인가

의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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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로 파악하는 관점은 모두 타당하지 않은 것임을 밝힌다.

위에서 제시한 연구들 중에서 신창순(1975), 임홍빈(1972, 1974, 1979), 한정한

(1999) 등의 일부 연구에서는 조사 ‘-가’와 ‘-를’이 일정한 의미가 있음을 지적했는

데, 이들이 논의는 동일한 의미와 기능을 가진 조사 ‘-가’와 ‘-를’을 ‘격 표지’와 의

미를 가진 조사 두 가지로 나누었다는 데에 그 한계가 있다. 조사 ‘-가’와 ‘-를’이 

일정한 의미를 가진 조사로서 ‘구조적 격 표지’가 아니라는 것은 남기심(1986, 

1988, 1991)과 홍재성(1986a, 1987b, 1990)에서 여러 가지 근거가 제시되었는데, 조

사 ‘-가’와 ‘-를’이 단일 기능만을 가진 것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

함을 지적하 다.

1.3 이론적 전제와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최근의 여러 문법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장을 세 가지 층

위로 나누어 보는 관점을 수용하여 문장에는 ‘의미 층위, ‘통사 층위’, ‘화용 층위’

가 있다고 가정하는데,9) 문장의 표면 형식에 이 세 가지 층위의 요소들이 반 되

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존의 통사론 중심의 연구들에서는 문장의 층위들 간의 관

련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의 실현과 관련해서 ‘통사 층위’

와 ‘의미 층위’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을 뿐, 그 밖의 다른 문법 현상들을 문장의 

층위와 관련지어 논의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어 문장에서의 ‘조사’의 실현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거의 모든 연구들

에서 ‘격조사’라는 범주를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 ‘격조사’는 ‘통사 층위(구조)’에서 

할당되는 것으로 보아 왔다.

9) 문장의 층위를 이와 같이 세 층위로 나누는 것은 Halliday(1976) Dik(1978), Hajičova 

et.al.(1998) 등과 같은 기능주의적 관점의 문법 이론과 최근의 ‘역할과 지시의 문법

(RRG)’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머리어 구구조 문법’, ‘어휘기능문법’에서도 ‘화용적 정

보’를 반 하는 구조 층위를 설정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는 이론적 가정에 

대해서는 2.3절에서 더 자세히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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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격조사’로 분류되어 온 조사들 역시 

다른 어휘 범주(어미와 조사를 포함하여)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의미 층위’나 ‘화용 

층위’와 관련되어 있으며, 한국어에는 ‘통사 층위’에서 할당되는 ‘격조사/격 표지’

가 없다는 가정 하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그리고, 기존의 문법에서 ‘주어’나 ‘목적

어’ 등으로 불리어 온, 논항의 문법적 기능은, 특히 한국어에서, 문장의 통사 층위

에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휘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어휘론자

(lexicalist)’의 관점에 따라 어휘부에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진행

한다. 즉, 서술어의 어휘적 특질에 따라 문장의 구조와 논항의 역할이 결정되어 있

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흔히 ‘하위범주화 제약’ 혹은 ‘선택 제

약’과 같은 용어로 논의되어 왔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 연구는 문장에서의 논항의 문법적 기능에 대한 분석은 

Jackendoff(1983, 1990)의 ‘개념 구조’ 표상을 이용하여 ‘의미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화용 층위’의 경우에는 특정 이론의 관점을 따르기보다는 일

반적인 관점에서 그 층위와 관련되는 한국어의 조사에 대해 살펴 보겠다. 아직 화

용 층위의 본질과 그 역할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

리 특정 이론을 따르는 것은 또 다른 사실의 왜곡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

에서이다.10)

이 연구에서는 가급적 실제 용례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자주 언급된 예를 중심

으로 조사 ‘-가’와 ‘-를’의 실제 쓰임을 살펴 보고 이들 조사가 ‘격’을 나타내는 범

주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

(5) 김 선생님-께서-만-이 그 사실을 알고 계셨다.

(6) 연대-에서-만-이 편입생을 뽑지 않는다.

전통 문법에서는 (5)의 ‘-께서’와 (6)의 ‘-에서’도 ‘주격 조사’로 간주해 왔다. 그런데, 

위의 예에서는 이들 주격 조사 다음에 다시 ‘-가’가 쓰이고 있다. 만일 ‘-께서’, ‘-에

서’, ‘-가’가 모두 주격 조사라면, 어떻게 하나의 명사구에 주격 조사가 두 번 나타

10) 이 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이론적 전제에 대해서는 2.3절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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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이 가능한가? 실제 쓰임에 대한 이와 같은 관찰로부터 ‘-가’나 ‘-를’이 그 

자체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격조사/격 표지’가 아니라 일정한 의미를 가

진 ‘조사’라는 가정을 하게 된다.

(7) 버스-∅ 온다.11)

(8) 버스-가 온다.

(9) 버스-는 온다.

(10) 철수가 밥-∅ 먹었다.

(11) 철수가 밥-을 먹었다.

(12) 철수가 밥-은 먹었다.

(7)∼(9)는 이기동(1981)에서 지적된 예인데, 조사가 쓰이지 않기도 하고 다른 

조사가 쓰이기도 하는데 ‘버스’가 항상 주어로 인식된다. 그리고 각각의 예문은 일

정한 의미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10)∼(12)에서도 조사의 유무나 종류와는 관계 

없이 ‘밥’은 항상 목적어로 인식된다. 또한 의미의 차이가 존재한다.12) 이러한 현상

들에 대한 관찰은 조사 ‘-가’나 ‘-를’이 ‘주어’나 ‘목적어’라는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

는 ‘격조사’가 아니라 고유 의미를 가진 ‘조사’로 파악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들 조사를 ‘격 조사/격 표지’로 파악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아래와 

같은 ‘-가’와 ‘-를’의 쓰임은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로서 쓰인 것이라고 설명되

어 왔다.

(13) a. 학교-에-가 나무가 많다.

b. 철수가 학교-에-를 갔다.

(14) a. 이가 예쁘지-가 않다.

b. 이가 예쁘지-를 않다.

11) 이 에서 ‘∅’ 기호는 조사의 ‘생략’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의 ‘비실현(없음)’을 의

미한다.

12) 조사의 유무와 종류에 따른 의미 차이는 3장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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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쓰임의 ‘-가’와 ‘-를’도 주어와 목적어 자리에서 ‘격 조

사/격 표지’로 쓰인다고 주장되어 온 경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의

미 때문에 아래와 같이 ‘-가’나 ‘-를’이 중출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15) 철수-가 돈-이 있다.

(16) 이가 철수-를 등-을 때렸다.

(15)에서 ‘-가’가 중출하는 것은 서술어와 동일한 문법적 관계를 가지는 논항이 두 

개이거나 구조적으로 ‘주격’이 두 번 할당되었기 때문이 아니며, (16)에서 ‘-를’이 

중출하는 것 역시 ‘목적어’가 두 개이거나 ‘목적격’이 두 번 할당되어서가 아니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조사 ‘-가’와 ‘-를’이 중출하는 것은 이들 조사가 일정한 

의미를 가진 조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1.4 논의의 구성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2장에서는 전통적인 한국어 문법에서 ‘격’이 어떻게 정의되었나를 살펴 보

고, 한국어에서 ‘격’ 범주를 설정하는 데에는 근본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보

이겠다. 여기에서 지적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연구들은 여러 가지 

이론에 입각해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 왔는데, ‘격’을 보는 관점과 조사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연구들을 ‘구조격’, ‘사격’, ‘의미격’, ‘화용격’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관

점이 가진 문제를 자세히 검토하겠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조사의 쓰임과 관련된 문법 현상을 ‘격’이라는 범주로 설

명하고자 했던 기존의 연구들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 한국어에서 

‘격’이라는 범주를 설정할 수 없음을 입증한다. 그럼으로써 조사 ‘-가’와 ‘-를’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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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격 표지’가 아니라 의미를 가진 ‘조사’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한다. 

아울러 한국어에서 ‘사격 조사’ 혹은 ‘내재격 조사’로 설명되어 온 ‘-에’나 ‘-로’ 역

시 ‘격조사’가 아니라 일정한 의미적 기능을 나타내는 ‘조사’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

함을 논의한다. 

그리고 문장에서 명사구가 가지는 문법적 관계(기능)는 그 명사구에 쓰인 ‘조

사’에 의해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명사구와 서술어의 의미적 (혹은 개념구조적) 

관계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어의 조사들의 분

포에서 나타나는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의 체계(하위 범주)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 

것인가를 제시한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제시된 문제들과 조사의 분포적 사실을 중심으로 조사 ‘-가’

와 ‘-를’이 기존의 연구들에서 ‘보조사’ 혹은 ‘한정사’로 분류되어 왔던 조사들과 같

은 동일 계열을 이루며, 이들 조사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임을 보

인다. 

‘-가’와 ‘-를’이 ‘격조사/격 표지’가 아니라 일정한 의미를 가진 ‘양태 조사’라는 

것은 다른 조사들과의 중첩이나 이들 조사의 중출을 보이는 구문에서 문장의 맥

락에 따라 이들 조사의 실현이 제약되는 현상에서 그 근거를 확인한다. 

각각의 조사가 가지는 의미는 그 조사가 쓰일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제약을 통

해서 파악되는데, 기존의 연구들에서 이들 조사의 ‘의미’로 제시된 것들을 여러 가

지 다양한 문맥에서 검토한다. 그럼으로써 이들 조사가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임을 입증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조사의 ‘의미’가 실제의 쓰임에서 어떻

게 파악되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조사의 ‘맥락적 의미’와 ‘기본 의미’를 파악한다. 

그리고 조사가 다른 조사와의 중첩이나 동일 조사 중출과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

은 조사 ‘-가’와 ‘-를’의 ‘양태적 의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음을 검증하겠다. 그럼

으로써 조사 ‘-가’나 ‘-를’과 관련된 문법 현상들이 이들 조사의 ‘양태적 의미’에 의

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인다.

4장에서는 앞에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조사의 체계를 간략히 검토하고, 논

의된 내용의 요약과 남은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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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격과 조사

이 장에서는 한국어 문법에서 ‘격’이 어떻게 정의되어 왔나를 살펴 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한다. 한국어와는 이질적인 언어인 인구어에 적용되던 ‘격’ 범

주를 한국어에 적용함으로써 파생되는 문제들과,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대안들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점들을 살펴 보고, 기존의 ‘격 이론’으로

는 한국어의 문법 현상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음을 보이겠다.

2.1 격의 정의

한국어 문법에서 ‘격’은 초기의 한국어 연구에서부터 학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

게 정의되어 왔고, 그에 따라 격과 격조사의 수도 학자마다 차이가 많다. 남기심

(1986a, 1991b)에서는 기존의 격에 대한 정의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각 유형

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국어 문법에서의 격과 격조사에 대한 관점을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남기심(1986a, 1991b)에서 정리된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어 문법

에서의 격에 대한 정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겠다.13)

제일 유형의 정의는 이희승의 초급국어문법 (1949)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희

승(1949)에서는 “ 월 속에서 명사구가 다른 말에 대하여 가지는 자격을 격이라 

일컫고, 명사구로 하여금 이 격을 가지게 하는 조사를 격조사라 이른다”라고 격과 

격조사를 정의하 다.14) 이러한 정의는 하나의 명사구가 가지는 자격인 ‘격’이 그 

상대가 되는 말이 무엇이냐(서술어인가 명사구인가)에 따라 여러 가지의 격으로 

13) 남기심(1986a, 1991b)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이 다 망라되어 있지는 않다. 자세한 내용과 

문제는 남기심(1986a, 1991b)을 보라.

14) 이희승(1949) 초급 국어 문법. 48쪽. 남기심(199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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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며, 이는 다시 동일한 형태의 조사가 여러 가지 ‘격’

을 가지게 되는 문제를 수반한다. 또한 ‘주격’과 ‘목적격’은 이들 조사가 붙는 명사

구의 통사적 기능을 가지고 정의하면서, ‘여격, 소유격, 상대격, 탈격, ...’ 등은 조사

의 의미를 기준으로 정의하고 있어 그 정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

제이 유형의 정의는 최현배의 우리말본 (1937/1983)으로 대표된다. 최현배

(1937/1983)에서는 격을 “낱말이 월에서 차지하는 자리”,15) 낱말의 “월의 짠조각으

로서의 일정한 자리”라고 하 으며, 격 조사를 “임자씨 아래에 붙어서, 그 임자씨

가 월의 짠조각으로서의 일정한 자리를 얻게 하는 토”라고 하 다. 이와 같이 우

리말본 에서는 격을 통사적 개념으로 정의하여, 제일 유형에서는 ‘소유격 조사’, 

‘열거격 조사’라고 명명된 의미적 격이 통사적 기능에 따라 ‘매김자리’와 통사적 기

능이 없는 ‘이음토씨’로 분류되었다.

제삼 유형의 정의는 허웅의 국어학 (1983)에서 찾을 수 있다. 허웅(1983)에서

는 서술어에 의해 이끌리는 관계에 있는 명사구가 일정한 문장 성분으로서 문장 

안에서 차지하는 자리(지위, 기능)를 격이라고 하고, “자리토씨란 그러한 기능을 

임자씨에게 가지도록 하는 토씨”라고 하 다. 이는 격을 명사구의 문장 성분으로

서의 기능으로 제한한 제이 유형의 정의와 비슷하지만, 문장 성분을 서술어와의 

관계에 따른 개념으로 한정함으로써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제이 유형의 

‘관형격’과 관형격 조사 ‘의’가 제삼 유형에서는 격과 격 조사에서 제외된다.

한국어 문법에서의 격에 대한 이와 같은 전통적인 정의는 몇 가지 문제를 불

러일으킨다. Lyons(1968), 남기심(1986a, 1991b), Blake(1994) 등 여러 문헌들에서 

지적되었듯이, ‘격’이란 본래 인구어의 명사의 어형 변화 형태를 문법적으로 격이

라는 이름을 붙여 기술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인구어 계통 언어에서 격의 수는 어

형 변화의 수와 일치한다.16)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명사의 어형 변화가 없어 

15) 최현배(1937/)와 허웅(1983)에서는 ‘격’을 ‘자리’로 ‘격조사’를 ‘자리토씨’로 지칭하고 있

다. 이 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는 ‘격’과 ‘격조사’를 기본 

용어로 사용하겠다.

16) 남기심(1991b)에서는 희랍어에는 5개, 라틴어는 6개, 산스크리트어는 8개, 어는 대명

사의 경우에 3개 명사의 경우에 2개, 독일어는 4개의 격형태가 있음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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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어형 변화를 통해 기술할 수 없고, 조사를 인구어의 명사의 어형 변화에 상

응하는 범주로 인정한다 해도 조사의 수만큼 ‘격’의 수를 설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17) 그래서 기존의 한국어 문법에서는 명사구에 붙는 ‘조사’를, 문법적 관

계를 나타내는 ‘격조사’와, 의미를 한정해 주는 ‘보조사’로 구별하여 명사구의 문법

적 관계를 ‘격(자리)’으로 기술해 왔다.

명사의 어형 변화에 기반한 인구어의 ‘격’이란 개념을 명사의 어형 변화가 없는 

한국어에 적용하고자 한 이러한 시도는 몇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

게 된다. 먼저, ‘격’이란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형태론적 범주에 관한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인구어에서는 ‘격’ 범주가 명사의 어형 변화, 즉 ‘접사’에 적용되는 데

에 반해, 한국어에서는 ‘조사’에 적용되고 있는데, 인구어의 명사의 어형 변화를 나

타내는 격 접사를 한국어의 조사에 대응시킬 수 있다 해도, 이는 여전히 형태론적 

범주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한국어 문법에서는 ‘조사’를 별개의 단어

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한국어 문법에서 인구어에서 단어의 일부인 ‘접

사’에 적용되는 ‘격’ 개념을 형태적 범주가 다른 한국어의 ‘조사’에 그대로 적용하

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인구어의 ‘격 접사’의 곡용과 한국어의 ‘조사’의 곡용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인구어에서는 특정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 접사’가 생략되거나, 다른 ‘격 접

사’가 쓰여서 그러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하나의 ‘격 접사’ 다음에 어떤 다

른 ‘격 접사’가 덧붙거나 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특정 문장 성분으로 쓰

인 명사구에 ‘조사’가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조사’가 쓰일 수도 있으며 그 조사의 

앞뒤에 다른 조사가 덧붙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인구어의 ‘격 접사’와는 곡용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인구어에서 ‘주격’은 대부분 무표적인 형태로서 명사의 기본 어형을 이르고, ‘목

적격(대격)’이나 ‘사격’은 유표적인 형태로서 기본 어형에서 변화된 형태를 이르는 

것이다.18)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에는 명사에 어형 변화가 없으므로 명사의 특정 

17) 표제어의 수가 모두 5만인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197개의 조사를 표제어로 제시하

고 있다.

18) Blake(1994)에서 ‘주격’(nominative)은 표준 형태를 지칭하고, ‘사격’(oblique case)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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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기본 어형으로 정해 ‘주격’이라고 할 수 없다.19) 그래서 기존의 한국어 문

법에서는 명사구에 쓰인 조사를 근거로 ‘주격 명사구’, ‘목적격 명사구’, ‘여격 명사

구’ 등으로 가르고, 각기 그 조사를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여격 조사’ 등으로 

지칭한다.

그러나 ‘목적격 조사’나 ‘여격 조사’, 그 밖의 ‘격조사’들은 ‘주격 조사’ ‘-가’를 기

본 어형으로 하여 어형이 바뀐 조사들이 아니다. 이러한 차이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는 라틴어나 독일어와 한국어의 격 체계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는 한국어에서 조사에 ‘격’이라는 범주를 적용하여 기술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

제를 제기한다.

표 1. 라틴어와 독일어와 한국어의 (격) 접사와 조사 비교20)

라틴어 독일어 한국어

명사 격 접사 명사 격 접사 명사 격조사

주격 domina mein 학교 가

목적격 domina m mein en 학교 를

속격 domina e mein es 학교 의

여격 domina e mein em 학교 에

또한, 인구어의 ‘격 접사’가 결합하는 단위와 한국어의 이른바 ‘격조사’가 결합

하는 단위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인구어에서 ‘격 접사’는 명사의 어형 변화로서

만 실현되나, 즉 단어의 일부로서만 실현되나, 한국어의 ‘격조사’는 ‘단어’뿐만 아니

라 ‘구’나 ‘절’과도 결합한다: 예를 들어, “나는 철수-와/하고 이-하고-를 만났다.”

적격(대격)’을 포함해서, 비-주격의 격으로서 표준 이외의 형태들을 집합적으로 지칭한 

것이었음을 기술하고 있다.

19) 목정수(1998b, c)에서는 필자와 비슷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인구어의 

‘격’은 명사의 한 형태로서 실현되는 것이지만, 즉 ‘격 표지’는 명사의 일부분으로 실현되

지만, 한국어문법에서 ‘격조사’로 지칭되는 조사들은 ‘명사’의 일부로서 실현되는 것이 아

님을 지적하 다.

20) 위의 표에서 라틴어와 독일어의 ‘성’과 ‘수’에 따른 ‘격 접사’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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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I met him and her”,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른다”와 “I don't know 

what will happen.”를 각각 비교해 보라.

한국어에서 이른바 ‘격조사’가 ‘구’나 ‘절’ 단위가 결합한다는 사실은, 한국어의 

‘조사’가 인구어의 ‘격 접사’와 대응되는 것이 아니라, “Father is looking for you 

and me.(아빠가 너하고 나하고-를 찾고 계셔)”와 “That depends on how you do 

it.(그것은 당신이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에서와 같이, 오히려 인구

어에서 ‘구’나 ‘절’ 단위와 결합하여 그것의 통사‧의미적 기능을 나타내는 범주인 

‘전치사’에 대응됨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인구어의 ‘격 접사’와 한국어의 ‘조사’는 형태론적으로 그 범주가 다

르고, 바로 그러한 차이를 인식하 기 때문에, 기존의 한국어 문법에서는 ‘격’을 문

법적 관계라는 통사적 기능을 중심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었으리라고 판단된다. 그

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문법적 관계를 기준으로 한 ‘격’ 개념 역시 또 다른 

문제를 드러낸다.

남기심(1991)에서 지적했듯이, 인구어의 명사구가 문장 안에서 쓰일 때는 다른 

말과의 관계에 따라 어형이 변하고 이러한 어형 변화는 그 명사구의 문법적 관계

를 나타낸다. 어형에 따른 구별이 모호한 경우에는 어순이 그러한 기능을 나타낸

다. 그러므로 명사의 어형 변화나 어순은 그 명사구의 문법적 관계와 일정한 방식

의 대응 관계를 보이는데 이 체계를 ‘격’이라고 할 수 있다.21) 즉, 인구어에서 ‘주

격’ 명사(구)는 그 명사의 머리어인 서술어에 대해 ‘주어’라는 문법적 관계를 가지

고 있음을 나타내고, ‘목적격’ 명사구는 그 명사구의 머리어인 서술어나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기술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듯이,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문법적 관계가 한국어에서 명사의 어형 변화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격조사’와 일정한 대응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1) 밥은 철수-는/도/만/야말로/라도/조차/마저/... 먹었다.

21) Blake(1994)에서 ‘격’은 명사(구)가 그 머리어에 대해서 가지는 관련성의 유형을 종속적 

명사에 표시하는 체계로 정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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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밥-은/도/만/야말로/라도/조차/마저/... 철수는 먹었다.

(3) 학교-는/도/만/야말로/라도/조차/마저/... 철수는 갔다.

(1)에서는 ‘주격 조사’ ‘-가’가 쓰이지 않았으나 ‘철수’가 그 머리어인 서술어 ‘먹다’

의 ‘주어’임을 쉽게 알 수 있고, (2)에서는 ‘목적격 조사’ ‘-를’이 없어도 ‘밥’이 ‘목적

어’임을 알 수 있고, (3)에서는 부사격 조사 ‘-에’가 없어도 ‘학교’가 ‘부사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명사구의 문법적 관계가, 즉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문법

적 기능이 (1~3)에서 볼 수 있듯이 어순에 의해 파악되는 것도 아니다.

이는 한국어에서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문법적 관계가 ‘조사’의 형태나 문장 

성분들의 ‘어순’과 일정한 대응 관계를 보이지 않음을, 즉 ‘조사’나 ‘어순’에 의해서 

명사구의 ‘문법적 기능(격)’이 파악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기존의 한국어 

문법에서는 명사구에 쓰인 조사와 관계없이 ‘-가’가 쓰일 수 있으면 그 명사구는 

‘주어’라고, ‘-를’이 쓰일 수 있으면 그 명사구는 ‘목적어’라고 기술해 왔다. 그러나 

인구어에서는 특정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 접사’ 대신에 다른 ‘격 접사’가 

쓰이거나 ‘격 접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없지만, 한국어에서는 ‘격조사’ 대신에 

다른 ‘조사’가 쓰이거나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인구어의 ‘격 범주’를 무리하게 한국어에 적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도 명사구의 문법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4) 엄마-∅ 유치원-∅ 가서 너-∅ 봤어.

(5) 철수-∅ 키-∅ 크네.

(4)에서는 ‘조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엄마’가 ‘가다’와 ‘보다’의 주어임을, 

‘유치원’이 ‘가다’의 부사어임을, ‘철수’가 ‘보다’의 목적어임을 알 수 있고, (5)에서

는 ‘철수’가 ‘키’의 수식어이고 ‘키’가 ‘크다’의 주어임을 알 수 있다.22) 이와 같이 

22) 앞에서 제시한 제삼 유형의 관점에서는 ‘서술절’이라는 범주를 설정하여 (5)와 같은 문

장에서의 ‘철수’는 서술절의 ‘주어’로 분석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조사가 



- 21 -

어떤 명사구의 그 머리어에 대한 문법적 관계가 ‘조사’ 없이도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어에서 ‘조사’가 명사구로 하여금 일정한 문법적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

이 아닐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23)

위와 같이 조사의 종류나 유무와 관계없이 ‘주어’, ‘목적어’ 등이 파악될 수 있

다는 것은, 주어에 쓰이는 ‘-가’를 ‘주격 조사’라고 하고 목적어에 쓰이는 ‘-를’을 

‘목적격 조사’라고 하거나, ‘-가’와 ‘-를’이 쓰이거나 쓰일 수 있는 명사구를 각기 

‘주어’와 ‘목적어’라고 하는 식의 설명이 일종의 순환론일 뿐 합리적인 설명이 아니

라는 것을 의미한다.24)

이러한 설명 방식이 가지는 문제는 아래의 예문에서도 확인된다.

(6) 서울-이 사람-이 많다.

(7) 철수-가 동생-이 연대를 다닌다.

(8) 철수가 이-를 책-을 줬다.

(9) b. 철수가 이-를 눈-을 보았다.

(6)∼(9)의 예는 한국어 문법에서 가장 오랜 동안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동일 조사 

중출(격 중출) 구문이다. 동일 조사 중출 구문에 대한 연구들에서 항상 언급된 것

쓰이지 않았을 경우에 ‘철수’가 ‘주어’인지 ‘관형어’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구조적 분석의 

‘중의성’은 서술절 설정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서술절’ 설정의 문제는 아래에서 

다시 논의된다.

23)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1)∼(5)의 문장을 조사 ‘-가’나 ‘-를’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라고 설명해 왔는데, 이러한 설명이 많은 문제가 있음은 널리 지적되어 왔

다. 자세한 것은 이후의 논의를 참조.

24) 최근 허웅(1999)에서는 명사(임자씨)가 ‘격 조사(자리 토씨)’ 없이 주어(임자말)나 목적

어(부림말)로 기능할 수 있는데 이는 서술어(풀이말)와의 관계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

으며, 조사가 없는 명사가 둘 이상일 때는, 문맥과 환경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고 

하 다. 이러한 설명은 결국 ‘조사’가 명사로 하여금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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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만일 ‘조사’가 명사구로 하여금 문법적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면, 위의 

문장들은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가 쓰인 명사구가 둘이므로 ‘주어’나 ‘목적어’

가 둘인 문장이 되고 만다.25)

그러나, (6)∼(9)의 문장들은 동일한 문장 성분이 둘인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

지만, 아래의 (10)∼(13)에서처럼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목적어’를 가진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26)

(10) 서울-에 사람-이 많다.

(11) 철수-의 동생-이 연대를 다닌다.

(12) 철수-가 이-에게 책-을 줬다.

(13) 철수-가 이-의 눈-을 보았다.

(10') 서울-은 사람-이 많다.

(11') 철수-는 동생-이 연대를 다닌다.

(12') 철수-가 이-는 책-을 줬다.

(13') 철수-가 이-는 눈-을 보았다.

더욱이 ‘보조사’가 쓰인 (10')∼(13')경우에는 그 문장을 (6)∼(9)에서처럼 동일한 문

장 성분이 중출하는 것으로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 (10)∼(13)에서처럼 ‘-에’나 ‘-의’ 

대신에 ‘보조사’가 쓰인 것으로 파악할 것인가라는 또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

한 문제를 제기하는 동일 조사 중출 구문의 존재는, 한국어에서 조사 ‘-가’나 ‘-를’

이 명사구가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명사구에 ‘주격’ 혹은 ‘목적격’

25) 서정수(1996)에서는 ‘-가’와 ‘-를’을 조사 ‘-가’의 경우에는 ‘주어 표지’, ‘주격 표지’, ‘보

어 표지’의 세 가지가 있고, ‘-를’의 경우에는 ‘목적어 표지’와 ‘목적격 표지’의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는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격조사’ 정의보다 훨씬 더 많은 문

제를 안고 있다.

26) 과거에 ‘심층 구조’를 상정한 변형 생성 문법에 따른 연구들은 (6)∼(9)의 문장들이 각

기 (10)∼(13)의 문장들로부터 변형에 의해 도출되는 것으로 설명했었지만, 그러한 설명

은 변형이 가지는 문제들로 그 타당성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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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는 ‘격조사’가 아니며, 명사구의 문장 성분과는 무관하게 다른 이유들에서 쓰

인 것이라는 가정을 하도록 한다.

(14) 학교- {
에
∅}-가 사람들이 많이 모 다.

(15) 이 붓- {
으로
∅ }-가 씨가 잘 써진다.

(16) 도서관- {
에서
∅ }-가 공부가 잘 된다.

(17) a. 철수가 학교- {
에
∅}-를 갔다.

b. 이가 난초- {
에
∅}-를 물을 줬다.

또한, (14)∼(17)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 조사 중출 구문은 ‘-가’나 ‘-를’이 각 명

사의 문장에서의 의미적 역할을 나타내는 조사 ‘-에’, ‘-으로’, ‘-에서’와 중첩되어 쓰

일 수도 있고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가’나 ‘-를’이 단독으로 쓰인 경우에도 

그 문장 성분의 역할이 ‘주어’나 ‘목적어’로는 파악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조사 ‘-

가’나 ‘-를’이 쓰인 문장 성분이 언제나 ‘주어’나 ‘목적어’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 조사가 명사로 하여금 ‘주어’나 ‘목적어’로 기능하도록 하는 ‘격조사’라는 관점

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문장들에 대해서, 제일 유형의 “명사구로 하여금 이 격을 가지

게 하는 조사를 격 조사”라고 한 정의,27) 제이 유형의 “임자씨 아래에 붙어서, 그 

임자씨가 월의 짠조각으로서의 일정한 자리를 얻게 하는 토”를 격 조사라고 한 정

의,28) 제삼 유형의 “자리토씨란 그러한 기능을 임자씨에게 가지도록 하는 토씨”란 

정의29)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한국어 문법에서는 모두 명사구의 ‘격’이 ‘조사’

에 의해서 갖게 되는 기능으로 정의함으로써 위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고스란히 

27) 이희승(1949) 『초급국어문법』 48쪽 참조.

28) 최현배(1937/) 『우리말본』 596쪽 참조.

29) 허웅(1983) 『국어학』 19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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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고 있다.30)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된 연구들과 그 외의 전통 문법에 

기반한 연구들은 ‘서술절’ 혹은 그와 유사한 범주를 설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자 하 다.31) 그러나 남기심(1986)에서 입증했듯이 ‘서술절’은 통사적으로 타당한 

범주가 아니다. 남기심(1986)에서는 첫째로 절표지가 없고, 둘째로 서술절의 통사

적 의의가 없고, 셋째로 주절에서 내포절로의 자리옮김이 가능하고, 넷째로 선택제

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다섯째로 서술절을 가졌다고 하는 문장의 전체 주어라

고 일컬어지는 성분에 대한 통사적 규정이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서술절’ 설정의 

부당성을 입증하 다.32)

30) 또한,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 조사 중출 구문은 ‘-가’나 ‘-를’ 이외의 조사들의 경

우에도 가능한데, 이러한 문장에서도 동일 조사가 쓰인 명사구 사이의 관계가 조사 ‘-

가’나 ‘-를’이 쓰인 명사구 사이의 관계와 비슷한 행태를 보여 주고 있으며, 이 역시 조

사가 명사구로 하여금 일정한 문법적 관계를 가지도록 한다는 설명에 문제가 있음을 보

여 준다.

    (i) a. 극장-에(-는) 두 군데-에 들 었다.

b. 서울-에서(-는) 친구집-에서 이틀을 묵었다.

c. ?책-으로 모서리-로 내리 찍혔다.

d. 철수-의 친구-의 동생이 찾아왔다.

31) 서술절 설정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논의로는 임동훈(1996, 1997), 허웅(1995, 1999)를 참

조. 

32) ‘서술절’을 인정하는 허웅(1995)에서도 ‘어디-가 그런 법이 있니?’와 ‘잘못 해도 밉지-가 

않아요’와 같은 문장에서의 ‘-가’는 주어(임자자리)와는 관계 없이 군더더기(강조)로 쓰

인 것으로 ‘격조사’로 볼 수 없다고 하 다(같은 책, 1251∼1252쪽 참조). 그리고 조사 ‘-

를’에 대해서도 ‘그는 공장에-를 갔습니다’나 ‘여기서는 놀지-를 못한다’에서와 같은 쓰

임은 군더더기(강조)로 쓰인 것으로 처리하 다(같은 책, 1263∼1264). 결국 허웅(1995)

에서는 ‘-가’와 ‘-를’에 ‘격조사’로서의 용법과 ‘강조’를 나타내는 용법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인데, 서술절의 주어 자리에 쓰인 ‘-가’와 강조의 ‘-가’를 구별하는 근거나 이유에 대

한 합리적인 설명을 찾을 수 없다. 만일 각각의 문장 성분의 문법적 관계가 다르게 파악

되기 때문에 둘로 나누는 것이라면, 이는 문법적 관계가 조사의 차이가 아닌 다른 근거

에서 구별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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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근거들 외에도, 서술절 설정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타당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조사의 중출 현상이 ‘-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다른 조사들

에서도 평행한 행태를 보이는데, 오직 ‘-가’ 중출 구문만을 복문으로 처리할 특별

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동일 조사 중출 구문에서 ‘-가’가 쓰인, 더 정확히는 쓰

일 수 있는, 두 명사구가 각기 조사 ‘-가’ 때문에 ‘주어’로 분석되어서 그 문장이 

복문으로 분석되는 것이라면, ‘-를’이나 ‘-에’ 등의 조사가 중출하는 구문에서도 두 

명사구가 조사에 의해 동일한 문법적 관계를 가지므로 (주어가 동일해서 생략된) 

복문으로 분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발화 상황에 따라 알려지거나 파악할 수 있는 문장 성분은 

아래와 같이 조사가 나타나지 않거나 명사구 자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은데, 서

술절 설정은 그러한 문장의 경우에 명사구의 문법적 기능을 어떻게 분석해야 하

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18) a. 서울-∅ 사람-이 많다.

b.   ∅   사람-이 많다.

(19) a. 철수-∅ 동생-이 연대를 다닌다.

b.   ∅   동생-이 연대를 다닌다.

(18)과 (19)의 문장들은 각기 (6)과 (10), (7)과 (11)의 두 가지로 파악될 수 있는데, 

조사에 의한 ‘격’을 인정하는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 (18)에서는 조사가 없는 ‘서울-

∅’과 생략된 논항 ‘∅’이 ‘주어’로도,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로도 파악될 수 있

고, (19)에서는 ‘철수-∅’와 ‘∅’이 ‘주어’로도 ‘관형어’로도 파악될 수 있다. 이는 다

른 예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문제는, ‘서술절’을 인정하는 관점에 따르면 (18)과 (19)에서 조사가 나

타나지 않거나 그 자체가 생략된 명사(구)가 ‘주어’로 파악될 경우에는 그 문장이 

(서술절을 포함한) 복문이지만 ‘부가어(부사어나 관형어)’로 파악될 경우에는 단문

이라는 데에 있다. 즉, (18)과 (19)의 예들이 하나의 독립된 ‘단문’으로 분석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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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상위문에 내포된 ‘절’을 가진 ‘복문’으로 분석될 수도 있는데, 그 문장이 단문

인가 복문인가에 대한 통사적인 분석이 통사적인 요소가 아니라 문장에 쓰인 성

분들의 의미적 특성이나 맥락(화용적 특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한국어에서 문장 성분이 통사적 요소가 아니라 의미적이거나 화용적인 것에 

따라서 그 지위가 결정(파악)된다는 것, 그래서 통사적 범주로서의 ‘문장’과 ‘절’의 

경계가 통사적인 것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장’과 ‘절’이라는 범주가 

통사적으로 규정될 수 없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 한국어 문법에서 ‘서술절’은 

통사적으로 타당하게 규정(설정)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다.

(20) a. 철수-가 이-∅ 책(-을) 줬다.33)

b. 철수-가   ∅   책-을 줬다.

(21) a. 철수-가  이-∅ 눈-을 보았다.

b. 철수-가    ∅   눈-을 보았다.

또한 (20)과 (21)의 문장들도 각기 (8)과 (12), (9)와 (13)의 두 가지로 파악될 수 

있어서 동일한 문장 성분이 중출한 것으로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

다. 이처럼 조사가 생략되거나 그 자체가 생략된 명사구의 문법적 관계가 두 가지

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은 ‘목적어’나 ‘관형어’ 등의 문법적 관계가 ‘격조사’라는 통

사적 요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미적이거나 화용적인 것에 의해서 파악됨을 보여 

주고,34) 또한 한국어에서 명사구의 문법적 관계 혹은 문장 성분의 문법적 기능에 

33) 앞의 (18a)와 위의 (20a)는 각기 ‘다른 지역 사람이 아니라 서울 사람이 많다’와 ‘철수가 

이의 책을 누군가에게 줬다’는 제삼의 의미도 있다. 엄 한 의미에서 (18)∼(21)의 예

들은 (6)∼(13)의 예들과 각기 그 의미가 다른데, 여기에서는 ‘조사’가 ‘격’을 나타내는 것

이 아님을 보이기 위한 것이므로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조사의 유무

나 종류에 따른 의미의 차이는 3장에서 기술한다.

34) (10')∼(13')에서 제시한 명사(구)에 보조사가 쓰인 경우에도 문법적 관계가 두 가지로 

파악될 수 있으며, 그것이 화용적 맥락에 의해서 파악된다는 것도 ‘조사’와 ‘격’이 무관하



- 27 -

대한 파악이 ‘조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35)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명사구의 문법적 관계가 그 명사구에 쓰인 ‘조사’

와 관계없이 파악될 수 있다는 것, 조사의 쓰임이 문장에 사용된 단어들의 의미적 

특성이나 맥락과 관련되어 파악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조사가 쓰이지 않았을 

경우에) 한 명사구의 문법적 관계가 단일하게 파악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어에서 명사구의 문법적 관계가 ‘조사’에 의해서 파악되는 것

도 아니며 ‘조사’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이라는 범주로 파악되는 것도 아님

을 보여 준다.36)

무엇보다도, 조사 ‘-가’나 ‘-를’이 명사구로 하여금 ‘주어’나 ‘목적어’의 기능을 하

도록 하는 ‘격조사’라면 이들 조사가 쓰인 문장 성분은 반드시 ‘주어’나 ‘목적어’로 

파악되어야 하는데, 이들 조사가 쓰인 문장 성분이 항상 ‘주어’나 ‘목적어’로 파악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조사 ‘-가’나 ‘-를’을 문장 성분의 문법적 기능을 부여하는 

‘격조사’로 파악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2.2 격 범주와 조사의 문제

2.1절에서 살펴 본, 한국어에서 ‘격’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 문법 연구자들은 제각기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책들을 제시해 왔다. 기존 연구

들에서 제시되어 온 해결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생성 문법

에 기반을 둔 통사론 중심의 격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문장 구조의 형상성에 

다는 증거이다.

35) 그리고 ‘서술절’ 설정은 2.2.1절에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

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36) 여기에서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지만, 북한 문법에서는 ‘격’을 순전히 형태론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남기심(1999)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일 유형의 ‘격’에 대한 정

의와 거의 동일하며,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 28 -

따라 명사구에 격이 부여되는 ‘구조격’(structural case)과 서술어와의 의미적 관계

에 의해 격이 부여되는 ‘사격’(혹은 내재격inherent case)을 구분하며, 조사 ‘-가’와 

‘-를’을 의미가 없이 할당된 격을 나타내는 ‘구조격 표지’로 간주한다. 통사론 중심

의 ‘구조격’에 대한 논의는 2.2.1절에서, ‘사격’에 대한 논의는 2.2.2절에서 살펴 보

겠다.

다음으로는 1960년대 후반에 Fillmore에 의해 제시된 격문법(case grammar)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격을 의미적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려는 연구이다. 격문법 이

론은 생성 문법에서 의미역 이론으로 수용되어 한국어에 활발하게 적용되어 왔고, 

Dowty(1991)의 원형의미역 이론(proto-theta role theory)에서도 그 향을 볼 수 

있다. ‘의미역’ 개념에 기반한 연구에서는 조사 ‘-가’와 ‘-를’의 쓰임이 ‘의미역’과 일

정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이고자 하 다. 이러한 ‘의미역 이론’ 중심의 논의는 

2.2.3절에서 그 문제와 한계를 살펴 본다.

마지막으로 조사 ‘-가’와 ‘-를’의 중출 현상을 중심으로 이들 조사가 ‘격조사/격 

표지’로서의 기능 외에도 화용적 기능을 가진다고 주장한 연구들을 볼 수 있는데, 

크게 ‘주제 표지’로 간주하는 경우와 ‘초점 표지’로 간주하는 경우로 나뉜다. 이들

의 논의는 2.2.4절에서 살펴 보겠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격 이론을 차례로 살펴 보면서 각 유형의 

이론이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격’ 이론

으로는 한국어 문법에서의 ‘격’과 ‘조사’와 논항의 ‘문법적 기능(관계)’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없으며, 한국어에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이겠다.

2.2.1 구조격

한국어 문법에서 ‘격’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주장되어 온 것은 통사론 중심

의 구조적 격 할당 이론이다. 이를 주장한 연구들은 시기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Chomsky식의 생성 문법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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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조사 ‘-가’와 목적격 조사 ‘-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통사적 구조에 따라 구조

적으로 주어지는 문법적 표지인 구조격 표지(structural case marker)로 설명해 왔

으며, 구조격 표지인 이들 조사를 ‘-에’, ‘로’, ‘-과’ 등의 조사들처럼 조사 자체의 고

유 의미를 가지면서 논항 명사구와 결합하는 사격(내재격, 어휘격, 고유격) 표지

(oblique case marker)의 조사들과 구별하 다.37)

이러한 관점은 강 세(1986), 임홍빈(1987), 이광호(1988), 이남순(1988), 김 주

(1990), 김귀화(1988/1994), 유동석(1993, 1998) 등의 지배-결속 이론에 입각한 여러 

연구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38) 이들은 모두 Chomsky(1981, 1986)의 격 할당 

원리를 바탕으로 특정 동사(타동사)에 지배되는 자매항 자리를 차지하는 명사구에

는 목적격이 할당되고, (주어) 일치소에 지배되면 주격이 할당된다는 격 할당 원리

를 제시해 왔다.39) 그리고 최근에는 Chomsky(1993, 1995)의 최소주의 이론에 입각

37) ‘사격 표지’라고 분류되어 온 이들 조사의 ‘사격 실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 연구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다루

지 않는다.

38) 이들의 연구도 조사 ‘-가’나 ‘-를’을 단일한 ‘격조사’로만 파악하는가, 이들 조사가 화용

적 기능도 가진 것으로 파악하는가에 따라 다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 전자의 관점

에 대해서는 이 절에서 논의하고, 후자의 관점에 대해서는 2.2.2절과 2.2.3절에서 논의한

다.

39) Chomsky(1981)과 Chomsky(1986)의 격 할당 원리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는 구조적 지배 관계에 의해 구조격이 할당된다는 원리로서 동일하다. 각기 대략 아래와 

같다. 구조적 지배 관계에 의한 ‘격’ 설명은 Chomsky(1995)에서도 유지되었다.

      (i) Chomsky(1981)의 격 할당 원리

a. 명사구가 (주어) 일치소에 지배되면 주격(Nominative)이다.

b. 명사구가 하위범주화 자질 ‘_NP’를 가지는 동사에 지배되면 목적격(Objective)

이다.

c. 명사구는 전치사의 지배를 받으면 사격(Oblique)이다.

d. 명사구는 [NP__X]에서 속격(genitive)이다.

e. 명사구는 그 [-N] 지배자의 속성의 결정에 따라 내재적으로 격이 표시된다.

(ii) Chomsky(1986)의 격 할당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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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한국어의 격과 격 중출 현상을 설명하려고 시도한 유형선(1995), 강명윤(1996, 

1999), 김용하(1999) 등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조격 조사’와 ‘사격 조사’를 

구분하고 격 할당 혹은 격 점검을 구조적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는 한국어에

서 ‘조사’와 ‘격’의 관계에 대한 설명에서 드러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다. 이 절에서는 ‘격’ 관련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연구를 중심으로 그 문제를 살

펴 보도록 하겠다.

먼저, 김귀화(1988/1994)에서는 구조적인 격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정하여 한국

어의 격과 격 중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김귀화(1988/1994)는 속격을 제외한 모

든 격의 부여(할당)는 지배에 의한 것으로 전제된다며, 다음과 같은 원리를 한국어

의 격 부여(할당) 원리로 상정하고 있다.40)

(22) 국어의 격 부여 원리

가. 굴절소(INFL)의 시제(tense) 요소의 지배: 주격(nominative): {-가}

나. 동사의 지배

    ㄱ. [+상태성]: 주격(nominative): {-가}

    ㄴ. [-상태성]: 목적격(objective): {-를}

다. 문맥적 격: [NP__X]: 속격(genitive):{의}

라. 격부여와 실현은 동시적이며 D-구조에서 S-구조로의 이동이 끝날 뒤, 어순재배치

(scrambling) 구조 이전에 완결된다.

마. 구조적 조건이 완비되면 필수적 성분(주어, 목적어)이 아니더라도 격이 주어질 수 

있다.

바. 격 형태소 {-가}, {-를}은 구조적으로 결정되는 추상적 격의 형태적 실현이며 이를 제

외한 모든 격 조사들은 구체적 의미를 지닌다.

a. S-구조에서 구조적 격할당자 α는 그것이 지배하는 NP에 구조격을 배당한다. 

여기서 α가 AGR이면 주격, V이면 목적격이다.

b. D-구조에서 내재적 격할당자 α는 오직 그것이 의미역 표시하는 NP에만 내재

격을 배당한다. 여기서 α가 P이면 사격이고 N 또는 A이면 속격이다.

40) ‘격 할당’(case assignment)은 ‘격 부여’, ‘격 배당’ 등의 용어로도 쓰이는데, 이 에서는 

편의상 ‘격 할당’이라는 용어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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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지배자의 자질은 그 최대투사(maximal projection)까지 삼투된다(percolate).

김귀화(1988/1994)에서는 한국어의 ‘격 중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아니다/되다’

가 서술어인 구문에서 나타나는 주격 중출은 위에서 (22나)의 원리로 설명하고, 그 

외의 격 중출 구문은, 임홍빈(1979)에서 제시된 ‘주제화’를 비판하면서 ‘주제화’ 대

신에 ‘초점화’를 제안하고, 아래와 같은 ‘초점자질부여’ 원리를 설정하고 있다.41)

(23) 초점자질부여원리

가. 문장의 어느 성분이든 초점자질 [+Focus]가 부여될 수 있다.

나. 층위는 D-구조나 S-구조에서 모두 가능하다.

다. [+Focus]가 부여된 성분은 [+WH] 성분과 마찬가지로 이동을 경험하게 된다. 그 도

착지(Landing Site)는 부가 위치(Adjunction position)이거나 명시소(SPEC) 위치이다.

라. [+Focus]가 부여된 문장 성분은 결여된(Bare) 요소가 되어 격을 요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김귀화(1988/1994)에서는 격 중출 현상을 ‘초점 자질’이 부여된 문장 

성분이 ‘초점화’되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일견 많은 부분을 해결한 것

처럼 보인다. 그러나, 김귀화(1988/1994)에서 제안된 설명은, ‘초점화’에 의해 ‘주격’

이나 ‘목적격’을 할당받는 요소가 ‘유도된 주어’와 ‘유도된 목적어’로 기능한다고 함

으로써 한 문장 안에 초점화에 의해 주격을 할당받은 ‘유도된 주어’와 ‘진정한 주

어’가 함께 있는, 초점화에 의해 목적격을 할당 받은 ‘유도된 목적어’와 ‘진정한 목

적어’가 함께 있는, 즉 ‘주어’나 ‘목적어’가 둘이 존재하는 문장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김귀화(1988/1994)는 (처격 성분 혹은 속격 성분에서 초점화된) ‘유도된 주어’와 

‘유도된 목적어’가 나머지 문장 성분 전체에 대해 주술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제

안함으로써 한 문장 안에 동일 기능의 문장 성분이 두 개가 나타나는 문제를 해

결하려고 하 으나,42) 이는 2.1절에서 언급한 ‘서술절’이라는 개념을 이용한 해결 

41) 격 중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주제’나 ‘초점’이라는 화용론적 개념을 도입한 설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2.2.4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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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과 용어와 기반 이론의 차이만 있을 뿐, 조사에 의해서 문장 성분이 파악된다

는 설명으로 사실상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43)

그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도된 주어’나 ‘유도된 목적어’가 나머지 

문장 성분 전체에 대해서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는 증거로 제시된 것이 조

사 ‘-가’와 ‘-를’뿐이다. 즉, 조사의 형태에 따라 ‘문법적 기능’이 파악되는 일종의 

동어반복일 뿐이다. 그리고 ‘진정한 주어’와 ‘유도된 주어’, ‘진정한 목적어’와 ‘유도

된 목적어’의 통사적 차이가 ‘초점화’라는 화용적 요인에 의해서 유도되는데,44) 이

는 곧 ‘조사’의 실현이 화용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에 다름 아니다. 또한, 

‘초점화’될 수 있는 경우의 ‘처격’ 혹은 ‘속격’ 성분이 ‘진정한 주어’에 대해서 가지

는 것으로 제시된 ‘주어의 상태, 작용 등의 생성지, 도착지, 작용지, 감정의 원천’ 

등은 통사적 관계가 아니라 의미적 관계이다. 그렇다면 ‘초점화’에 의한 ‘주격’ 할

당은 결국 통사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명사의 의미적 특성이나 화용적 요인

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굳이 ‘구조적으로 격이 할당된다’는 식의 설명은 필

요한 근거가 없다.

이러한 문제들은 차치하더라도, 김귀화(1988/1994)의 설명은 격에 대한 초기의 

논의에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조사의 유무와 종류에 

따라 의미의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45)

(24) a. 버스-∅ 온다. (이기동 1981에서 인용)

42) 김귀화(1988/1994), 33∼95쪽 참조.

43) 이러한 문제는 사실상 Chomsky식의 생성 문법에 기반을 둔 ‘동일 조사 중출’ 구문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동일 조사가 쓰인 두 명사구 사이의 관계가 

‘소절 구성’을 형성한다는 설명에서도 볼 수 있다.

44) 근본적으로, ‘초점자질부여원리’ (가)는 통사적 원리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45) 조사의 출현 유무에 따른 의미 차이와 관련된 격 조사의 문제는 ‘격’에 대한 거의 모든 

논의에서 빠짐없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기동(1981), 남기심(1988, 1991b), 홍재

성(1990)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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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버스-가 온다.

c. 버스-는 온다.

(25) a. 개-는 진돗개가 리하다.  (남기심 1991에서 인용)

b. *개-가 진돗개가 리하다.

남기심(1991b)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24)의 예문들을 비교해 보면 주격 조사 ‘-가’

가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25)의 예문에서 ‘-가’가 실현되

지 못하는 것도 주격 조사 ‘-가’의 의미 때문이다. 그러나 김귀화(1988/1994)에 따

르면, 구조격 조사는 추상적 격의 형태적 실현이어서 주격 조사 ‘-가’는 아무런 의

미가 없으므로, (24)에서 조사의 유무와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의미 차이와 (25)에

서 보이는 조사 ‘-가’의 실현 제약에 대해서 합리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26) a. 철수가 착하지- {
가
를} 않다.

b. ?난 밥이 먹고- {
가
를} 싶다.

(27) a. 그는 진실에 대한 추구를 귀납적-으로- {
가

*∅} 아니라 연역적으로 하 다. 

(1342)46)

b. 그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묻힌 선산을 떠날 수 없다는 생각-에서- {
가

*∅} 아

46) 여기에서 괄호 안에 제시한 숫자는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4300만 어절의 말뭉치에서 특정 형태를 검색했을 때 해당 예문이 몇 번째 예문인지를 

나타낸다. 4300만 어절 말뭉치는 모두 8개의 말뭉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특정 형태와 일치하는 예를 각각의 말뭉치에서 찾은 후 이를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14a)의 (1342)는 ‘로가’를 검색했을 때 해당 예문이 1342번째 예문임을, 

(14b)의 (341)은 ‘-에서가’의 341번째 예문임을 나타낸다. 괄호 안에 제시한 숫자가 몇 

자리인가를 통해서 해당 형태가 쓰인 예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

고, 논의의 편의를 위해 문장의 앞뒤를 약간씩 수정한 예문도 있으나 이는 일일이 밝히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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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었다. (341)

c. 그렇게 천천히- {
가

*∅} 아니고 조금은 빠른 듯이 해야지.

또한 김귀화(1988/1994)에서 반증례라고 밝히고 있듯이, (26)과 같은 예에서 나

타나는 조사 ‘-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27)에서와 같

이 ‘아니다’로 부정되는 문장 성분에서는 ‘내재격’ 조사 다음에 주격 조사 ‘-가’가 

반드시 출현해야 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없다.47) 이러한 문제는 주격 조

사 ‘-가’를 ‘구조격 조사’로만 파악한 모든 연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서, 

Chomsky(1993, 1995)의 최소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김용하(1999)의 경우에도 동

일한 문제점이 드러난다.48)

생성 문법에 기반한 연구들 중에서 유동석(1993, 1998)의 논의는 여타의 연구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동석(1998)에서는 한국어의 구조격에 대한 격 할당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28) 국어의 격 표시 원리

가. 격 배당49)

① 시제소(+Tense) 또는 주어 일치소(+Agr) 또는 비통제성 동사(-controlled V)는 자

신이 지배하는 요소에 주격을 배당할 수 있다.

② 통제성 동사(+controlled V)는 자신이 지배하는 요소에 목적격을 배당할 수 있다. 

또한 V 안의 V는 자신의 자매항에 목적격을 배당할 수 있다.

③ 명사(N)는 자신이 지배하는 요소에 속격을 배당할 수 있다.

나. 격 실현

47) 이 외에도 심리 용언 구문에서의 조사 ‘-가’의 출현에 대한 제약, ‘있다’ 구문에서 조사 

‘-가’의 출현 유무에 따른 ‘소유’와 ‘소재’의 의미 차이, 다른 조사들에 덧붙는 ‘-가’나 ‘-

를’의 쓰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3장을 참조.

48) 김용하(1999)의 논의는 이전의 ‘격 할당’을 ‘격 점검’이라는 기제로 설명하는 것이 다를 

뿐 김귀화(1988/1994)의 연장선 상에 있다.

49) 유동석(1998: 308∼309)에서는 ‘격 할당’이라는 용어 대신에 ‘격 배당’이라는 용어를 쓰

고 있으나 동일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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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격 배당된 요소의 핵에 주격 조사를 접미한다.

② 목적격 배당된 요소의 핵에 목적격 조사를 접미한다.

③ 속격 배당된 요소의 핵에 속격 조사를 접미한다.

유동석(1998)과 다른 연구들과의 차이는 격 할당 원리가 ‘∼격을 할당한다’의 

형식이 아니라 ‘∼격을 배당(할당)할 수 있다’라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인데, 그 이

유를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격 표시 원리를 의무적인 것으로 형식화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으며, 또한 원리들의 체계 안에서 ‘음성 내용이 있는 명사구는 

반드시 격을 가져야 한다’는 격여과(/가시성 조건)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잉여

성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controlled]라는 

개념은 Dik(1978: 35)의 논의에 기반해 서술어를 주어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명령법, 청유법, 약속법 등이 가능한, 

목적격을 배당하는 동사는 [+controlled] 자질을 가지며 주격을 배당하는 동사는 

[-controlled] 자질을 가진다고 하 다.

(29) a. 화를 내어라/화를 내자/화를 내마.  (유동석 1998에서 인용)

b. *화가 나거라/*화가 나자/*화가 나마.

그리고 (28나)의 격 실현과 관련하여 조사 ‘-는’에 대한 가정을 덧붙이고 있는

데, “조사 ‘-는’은 주격을 배당 받은 요소와 목적격을 배당 받은 요소에 두루 실현

될 수 있는데, ‘-가’ 또는 ‘-를’과 ‘-는’의 교체는 화용론적인 전달가치의 차이를 반

하는 것일 뿐 문법적 기능의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고 하

다.50) 그리고 화용론적인 이유로 ‘-는’이 실현된 명사구도 ‘-가’ 또는 ‘-를’이 실현된 

명사구와 동일한 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51) 이러한 원리에 따라 유동석

50) 유동석(1998: 309쪽)을 참조.

51)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는’이 쓰 을 경우에 ‘-가’와 동일한 격을 가지는 것인지 ‘-를’

과 동일한 격을 가지는 것인지, 더 나아가 ‘철수는 돈이 많다’나 ‘학교는 이가 갔다’와 

같은 경우에 ‘-에’와 동일한 격인지 아니면 ‘-가’나 ‘-를’과 동일한 격인지를 어떻게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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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에서는 주격 중출 구성을 ‘주제어-주어’, ‘주어-보어’, ‘소절 구성’으로 분류하

고, 이를 변별하는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고 있다.

(30) a. 통제 구문이 아닌 한 주격 표시된 명사구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주어이다.

b. 국어에서 주어는 의미역을 가진다. 다만 계사문의 주어는 의미역이 없을 수도 

있다. 동사의 보어도, 그것이 서술 보어가 아닌 한, 의미역을 가진다.

c. 국어에서 주어와 동사의 보어는 의미역을 매개로 동사와 관련된 해석을 받는

다.

d. 주제어는 의미역 대신 언급 대상성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주제어는 동사와 

의미론적으로 직접 관련된 해석을 받지 않으며, 그 대신 언급 대상성을 매개로 

주어와 관련된 해석을 받는다.

e. 동사의 보어는 주어에 후행한다.

f. 주제어는 주어에 선행한다.

위와 같은 많은 가정을 바탕으로 유동석(1998)에서는 계속해서 다음의 예를 들

어 한국어의 격 중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유동석 1998, 314∼316쪽 참조).

(31) a. 문학특강은(/이) 김 선생님이 출장을 가셨다.

b. 아이가 어른이 된다.

c. 핵생이 세 명이 왔다.

(31') a. [TP문학특강 [AGRP김 선생님 [VP출장 가―] -시-(+Agr)]-었-(+Tense)]-다

b. [AGRP아이[VP어른[V되―]]+Agr]-었다

c. [AGRP [SC [NP학생] [QP세 명]] [VP오―]+Agr]-았다

   (핵 이동은 구조 표기에 반 하지 않음.)

그에 따르면 (31'a)는 주제어-주어 구성으로서 격 할당자가 일치소(+Agr)와 시제소

할 수 있느냐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없다. 가령 ‘나는 밥-은(/이/을) 먹고 싶다’나 

‘철수가 다리-는(/가/를) 다쳤다’와 같은 경우에 ‘-는’이 쓰인 문장 성분의 ‘격’이 ‘주격’인

지 ‘목적격’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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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se) 둘이고, (31'b)는 주어-보어 구성으로서 격 할당자가 비통제성 동사 ‘되다’

와 일치소(Agr)이고, (31'c)는 소절 구성으로서 일치소 하나가 소절 및 소절의 명

시소에 각각 격을 배당한 것으로 상정된다고 한다.

유동석(1993, 1998)의 논의는, 위에서 길게 인용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많은 

가정들과 자의적인 격 할당 원리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의 주장은 그의 논의의 이

론적 기반을 이루는 Chomsky(1981, 1986)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문일격의 원리’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격’과 논항의 구조적 위치가 일대일 대응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격을 할당할 수 있다”는 그의 가정은 ‘격’에 대해 아무것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불러일으킨다. 먼저, 할당된 

‘격’의 유무가 조사의 유무와 일치하는 것으로 설명하 는데, 그렇다면 ‘격’의 할당

은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의 실현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는 문제

가 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어에서는 ‘주격’의 경우에 세 가지 격 할당자가 

필요하고 ‘목적격’의 경우에 두 가지 격 할당자가 필요한데, 이는 생성 문법의 격 

할당 원리와 맞지 않다.52) (31'c)의 소절 구성에서는 ‘일치소’(+Agr)가 동일한 격을 

두 번 할당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만

일 ‘일치소’가 ‘주격’을 두 번 할당할 수 있다면, 왜 다른 구성에서는 상이한 격 할

당자가 각기 한 번씩 ‘주격’을 할당하는 것으로 분석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 동일한 격을 두 번 할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왜 (31'a, b)에서는 각기 다른 

52) 유동석(1998)의 ‘격 할당 원리’에 따르면, 한국어에서는 ‘주격 할당자’가 ‘시제소’, ‘일치

소’, ‘비통제성 동사’ 세 가지이고, 따라서 ‘-가’가 쓰일 수 있는 명사구는 세 개까지 가능

하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남반구-가 문명국-이 (도시-가) 남성-이 수명-이 (10년-이) 

길다’와 같이 ‘-가’가 네 번 이상 쓰이는 것이 가능하고 이론적으로는 더 많이 쓰일 수도 

있다는 데에서도 설명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목적격’의 경우에

도 마찬가지인데, ‘선생님이 한 시간 동안-을 아이들-을 다섯 명-을 엉덩이-를 매-를 

때렸다’와 같이 ‘-를’이 다섯 번 이상 쓰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14)∼(17)에서 제시

되었듯이, 다른 조사들의 경우에도 중출이 가능한데 그러한 경우에 ‘격’이 중출할 수 있

는 원리와 ‘주격’이나 ‘목적격’이 중출하는 원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

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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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할당자가 격을 한 번씩만 할당하는가? ‘주격’이 ‘주제어’, ‘주어’, ‘보어’, ‘소절’, 

‘소절의 명시소’라는 다섯 가지 문장 성분으로 파악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가? 하나의 ‘격’이 다섯 가지의 문법적 관계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격’과 

문법적 관계가 무관하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어에서 ‘격’ 범주가 필요한 근거

가 없는 셈이다. 보조사 ‘-는’이 쓰인 경우에는 ‘주격’이 할당된 것으로 본다고 하

는데, 이른바 ‘목적어’가 주제화되어 ‘주제’로 파악되는 명사(구)의 경우에 그 격

이 ‘주격’인지 아니면 ‘목적격’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또한 왜 ‘-는’의 경우에만 

‘격’이 할당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유동석

(1993, 1998)의 논의는 앞의 김귀화(1988/1994)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제기한 문제

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구조격’을 인정하는 관점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어의 

경우에는 하나의 격 할당자가 하나의 ‘격’만을 할당하는데 한국어에서는 왜 서로 

다른 ‘격 할당자/점검자’가 동일한 ‘격’―동일한 ‘주격’, 동일한 ‘목적격’―을 할당해

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53)

이와 같이 조사 ‘-가’와 ‘-를’을 ‘구조적 격 할당’에 의한 무의미한 ‘격 표지’로 

보는 관점은 한국어의 문법 현상을 설명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또다른 문제들을 일

으키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다. 앞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격’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연구들에서는 ‘조사’를 단일한 ‘격 조사/격 표지’로 파악

하는 데에 많은 문제들이 있음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러한 문제들 중에

서 ‘구조적 격 할당’이라는 설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제시하

면 아래와 같다.

첫째로, ‘구조격’은 조사의 유무에 따른 의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편의상 

53) 그 밖에도 생성 문법의 관점에 따른 ‘구조격’ 할당 이론에 대해 필자가 가지는 근본적

인 의문은,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왜 인구어의 전통 문법에서 ‘주격 보어’

를 가지는 문장 형식이라고 일컬어지는 경우에서, 예를 들어 “Who is it? ― It's I.”에서

처럼, ‘주격’이 두 번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으며, 인구어의 그러한 

‘주격 중출 구문’과 한국어의 이른바 ‘주격 중출 구문’의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가, 

왜 한국어는 인구어와는 달리 ‘구’나 ‘절’도 ‘구조격’을 가지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는가라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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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시한 예문을 다시 보인다.

(32) a. 버스-∅ 온다. (이기동 1981에서 인용)

b. 버스-가 온다.

c. 버스-는 온다.

(33) a. 철수가 밥-∅ 먹었다.

b. 철수가 밥-을 먹었다.

c. 철수가 밥-은 먹었다.

(32a)나 (33a)에서처럼 한국어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조사 없이 실현되거나 보조사

가 쓰일 경우에는 반드시 ‘-가’나 ‘-를’이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한동안 조사 ‘-가’

와 ‘-를’이 의미가 없는 단순한 ‘격표지’임을 증명하는 논거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조사의 유무와 종류의 차이를 보이는 (32)와 (33)의 문장들 사이에는 의미의 차이

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지적되었는데, ‘-가’와 ‘-를’이 의

미 없이 쓰인 ‘구조격 표지’라는 설명은 그러한 의미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조사의 유무와 종류에 따른 문장들 사이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민현식(1982), 이남순(1988, 1998), 최재희(1999), 김용하(1999) 등에서는 ‘조사

가 나타나지 않는 ‘구조격’에 대해서 ‘부정격(또는 무표격)’이라는 개념을 설정하

다.54) 그러나 ‘부정격’ 역시 단순히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명칭일 

뿐 문제의 해결이 전혀 아니다. ‘부정격’은 왜 동일한 ‘격’이 ‘부정격’과 ‘유표격’의 

두 가지로 실현되는지, ‘철수-∅ 이-∅ 책-∅ 줬다’와 같은 문장에서 각각의 ‘부정

격’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보조사가 쓰인 경우에는 ‘부정격’이 실현된 것인지, 아니

면 ‘유표격’인데 조사가 생략된 것인지 등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

54) ‘부정격’이라는 개념은 안병희(1966)에 소급되는데, 한국어에서 ‘격조사’ 없이 쓰이는 명

사(구)는 통합 관계(syntagmatic relation)에 의해 격 표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를 ‘부정격’(Case Indefinitus)라고 하여 격 조사에 의해 격이 표시되는 ‘정격’(Casus 

Definitus)과 구별하 다. 이러한 제안은 그 후 위에서 제시된 연구들에서 받아들 는데, 

‘부정격’ 대신에 ‘무표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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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오히려, ‘-가’나 ‘-를’이 없거나 다른 조사가 쓰인 명사(구)가 통합 관계에 

의해 ‘격’(문법적 관계나 기능)이 파악될 수 있다는 ‘부정격’ 설명은, ‘격’이 ‘조사’와 

무관하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명사구의 문법적 기능인 ‘주어’나 ‘목적어’라는 문장 

성분이 ‘격’의 유무나 종류와 관계 없이 파악될 수 있음을 의미할 뿐이다.55) 즉, 

‘부정격’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이 없음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32)

와 (33)에서처럼 조사의 쓰임에 따라 문장들 사이에 의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곧 ‘-가’나 ‘-를’이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만이 설명

될 수 있다.

둘째로, ‘구조격’은 남기심(1991)에서 제시된 조사 ‘-가’와 ‘-를’의 출현 제약과 비

실현 제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다.

(34) a. 개- {
는

#가
*∅} 진돗개가 리하다.  (남기심 1991에서 인용)

b. 냉장고- {
는
가

?∅} 현대전자사 제품이 튼튼하다.

남기심(1991)에서 지적된 것처럼 (34a)의 경우에는 조사 ‘-가’의 실현이 불가능한 

반면에, (34b)의 경우에는, 두 명사 사이의 관계가 ‘종류-개체’(type-token)의 관계로

서 (34a)와 동일함에도 첫 번째 명사에 조사 ‘-가’가 쓰일 수 있다. 그런데 (34a)에

서 조사 ‘-가’의 쓰임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서 반문하는 문장인 “뭐? 개-

가 진돗개-가 리하다고?”나, 의심 섞인 목소리의 혼잣말 “개-가 진돗개-가 리

하다”와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화용적 맥락에 따라 

동일 구문에서 조사 ‘-가’가 쓰일 수 있기도 하고 쓰일 수 없기도 하다는 것은 조

사 ‘-가’가 구조적으로 할당된 ‘격’을 표시하는 무의미한 ‘구조격 표지’가 아님을 보

여 준다.

55) 그리고, ‘부정격’에 의한 설명은 아래에서 제시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결책

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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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a. 저 아이를 서울- {
로
을

?∅} 보내야 할텐데.  (남기심 1991에서 인용)

a'. 저 아이를 도회지- {
로

#를
#∅} 보내야 할텐데.

b. 네가 그 집- {
에
을
∅} 갔었니?

b'. 네가 집- {
에

#을
#∅} 갔었니?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적되었듯이 비한정적 명사의 경우에는 (35)에서처럼 조

사 ‘-를’이 쓰일 수 없고, 조사가 없어도 비문이 된다.56) 이와 같이 명사의 의미‧화

용적 특성에 따라 조사의 쓰임에 제약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도, 이들 조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격 표지’라는 ‘구조격’ 설명은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

한다. 이와 같이 명사의 의미‧화용적 특성에 따라 조사의 쓰임에 차이가 나타나는 

제약은 조사의 의미적 특성과 명사의 의미‧화용적 특성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

으로 볼 때만이 합리적인 해결책이 가능하다.

셋째로, ‘구조격’은 부정문이나 보조동사 구문, 부사어 다음에 조사 ‘-가’와 ‘-를’

이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36) a. 철수가 착하지- {
가
를} 않다.

b. 난 밥을 먹고- {
가
를} 싶다.

(37) a. 동대문 시장은 밤 늦게-가 손님이 많다.

b. 속초의 중앙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중 반 넘게-가 원산, 안변 등 강원도와 

접경한 함경도 사람들이었다.

56) (34)와 (35)의 문장을 조사가 쓰이지 않은 ‘철수 돈 많아’나 ‘ 이 학교 갔다’와 비교해 

보라.



- 42 -

(38) a. 그 말을 곧이-를 듣지 않았다.

b. 멀리 멀리-를 바라보듯 시선을 허공에 두고 있었다.

(36)∼(38)은 ‘-가’나 ‘-를’이 단순한 ‘격 표지’라는 주장에 대해서 가장 빈번하게 반

례로 제시된 예문들인데, ‘격’이 문장의 구조에 의해서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혹

은 ‘-가’와 ‘-를’에 두 가지 쓰임이 있다는, 주장의 논거로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러한 예들에서의 ‘-가’와 ‘-를’이 ‘주어’나 ‘목적어’로 파악되지 않는 명사(구)에 쓰인 

경우와 다르다는 주장만이 있을 뿐 그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

서의 ‘-가’나 ‘-를’을 ‘보조사’로 보아 ‘격 표지’로서의 ‘-가’나 ‘-를’과 구분하려면 그 

차이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36)∼(38)에서의 조사 ‘-가’나 ‘-를’은 ‘격 

표지’로 분석되어 온 ‘-가’나 ‘-를’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며,57) ‘주어’

나 ‘목적어’로 판단되는 명사(구)에 쓰인 ‘-가’나 ‘-를’과 마찬가지로 보조사 ‘-는’이

나 ‘-도’와 대응될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은 이들 조사를 ‘-는’, ‘-도’와 같은 범주의 

조사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함을 보여 준다. 그런데, 주어나 목적어에 쓰인 보조

사 ‘-는’, ‘-도’를 주어나 목적어가 아닌 문장 성분에 쓰인 ‘-는’, ‘-도’와 구분하지 않

으면서, 이와 평행한 행태를 보이면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는 ‘-가’

와 ‘-를’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58)

넷째로, 한국어에는 아래와 같이 ‘-가’나 ‘-를’이 결합한 명사구의 문장 성분을 

판단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구조격’은 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39) a. 눈이 하얗게 내린 것-이 그 곳의 경치가 참 좋더라. (이맹성 1968; 남기심 1991

에서 재인용)

b. 물이 맑고 깨끗한 것-이 그 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더군.

57) ‘격 표지’로 분석되어 온 ‘-가’와 ‘-를’이 ‘보조사’로 처리된 경우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동일 형태소로 분석된다는 것은 3장에서 논의된다.

58) 조사 ‘-가’와 ‘-를’이 조사 ‘-는’이나 ‘-도’와 분포 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의미’의 차

이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는’과 ‘-도’의 경우에도 서로의 분포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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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더군.

(40) a. (눈이 하얗게 내려서) 그 곳의 경치가 참 좋더라.

b. (물이 맑고 깨끗해서) 그 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더군.

c.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더군.

(39)에서 밑줄 친 ‘-가’와 ‘-를’이 결합한 명사구는, (40)에서 알 수 있듯이,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논항이 아니라 부가어로 파악되는데, 그 문장 성분을 뒤에 나오는 

절을 수식하는 ‘부사어’라고 하기도 힘들다. 또한, ‘-가’나 ‘-를’이 할당된 명사구가 

주제어로 실현된다는 유동석(1998)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39)의 명사구들은 

‘주제어’로 파악될 수가 없는데, ‘-가’나 ‘-를’이 쓰인 명사구가 그 문장에 의해 진술

되는 ‘언급대상성’(aboutness)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39)

의 밑줄 친 명사구들은 뒤따르는 진술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로 해석되며, 기존

의 문법에서 제시된 문장 성분들 중의 어떤 하나로 파악되지 않는다.59) 이와 같은 

‘-가’와 ‘-를’의 쓰임 역시 이들 조사가 구조적으로 할당된 ‘격’을 나타내기 위한 무

의미한 ‘격 표지’가 아니라 일정한 의미를 가진 ‘보조사’로서 파악할 때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로, 한국어에서는 조사 ‘-에’, ‘-에서’, ‘로’ 다음에 ‘-가’나 ‘-를’이 나타날 수 

있는데, ‘구조격’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59) 한국어에서 ‘-가’가 쓰인 명사구가 ‘원인’이나 ‘근거’로 해석되는 부가어로 판단되는 경

우는 위와 같이 극히 예외적인 일부 구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갑갑하다, 놀

랍다, 노엽다, 슬프다, ...’와 같은 일부 ‘심리 형용사’는 그 형용사로 서술되는 심리 상태

의 ‘원인’을 나타내는 명사구나 명사절에 조사 ‘-가’가 쓰일 수 있으며, 생략이 가능하고, 

그 명사구나 명사절의 내용이 부사절로 표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심리 형용사를 유현경

(1998)에서는 ‘원인 심리 형용사’라고 하면서, ‘원인’을 나타내는 명사구나 명사절을 일종

의 부가어로 처리하 다. ‘원인 심리 형용사’의 여러 가지 통사적 특징에 대해서는 유현

경(1998, 51∼92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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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a. 그가 고향- {
에-를에

을} 갔었다. (남기심 1991에서 인용)

b. 우리는 부산- {
에서-가에서

이} 가장 힘들었다.  (홍재성 1990에서 인용)

c. ... 감연히 나서야 할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
으로-만-이으로-가으로

이} 구원이 있다고 
고집하는 기독교인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23)

(41)의 명사구들은 조사 ‘-에’, ‘-에서’, ‘-로’가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고, 이들 조사

에 ‘-가’와 ‘-를’이 덧붙을 수도 있으며, ‘-가’와 ‘-를’이 단독으로 쓰일 수도 있는데, 

‘-가’나 ‘-를’을 무의미한 ‘구조격 표지’라고 보는 관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적

절한 설명을 제시할 수 없다.60)

만일 ‘-가’나 ‘-를’이 구조적으로 할당된 ‘주격’이나 ‘목적격’을 나타내기 위한 무

의미한 ‘격 표지’라면, 이들 조사가 다른 조사와 중첩되어 쓰일 때의 통사구조적 

조건과 단독으로 쓰일 때의 통사구조적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텐데 그에 대

한 합리적 설명을 찾을 수가 없다.61) ‘-가’와 ‘-를’을 ‘구조격 표지’로 처리한 김귀화

60) 연세 말뭉치에서는 조사 ‘-에’, ‘-에서’, ‘-로’ 다음에 ‘-이’가 결합한 예가 많이 나타나는

데, ‘-로’ 다음에 보조사 ‘-만’과 ‘-이’가 결합한 예의 일부를 더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러한 예들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3장을 참조.

(i) a. 단결은 어느 한 단체가 주도권을 잡고 다른 한 단체를 합류하는 형태-로-만-

이 가능했지 근간에 있었던 ... (16)

b. 여자들은 처로서 또는 딸로서의 자격-으로-만-이 간주될 것이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직계비속들은 외손이라 하여 ... (24)

c. 한 사회는 그 어떤 지독한 사상의 철갑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감의 끈-으로-

만-이 가장 자연스러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7)

61) 유동석(1993, 1998), 김용하(1999) 등에서는 조사 ‘-가’나 ‘-를’이 다른 조사와 중첩되어 

쓰이는 현상에 대한 언급 자체를 찾을 수 없다. ‘-가’와 ‘-를’이 각기 명사구로 하여금 

‘주격’과 ‘목적격’을 가지도록 한다는 관점의 허웅(1983, 1995)에서는 (41)에서처럼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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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1994)에서는 (41)과 유사한 문장들인 ‘나무-에-가 꽃이 피었다/나무-가 꽃이 

피었다’에서의 ‘-가’를 초점화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조사 ‘-에’가 있을 경우

에는 그 명사구가 유도된 주어로 분석되지 않고 여전히 ‘부사어’로 분석되며, ‘-가’

만이 나타날 때(‘나무가’) 유도된 주어로 분석된다고 하 다.62) 이러한 설명은, 조

사 ‘-가’가 ‘주격 표지’이지만 언제나 ‘주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으로서, 

‘-가’가 쓰인 명사구가 ‘주격 부사어(?)’와 ‘주격 주어’ 두 가지의 문장 성분이 있다

는 결과를 가져 온다.63) 이는 한국어에서 하나의 ‘격 표지’가 둘 이상의 ‘문법적 관

계’(문장 성분의 기능)와 관련된다는 것으로서, 한국어에서는 ‘문법적 관계’와 ‘격 

표지’의 일대일 대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42) a. 그가 고향- {
에-를/는/도에

을/은/도} 갔었다.

b. 우리는 부산- {
에서-가/는/도에서

이/은/도} 힘들었다.

c. ... 그리스도의 이름- {
으로-가/는/도으로

이/은/도} 구원이 있다고 고집하는 ...

그런데, (42)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조사 다음에서 나타나는 조사 ‘-가’나 ‘-를’

의 쓰임은 보조사 ‘-는’이나 ‘-도’와 평행한 행태를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들 

‘-를’이 다른 조사 다음에 나타날 때는 ‘군더더기’(강조)로 쓰인 것으로 처리하고, 단독으

로 나타날 때만 ‘주어’나 ‘목적어’로 처리하 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결국 조사 ‘-가’

나 ‘-를’이 쓰인 명사구가 각기 ‘주어’이거나 ‘목적어’일 때만 조사 ‘-가’나 ‘-를’이 ‘격조

사’이고 그 명사구의 문장 성분이 주어나 목적어가 아닐 때는 ‘격조사’가 아니라는 설명

에 다름 아니다. 즉, 명사구의 문법적 관계가 ‘조사’에 의해서 파악되지 않음을 의미할 

뿐이다.

62) 김귀화(1988/1994), 77쪽 참조.

63) 김귀화(1988/1994)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설명을 ‘-를’에도 적용시키면, ‘목

적격 부사어’와 ‘목적격 목적어’도 존재하게 된다. 이것도 ‘격’과 ‘문법적 관계’가 무관함

을 보여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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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모두 같은 계열(보조사)이며, ‘-가’와 ‘-를’이 일정한 의미를 가진 ‘조사’인 것

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여섯째로, 홍재성(1990)에서 지적되었듯이 분열문의 초점 위치에서 ‘-가’와 ‘-를’

은 다른 조사들과 달리 나타날 수 없는데, ‘구조격’은 이를 설명할 수 없다.

(43) a. 가장 먼저 온 것은 철수- { ∅
*가}- 다. (홍재성 1990에서 인용)

a'. 철수-가 가장 먼저 왔다.

b. 철수가 가장 먼저 만난 것은 이- { ∅
*를}- 다.

b' 철수가 이-를 가장 먼저 만났다.

(44) a. 이가 간 것은 학교-에- { ∅
*를}- 다.

a'. 이가 학교-에/∅-를 갔다.

b.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부산-에서- { ∅
*가}- 다.

b'. 우리가 부산-에서/∅-가 가장 힘들었다.

(43)과 (44)에서 볼 수 있듯이, ‘-가’와 ‘-를’은 분열문의 초점 위치에서 결코 나타나

지 않는 반면에 조사 ‘-에’나 ‘-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 특히 (44)에서처럼 단문에

서 다른 조사와 중첩되어 쓰일 수 있는 경우에도 ‘-가’와 ‘-를’은 분열문의 초점 위

치인 ‘이다’ 앞에서 결코 나타나지 못한다.64) ‘구조격’ 논의에 따르면, 분열문의 ‘이

다’는 ‘-가’와 ‘-를’은 물론 ‘-에’와 ‘-에서’ 등의 쓰임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위와 같은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힘들다.

일곱째로, ‘구조격’은 피동 구문이나 ‘피해 동사’ 구문, 중립 동사 구문 등에서 

나타나는 조사 ‘-가’와 ‘-를’의 대응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65)

64) (44a', b')에서의 ‘-가’나 ‘-를’이 강조의 의미로 쓰 다는 설명은 이들 조사가 ‘격 표지’

가 아님을 보여 주는데, 분열문 구성에서 조사 ‘-는’이나 ‘-도’ 역시 ‘이다’ 앞에 쓰이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가’나 ‘-를’이 ‘-는’이나 ‘-도’와 같은 계열의 조사임을 보여 주는 증

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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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a. 이가 철수에게 손목- {
이
을
∅} 잡혔다. (유현경‧이선희 1996에서 인용)

b. 수가 진이에게 발- {
이
을
∅} 밟혔다. (이선희 1999에서 인용)

(46) a. 수가 머리- {
가
를
∅} 다쳤다.

b. 아이가 뜨거운 물에 발- {
이
을
∅} 데었다.

(47) a. 철수가 눈물- {
이
을
∅} 썽거렸다.

b. 이가 가슴- {
이
을
∅} 두근거렸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45)의 피동 구문, (46)의 피해 동사 구문, (47)의 중립 동사 

구문은 동일 서술어가 요구하는 동일한 명사에서 조사 ‘-가’와 ‘-를’이 대응되는 현

상을 보인다. 이들 조사가 구조적으로 할당된 격을 표시하는 ‘격 표지’라는 관점은 

이들 문장을 구조가 다른 것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그와 같은 분석의 근거는 무엇

인지,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66)

65) 동일 서술어와 동일 명사가 쓰인 문장들에서 조사가 대응(교체)되는 현상에 대한 ‘구조

격’ 설명의 문제점은 유현경‧이선희(1996), 이선희(1999)도 참조. ‘피해 동사’는 임홍빈

(1979)을 따라 이선희(1999)에서 “주어 자리에 오는 명사항이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 구

조에서 피해나 향을 입는 개체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띠는” 일군의 동사로 

정의되어 있다. 

66) 유동석(1998)에서는 위와 같은 문장들에서 ‘-가’와 ‘-를’이 대응하는 명사구의 문장 성분

을 ‘보어’라고 하며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로 가르고 있을 뿐, ‘격’이 할당되는 통사 

구조의 차이에 대한 명시적 설명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분류는 다시 ‘목적격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있게 되는 또다른 문제를 가져온다. 이는 사실상 ‘격’과 문장 성분(문법

적 관계)의 체계적 대응이 없다는 것을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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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문제들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반복해서 지적되어 온 것인데, 조사 ‘-

가’와 ‘-를’을 문장의 통사 구조적 조건에 의해서 할당된 ‘격 조사/격 표지’로 보는 

관점으로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이 가능하지 않은 문제들이다. 이와 같이 

문제가 되는 ‘-가’와 ‘-를’의 쓰임을,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와 ‘-를’이 ‘주제 표지’라

고 하거나 ‘초점 표지’라고 함으로써 설명하려고 했는데, 2.2.4절에서 논의되듯이, 

그러한 설명 역시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67)

기존의 연구에서 제기된 위와 같은 문제들 외에도, 조사 ‘-가’와 ‘-를’은 구조적

으로 할당된 ‘격’을 나타내는 ‘구조격 표지’로 볼 수 없는 다음의 세 가지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주어의 속격 성분이 아니라 부가어의 속격 성분에 주격이 할당되는 예가 

있다.

67) 이러한 문제는 남기심(1986, 1990, 1991)과 홍재성(1986, 1987, 1990)의 일련의 연구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남기심(1991)에서는 조사 ‘-가’와 ‘-를’이 어휘적 의미가 있음을 

제시하면서 ‘구조격’ 또는 ‘기능격’으로 보는 관점에 문제가 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

다: “위에서 ‘-가, -를’이 반드시 주어, 목적어를 표시하는 것도 아니며 주어, 목적어가 

반드시 이들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이들은 다른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어휘적 

의미에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과 달리 순수한 통사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라고는 하기 어려우리라는 것, 조사의 생략 현상이 ‘-가, -를’에 고유한 것이 아니며, 이

들의 경우 그 생략이 의미의 변화를 수반하는 까닭에 반드시 생략이라 하기도 어렵고, 

다른 조사와의 결합에 있어서 차지하는 자리가 가장 뒷자리라는 점에 있어서도 그것이 

‘-가, -를’만의 고유한 현상이 아니라는 것 등을 논했다. 이로써 ‘-가, -를’만을 구조격 

또는 기능격이라 하고, 다른 격 조사들을 의미격이라 하여 이 두 가지를 구분하거나, ‘-

가, -를’ 이외의 격 조사들은 postposition이라 하여 어의 preposition에 대비시켜 달리 

취급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데 대한 재고의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홍재성(1990)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것 외에 조사 ‘-가’와 ‘-를’이 양태적 의미를 보이

는 예를 제시하면서 조사 ‘-가’와 ‘-를’을 기능후치사(구조격 조사)로만 간주하는 관점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양태후치사’일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홍재성

(1990)에서는 더 광범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조사 ‘-가’와 ‘-를’을 일단 기능후

치사(구조격 조사)와 양태후치사로 나누어 보는 관점을 채택하 다(각주 162), 167)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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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a. 연대-의 뒷산-에서 온천이 발견되었다.

a'. 연대-가 뒷산-에서 온천이 발견되었다.

b. 연대-의 뒷산-이 온천이 발견되었다.

b'. ?연대-가 뒷산-이 온천이 발견되었다.

(49) a.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썽거렸다.

a'. 철수-가 눈-에(서) 눈물이 썽거렸다.

b. 철수-의 눈-이 눈물이 썽거렸다.

b'. ?철수-가 눈-이 눈물이 썽거렸다.

(48)에서 볼 수 있듯이 ‘연대의’는 주어 ‘온천이’의 속격 성분이 아니라 부가어 ‘뒷

산에서’의 속격 성분이고, (49)에서 ‘철수의’는 주어 ‘눈물이’의 속격 성분이 아니라 

‘눈에’의 속격 성분이다. 그러나 (48b)와 (49b)에서 볼 수 있듯이 부가어의 속격 성

분에 조사 ‘-가’가 쓰일 수 있다. 이는 아래의 예들이 각기 (48)과 (49)와 동일한 의

미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50) a. ??#연대-의 뒷산-의 온천이 발견되었다.

a'. ??#연대-가 뒷산-의 온천이 발견되었다.

b. ??#연대-의 온천이 발견되었다.

b'. 연대-가 온천이 발견되었다.

(51) a. #철수-의 눈-의 눈물이 썽거렸다.

a'. #철수-가 눈-의 눈물이 썽거렸다.

b. #철수-의 눈물이 썽거렸다.

b'. 철수-가 눈물이 썽거렸다.

(50a, b)에서 볼 수 있듯이 ‘연대의’는 ‘온천이’의 속격 성분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51a, b)에서 ‘철수의’는 ‘눈물이’의 속격 성분으로 쓰이지 않는다. 

더욱이 (50b')와 (50b')는 ‘연대-가’와 ‘철수-가’는 이들 명사가 주어의 직접적인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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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성분이 아님에도 조사 ‘-가’가 쓰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어의 ‘지정

어’(specifier)가 ‘일치소’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을 해서 구조적으로 ‘주격’을 할당

받고 이를 ‘-가’가 ‘주격 표지’로서 표시한다는 설명이나, 주어의 속격 성분이 주어

의 지정어로서 겹지정어 구성을 형성하여 구조적으로 ‘주격’을 할당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적용되지 않는 예이다.68) 그러므로 이와 같이 부가어의 속격 성분에 조사 

‘-가’가 쓰일 수 있는 것은 ‘-가’를 구조적으로 할당된 ‘구조격 표지’로 파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한국어에는 주어를 나타내는 ‘주격 조사’에 해당하는 서로 다른 두 

조사가 동일한 명사구에 함께 나타나는 예가 존재한다. 아래의 예를 살펴 보자.

(52) a. 19세기에는 미국-에서-만-이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다.69) (053)

b. ??#19세기에는 미국-에서-가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다.

c. 19세기에는 미국-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다.

d. 19세기에는 미국-이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다.

(53) a. 김 선생님-께서-만-이 그 사실을 아셔.

b. ??#김 선생님-께서-가 그 사실을 아셔.

c. 김 선생님-께서 그 사실을 아셔.

d. 김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아셔.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가’ 외에도, 주어로 쓰인 명사구의 의미적 특징에 따라

서, 단체 명사일 때는 ‘-에서’가, 존대의 대상일 때는 ‘-께서’가 쓰일 수 있는데, 전

통적으로 이들 조사는 ‘주격 조사’로 분류되어 왔다.70) 이는 (52c)와 (53c)에서 볼 

68) 겹지정어 가설과 그에 따른 ‘격 중출’ 현상에 대한 설명은 김용하(1999)의 289∼305쪽 

참조.

69) ‘미국-에서-만-이’보다는 ‘미국-에서-만’이 더 자연스럽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는 조사 

‘-만’과 ‘-이’의 의미적 특성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70) 2.1절에서 제시된 세 가지 유형의 문법 론에서 ‘-가’, ‘-에서’, ‘-께서’는 모두 ‘주격 조사’

로 분류되어 있다. 서정수(1996)에서도 위의 세 가지 조사를 모두 ‘주어 표지’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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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조사 ‘-에서’나 ‘-께서’가 단독으로 명사구에 쓰일 수 있고 (52d)와 (53d)

에서처럼 조사 ‘-가’와 대응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런데, (52a)와 

(53a)의 경우에는 주어로 판단되는 명사구에 주어를 나타내는 ‘주격 표지’ ‘-에서’나 

‘-께서’가 쓰 는데도, 보조사 ‘-만’ 다음에 다시 주어를 나타내는 또 다른 ‘주격 표

지’ ‘-가’가 쓰이고 있다.

만일 이들 조사가 모두 구조적으로 할당된 ‘주격’을 표시하는 ‘주격 표지’라면, 

(52a)와 (53a)에서 ‘미국-에서-만-이’와 ‘김 선생님-께서-만-이’는 동일한 명사에 ‘주격 

표지’가 두 번 쓰 으므로 ‘주격’이 두 번 할당된 것으로 분석되어야 하는 기묘한 

문장이다. 즉, 이들 조사가 ‘구조격 표지’라는 관점이 타당하다면, (52a)와 (53a)에

서는 ‘주격’이 동일한 명사구에 두 번 할당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는 

기존의 논의에서는 제시된 적이 없는 또 다른 유형의 ‘주격 중출’ 구문인데, 한 번 

‘격’을 할당받은 명사는 다시 ‘격’을 할당받을 수 없다는 ‘구조적 격 할당’의 관점으

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다. 또한, 서로 다른 ‘격 할당자’에 의해 상이한 

명사구에 ‘주격’이 할당된다는 식의 ‘주격 중출’ 구문에서의 ‘격 할당 원리’도 적용

되지 않는 현상이다. 즉, 위의 예는 서로 다른 명사구가 각기 다른 ‘격 할당자’에게

서 ‘주격’을 할당받는 ‘주격 중출’이 아니라, 이미 ‘주격’을 할당 받은 명사구가 다

시 ‘주격’을 할당받는 지극히 예외적인 현상인데, 동일 명사구에 ‘주격’이 두 번 할

당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구조격’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주격’이 한 번 할당된 것으로 파악한다 해도, 왜 

하나의 명사구에 두 개의 ‘주격 표지’가 나타날 수 있는지,71) (52b)와 (53b)에서 볼 

면서, ‘-에서’는 종래에는 흔히 쓰이는 것이었으나 현대어에서는 점차 사라지는 경향에 

있다고 하 다. 그리고 일본어에서도 ‘-에서’에 해당하는 ‘de’가 ‘주어 표지’로 쓰이는 일

이 있음을 언급하 다.

      이 연구에서는 ‘-에서’와 ‘-께서’ 역시 ‘주격 조사’가 아니라 일정한 의미를 가진 조사

로 간주하는데, ‘행위가 시작하는 장소(출발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리고 이러한 의미 때문에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와 함께 쓰여 서술어가 동사인 구문의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1) 특히, ‘김 선생님-∅ 그 사실을 아셔’와 같이 ‘주격 표지’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고려

할 때, ‘구조격’에 의한 설명은 하나의 명사구에서 ‘주격 표지’가 세 가지 유형―하나의 



- 52 -

수 있듯이 ‘-에서’나 ‘-께서’와 ‘-가’의 직접적인 결합은 가능하지 못한데 왜 그러한

지를 설명할 수 없다.72) 더욱이 (52)와 (53)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주격 표지’

만이 쓰일 수도 있는데, 왜 두 개의 ‘주격 표지’가 나타나는지, 왜 ‘-에서’나 ‘-께서’

가 쓰이기도 하고 ‘-가’가 쓰이기도 하는지? 왜 한국어에는 ‘주격 표지’가 세 가지

가 존재하는지? 

이러한 문제들 외에도, 조사 ‘-에서’나 ‘-께서’의 경우에는, 이들 조사도 중출이 

가능하며 이들 조사의 중출 구문이 ‘-가’ 중출 구문과 평행한 행태를 보이며, 아래

와 같이 선행 명사구와 후행 명사구에 동일한 ‘조사’가 쓰일 수도 있고 다른 ‘조사’

가 쓰일 수도 있는데 다른 조사가 쓰인 경우에 이를 ‘격 중출’로 파악해야 하는지 

아니면 ‘격 중출’이 아닌 것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

의 문제가 있다.

(54) a. 미국- {
에서(-만-이)이} 19세기에 몇 개 주- {

에서
가}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

다. (053)

a'. 19세기에 미국-의 몇 개 주- {
에서
가}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다.

b. 미국-에서 19세기에 몇 개 주-가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다.

c. 미국-이 19세기에 몇 개 주-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다.

명사구에 ‘주격 표지’가 없는 경우, ‘주격 표지’가 하나인 경우, ‘주격 표지’가 둘인 경

우―으로 실현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72) 조사 ‘-에서’가 ‘주격 표지’가 아니라고 주장함으로써 명사구에 ‘주격 표지’가 한 번 나

타난 것으로 처리하고자 할 수 있는데, 이는 명사구가 주어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는 

‘-에서-가’가 가능하지만((41b) 참조), (52)에서처럼 주어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에서-

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로 잘못임이 입증된다. 마찬가지로 ‘-께서’를 ‘주격 표지’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부모님이 어느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가 되셨다’와 같이 ‘보

어’를 나타내는 명사구에는 ‘-께서’를 쓸 수 없지만 ‘부모님-께서/이 어느새 할아버지 할

머니가 되셨다’와 같이 ‘주어’를 나타내는 명사구에는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역시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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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a. 김 선생님- {
께서(-만-이)이} 시골에 노모- { ?

께서
가} 계셔.

a'. 시골에 김 선생님-의 노모- { ?
께서
가} 계셔.

b. 김 선생님-께서 시골에 노모-가 계셔.

c. 김 선생님-이 시골에 노모-께서 계셔.

(54a)에서는 조사 ‘-에서’가 중출할 뿐만 아니라 ‘-에서’가 쓰인 명사구에 다시 ‘-가’

가 중첩되어 쓰일 수 있음을, (55a)에서는 ‘-께서’의 중출과 ‘-께서’가 쓰인 명사구

에 다시 ‘-가’가 중첩될 수 있을 보여 준다. 이들 문장은 서로 다른 ‘주격 표지’가 

하나의 명사구에 나타나면서 또 다른 명사구에도 ‘주격 표지’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예문은, ‘격 중출’ 현상에 대한 기존의 ‘구조격’에 의한 설명에 따른

다면, 한 문장 안에서 하나의 ‘격 할당자/격 점검자’가 동일 명사(구)에 ‘주격’을 두 

번 할당/점검하고 또 다른 ‘격 할당자/격 점검자’가 다른 명사구에 ‘주격’을 한 번

만 할당/점검받아야 한다는 식의 분석도 가능하고, 혹은 하나의 명사구가 서로 다

른 두 개의 ‘격 할당자/격 점검자’에게 각기 주격을 할당/점검받고 또 다른 명사

구는 제 삼의 ‘주격 할당/격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식의 분석도 가능하다. 게

다가 하나의 ‘격 할당자/격 점검자’가 하나의 명사구에는 ‘주격’을 두 번 할당하고, 

다른 명사구에는 ‘주격’을 한 번 할당한다는 식의 제 삼의 분석도 가능하다. 그런

데 문제는, 어느 분석이 타당하며,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조적 격 할당 이

론은 설명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기존의 문법에서 ‘주

격 표지’라고 했던 ‘-가’, ‘-에서’, ‘-께서’를 ‘구조격 표지’로 파악할 수 없으며, 이들 

조사가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세 번째로 조사 ‘-가’와 ‘-를’이 구조적으로 할당되는 ‘격’을 표시하는 무의미한 

‘격 표지’가 아님을 보여 주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주어나 목적어로 파악되는 

명사구에 ‘주격 조사’나 ‘목적격 조사’가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예들이 있다.

한국어에는 부정대명사 ‘아무’가 있는데, 부정 대명사 ‘아무’는 홀로 쓰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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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주로 보조사 ‘(이)나’, ‘-도’ 등과 함께 쓰인다. 부정 대명사 ‘아무’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인 특정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는 경우에, 조사 ‘-에게’, ‘-(으)로’, ‘-에

서’ 등이 부정 대명사 ‘아무’와 ‘보조사’ 사이에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보조사’ 앞에 이들 조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비문이 되거나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된다.

(56) a. 근무자들이 아무- {
에게
*∅}-나 반말을 한다. (36607)

b. 그러한 환 은 그 여자의 생활 속에 깊숙이 배어 있어서 아무것- {
으로
*∅}-도 바

꿀 수 없었다. (03699)

c. 아이들을 아무것- {
에서
*∅}-도 보호해 줄 수 없어 두려워요. (20523)

이와는 달리, 부정 대명사가 ‘주어’나 ‘목적어’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57)과 (58)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대명사와 보조사 사이에 조사 ‘-가’와 ‘-를’이 결

코 나타나지 못한다.73)

(57) a. 요즘은 아무- { *
가
∅}-나 대학에 간다.

a'. 요즘은 아무- { *
가

*∅} 대학에 간다.

b. 아무것- { *
이
∅}-도 교실에 남아 있지 않았다.

b' 아무것- { *
이

*∅} 교실에 남아 있지 않았다.

(58) a. 철수는 아무- { *
를
∅}-도 만나지 않았다.

73) 남기심(1991, 4.3절)에서도 아래와 같은 예를 제시하면서 ‘아무 것’은 어느 문장에서도 

목적어로서 조사 ‘-를’을 취하지 않음을 지적하 다.

    (i) 철수는 아무 것-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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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철수는 아무- { *
를

*∅} 만나지 않았다.

b. 철수는 아무것- { *
을
∅}-이나 잘 먹는다.

b'. 철수는 아무것- { *
을

*∅} 잘 먹는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 대명사가 ‘주어’나 ‘목적어’인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할

당된 ‘주격 표지’ ‘-가’나 ‘목적격 표지’ ‘-를’이 부정 대명사와 ‘보조사’ 사이에 나타

나지도 못하고, 단독으로 나타나지도 못한다. 또한, 부정 대명사 ‘아무’는 조사 없

이 쓰이지도 못한다.74) 만일 구조적으로 할당된 ‘주격’과 ‘목적격’을 ‘격 표지’ ‘-가’

와 ‘-를’이 표시하는 것이라면, (57)과 (58)의 예문에서 주어와 목적어에 조사 ‘-가’

와 ‘-를’이 나타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조사 없이 쓰이지 못할 이유도 없

다.75) 그러나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보조사 함께 쓰이건 단독으로 쓰이건 간에 부

정 대명사 ‘아무’에 조사 ‘-가’나 ‘-를’이 쓰이면 비문이 되고, 부정 대명사 ‘아무’에 

아무런 조사가 쓰이지 않아도 비문이 된다.76)

이와 같이, ‘주격 표지’와 ‘목적격 표지’라고 일컬어지는 조사가 나타나도 비문

이고, (‘부정격’이 실현되어) 아무 조사가 없어도 비문이 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주격’, ‘목적격’이 할당되어 이를 어휘적 의미가 없는 ‘격 표지’인 ‘-가’와 ‘-를’이 나

타낸다는 ‘구조격’의 설명이 전혀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준다.77) 이러한 현상은 조

74) ‘아무 사람, 아무 물건’과 같이 명사 앞에서 나타나는 ‘아무’는 기존의 연구들을 따라 부

정 대명사가 아니라 ‘부정 관형사’로 파악한다.

75) 인구어인 독일어에서는 부정대명사의 경우에도 격 변화가 나타난다.

76) ‘부정 대명사’와, 아래에서 제시되는, 의문 대명사가 ‘부정칭’을 뜻하는 경우에 조사 ‘-

가’와 ‘-를’이 쓰일 수 없다는 것은 ‘서술절’을 설정하는 관점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문제

이다. 예를 들어, ‘요즘은 아무-*가(-나) 돈-이 많다’와 ‘요즘은 사람들-이 돈이 많다’를 

비교해 보라.

77) 유동석(1998)의 ‘격 표시 원리’에 따르면 주격은 할당될 수도 있고 할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 는데, 부정 대명사 ‘아무’의 경우에는 주격이 할당될 수도 없고 할당되지 않

을 수도 없다. 이는 유동석(1998)에서 제시된 ‘격 표시 원리’가 타당하지 않으며,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명사구는 ‘부정격(무표격)’이라는 설명 역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곧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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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가’나 ‘-를’이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가 ‘부정(지정하지 않음)’이라

는 의미를 가진 부정 대명사 ‘아무’와 의미적으로 상충되기 때문에 쓰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도록 한다.78)

이와 같은 현상은 의문 대명사 ‘누구’나 ‘무엇’이 ‘부정 대명사’로 쓰이는 경우에

서도 확인된다.79)

(59) a. 요즘은 누구- { *
가
∅}-나 대학에 간다.

a'. 요즘은 누(구)- { *
가

*∅} 대학에 간다.

b. 그 무엇- { *
이
∅}-도 교실에 남아 있지 않았다.

b' 그 무엇- { *
이

*∅} 교실에 남아 있지 않았다.

(60) a. 철수는 누구- { *
를
∅}-나 만나지 않는다.

a'. 철수는 누구- { *
를

*∅} 만나지 않는다.

b. 철수가 무엇- { *
을
∅}-이나 잘 먹는다.

b'. 철수가 무엇- { *
을

*∅} 잘 먹는다.

한국어에서 의문 대명사는 (59a, b)와 (60a, b)에서 볼 수 있듯이 보조사와 함께 

‘부정칭’을 나타내는 부정 대명사로 쓰일 수 있는데, ‘부정칭’을 의미할 때는 (59)와 

할당’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78) 이에 대해서는 3.1절과 3.2절을 참조.

79) 최현배(1937/1983)에서는 ‘누구’나 ‘무엇’은 본래 의문 대명사가 아니라 ‘안잡힌 대이름씨

(부정 대명사)’이며, 물음(의문)은 부정 대명사의 용법의 하나라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누구’나 ‘무엇’이 부정 대명사(더 정확히는, 현대 문법 이론의 용어로 ‘비한정 대명

사’(indefinite pronoun))라는 최현배(1937/1983)의 관점에 동의하지만, 편의상 ‘의문 대명

사’가 ‘부정칭’을 나타낼 때는 ‘부정 대명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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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가’나 ‘-를’이 쓰일 수 없다.80) 즉, ‘누구’나 ‘무엇’이 

‘부정칭’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할당된 ‘주격’이나 ‘목적격’이 무의미한 

‘주격 표지’와 ‘목적격 표지’로 표시될 수 있다는, ‘구조격’ 관점의 설명이 적용될 

수 없다.81) 이러한 현상은 ‘-가’나 ‘-를’의 쓰임이 명사의 의미적 특성과 관계가 있

으며, 이들 조사가 의미가 없는 ‘구조격 표지’로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의

미를 가진 ‘보조사’로 분석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이처럼, 주어나 목적어로 판단되는 명사구에 조사 ‘-가’와 ‘-를’이 쓰일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일상 대화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61) 너 점심 먹었어? (단순 사실에 대한 질문으로)

a. 응, 나 점심 먹었어/아니, 나 점심 안 먹었어.

80) 의문 대명사 ‘누구’나 ‘무엇’이 ‘부정칭’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부정 대명사 ‘아무’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주어’나 ‘목적어’가 아닌 다른 문장 성분으로 쓰일 때는 조사 ‘-에(게)’, 

‘-로’ 등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며, 조사가 쓰이지 않으면 비문이 되거나 전혀 다른 뜻으

로 해석된다.

      (i) a. 철수는 누구/아무-*∅/에게-나 인사를 한다.

b. 이의 마음은 무엇/아무것-*∅/으로-도 바꿀 수 없었다.

      이와는 반대로, 신창순(1975)과 남기심(1991)에서 지적한 것처럼, 의문 대명사가 쓰인 

의문문의 경우에는 ‘누구’나 ‘무엇’ 등에 보조사 ‘-는’, ‘-도’, ‘-만’ 등이 쓰이지 못하고 반

드시 조사 ‘-가’나 ‘-를’이 쓰여야 한다는 사실도 ‘-가’와 ‘-를’이 무의미한 ‘구조격 표지’

라는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81) 아래와 같이 평서문에서 ‘누구’나 ‘무엇’에 조사 ‘-가’나 ‘-를’이 쓰일 수도 있는데, 이러

한 경우에는 ‘누구’나 ‘무엇’이 ‘부정칭’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에게 확인되지 않은 

대상을 나타내거나, 화자는 알고 있으나 청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대상을 나타내는 것

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시 논의한다.

    (i) a. 지금 밖에 누(구)-가 왔다.

b. 그는 누구-를 만나러 외출했다.

    (ii) a. 이 안에 무엇-이 들어 있군요.

b. 그는 방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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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응, 내-가 점심 먹었어/#아니, 내-가 점심 안 먹었어.

c. ??#응, 나 점심-을 먹었어/??#아니, 나 점심-을 안 먹었어.

d. #응, 내-가 점심-을 먹었어/#아니, 내-가 점심-을 안 먹었어.

(62) a. 너(-∅/가/는) 뭐 샀니? (김지은 1991, (62))

b. 나(-∅/*가/?는) 옷 한 벌 샀어.82)

b'. #나 옷 한 벌-을 샀어.83)

82) 김지은(1991)에서는 주어 이외의 성분이 의문사로 되어 있는 의문문이 선행될 때 대답

에서 주어가 조사 없이 쓰일 수 있는데, 선행문 주어의 조사 형태는 대답하는 문장 주어

의 조사 형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 다. 문법성 판단은 김지은

(1991)에 따른 것이다.

83) (62b')는 김지은(1991)에서 제시되지 않은 문장인데, 대답에서 목적어 ‘옷 한 벌’에 ‘강

세’ 없이 조사 ‘-를’이 쓰이면 (62a)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부적절한 화용적 비문으

로 판단된다. (62b')는 ‘옷 한 벌’에 ‘강세’를 주면 용인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옷 몇 벌

을 샀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목적어로 단순히 ‘옷’이 쓰일 경

우에는 ‘나 옷-을 샀어’와 같이 목적어에 조사 ‘-를’이 쓰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명사 ‘옷’의 의미적 특성과 발화 맥락에 따른 것으로 3.2절에서 논의한다.

      또한, 김지은(1991)에서는 (62a)에서 조사 ‘-가’가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 는데, 

조사가 쓰이지 않거나 ‘-는’이 쓰인 경우와는 달리, “네-가 뭐 샀니?↗”와 같이 말끝을 

올리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아무것도 사지 않았을 것이다”의 함축을 가지는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리고 김지은(1991)에서는 선행 의문문 주어의 조사 형태가 대답 문장의 주어의 조

사 형태와 무관하다고 하 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i) a. 너-는 뭐 샀니? (대조의 의미로)

b.  나-∅ 옷 한 벌-∅/을 샀어.

b'. #내-가 옷 한 벌-∅/을 샀어.

b". 나-는 옷 한 벌-∅/을 샀어.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선행문의 주어에 조사 ‘-는’이 쓰여서 ‘대조’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

우에는, 후행문 주어에 조사 ‘-가’만이 쓰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위의 

(62b')와는 달리, 목적어에 조사 ‘-를’이 쓰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가 일정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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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a. 거기 생선회 한 번 싱싱한 거 내대요. 아, 제가 사요, 제가. 형님 보구 돈 내란 

소리 안해요. (김미형 1990, (25))

b. 싫어. 나(-∅/는/#가) 그런 데서 먹으면 배탈 나.84)

(61b, c, d)에서 볼 수 있듯이, ‘나’는 주어이지만 ‘주격 표지’ ‘-가’가 쓰일 수 없고, 

‘점심’은 목적어이지만 ‘목적격 표지’ ‘-를’이 쓰이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62)와 

(63)에서도 확인된다. 이와 같이 조사 ‘-가’와 ‘-를’이 발화 맥락에 따라서 주어와 

목적어에 쓰이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 조사가 무의미한 ‘구조격 표지’가 아님을 입

증한다. 조사가 구조적으로 할당된 격을 표시하는 단순한 ‘표지’여서 발화 상황에 

따라 생략된 것이라면, 언제라도 복원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가 발화 

맥락에 따라 복원될 수도 있고 복원되지 않은 수도 있다는 것은, 이들 조사가 의

미가 없는 ‘구조격 표지’가 아니라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의미가 발화 맥

락과는 양립가능한가에 따라 그 실현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조격’ 관점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기된 일곱 

가지 문제와, 주어의 속격 성분이 아닌 부가어의 속격 성분에 조사 ‘-가’가 결합되

는 현상의 문제점, 동일한 명사구에 ‘구조격’이 두 번 할당되는 것으로 분석해야 

하는 현상의 문제점, 주어나 목적어로 분석되는 명사구에 조사 ‘-가’나 ‘-를’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현상들의 문제점을 설명할 수 없다.85) 특히, ‘주어’에 조사 ‘-가’가 

쓰일 수 없고, ‘목적어’에 조사 ‘-를’이 쓰이지 못하는 예문의 존재는, 이들 조사를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 조사/격 표지’로 보는 관점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구조적 격 할당 이론’의 문제는, 2.1절에서 살펴 본 전통 문법에서의 

‘격’과 ‘조사’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안고 있는 문제와 함께, 한국어에는 문법적 

84) 김미형(1990: 51)에서는 ‘난’을 ‘내가’로 표현해도 자연스러운데 주술 관계가 바뀐다고 

하 으나, 필자의 직관으로는 조사 ‘-가’가 쓰이면 비문으로 판단된다.

85) 이러한 문제들은 ‘격’이 문장의 구조적 형상에 따라 할당된다는 어떠한 유형의 논의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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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 관계에 따른 ‘구조격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데, 위

에서 제시된 문제를 중심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격’의 할당 원리에 근거가 없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조격’ 관점

은 한국어에 ‘구조격’을 할당하는 ‘격 할당자/격 점검자’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가

정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제시되지 못한다. 왜 한국어에서는 여러 

가지 ‘격 할당자’가 동일한 ‘격’을 할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수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한 근거가 타당하지 않으며, 왜 ‘격’은 있는데 ‘격 표지’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근거도 없다.

다음으로, ‘구조격’ 관점을 따른다 해도 ‘격’의 문법적 기능이 파악되지 않는다. 

‘구조격’이 할당된 명사(구)의 문법적 관계(기능)는 단일하지 않으며 그와 관련된 

일정한 문법 현상이 관찰되지도 않는다. 동일한 ‘격’이 여러 가지 기능으로 분석되

는 근거로서 제시된 것들은 통사적인 것이 아니라 의미‧화용적인 근거들이며, 그 

의미‧화용적 근거들조차도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86) 이는 ‘구조격’으로 설명되어 

온 ‘격’이 통사적 범주가 아니라는 것, 명사의 문법적 관계(기능)가 ‘격 표지’의 유

무나 종류와 관계 없이 파악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조사’가 쓰이지 않

은 명사(구)가 ‘부정격(무표격)’을 가진다는 설명 역시 문법적 관계와 ‘격’이 무관하

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구조격 표지’라는 ‘-가’나 ‘-를’이 명사(구)에만 쓰이지 않고, 동사의 활용

형이나 부사, 조사 ‘-에’나 ‘-에서’ 다음에도 쓰인다. 이러한 쓰임의 ‘-가’나 ‘-를’을 

‘격 표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주장이 성립하려면 그 문장 성분

에 ‘격’이 할당되지 못함을 보여야 하며 그 근거는 ‘구조적’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구조격’이 할당된다고 할 수 있는 ‘주어’나 ‘목적

어’에 ‘-가’나 ‘-를’이 쓰이지 못하는 문장이 존재한다. 문장의 구조적 조건에 의해

서 ‘격’이 할당되고 ‘조사’가 이를 나타내는 의미가 없는 ‘구조격 표지’라면, 그 격

이 할당된 명사에서는 언제라도 그 조사가 쓰일 수 있어야 하는데도, 조사의 쓰임

86) 이에 대해서는 2.2.3절과 2.2.4절을 참조.



- 61 -

이 명사의 의미적 특성이나 발화 맥락에 따라 제약을 보인다. 이는, 이들 조사가 

‘문법적 관계(기능)’를 표시하는 무의미한 ‘격 표지’가 아니라 일정한 의미를 가진 

‘조사’이며, 조사의 의미적 특성이 명사의 의미적 특성이나 발화 매락에 따른 문장

의 의미와 조화될 수 있느냐에 따라 조사가 실현되는 것임을 뜻한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조사 ‘-가’와 ‘-를’은 구조적으로 할당된 ‘주격’과 ‘목적격’을 

나타내는 ‘구조격 표지’가 아닌 것으로 분석되며, 한국어는 ‘문법적 관계(기능)’를 

표시하는 통사적 ‘격 범주’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특정한 명사나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서 조사 ‘-가’나 ‘-를’이 쓰이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 조사를 ‘구

조격 표지’가 아니라 일정한 의미를 가진 ‘조사’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 

준다.

2.2.2 사격

Chomsk식의 생성 문법에 기반을 둔 연구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구조격’

과 대비되는 것으로 조사 ‘-에’, ‘-에서’, ‘-로’가 쓰이는 명사에 ‘사격’ 혹은 ‘내재격

(어휘격, 고유격)’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 없

다. ‘사격’도 ‘구조격’과 비슷한 문제점을 보이는데, ‘사격’ 설정에 타당성이 없는 것

으로 판단되는 근거를 제시한다.

먼저 ‘사격’이라고 하는 것에서 ‘격 표지’를 찾을 수 없다. 인구어에서는 ‘전치

사’가 지배하는 명사구에서 특정한 ‘격 형태’를 찾을 수 있다. 어의 경우에는 ‘목

적격’이, 독일어의 경우에는 전치사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격 형태’가 나타난

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조사가 쓰인 명사(구)에서 조사의 종류에 따른 어떤 특

정한 ‘격 형태’가 나타나지 않아, ‘사격’이 있다는 형태적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특

히, ‘-에’, ‘-에서’, ‘-로’ 등을 후치사로 지칭하는 연구들에서는 이들 조사가 쓰인 명

사(구)를 ‘사격 명사(구)’라고 하는데, 후치사에 의해서 명사 ‘학교’에 할당된 ‘사격’

이라는 것이 ‘학교-에’, ‘학교-에서’, ‘학교-로’에서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다른 

것은 후치사일 뿐이지 명사의 형태가 아니다. 만일 이들 명사의 ‘사격’이 ‘무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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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이는 2장에서 제시한 ‘구조격’과 ‘무표격(혹은 부정격)’ 실현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가질 뿐이다.

다음으로, 조사(또는 후치사)가 ‘격 표지’라면, ‘조사’는 ‘격 할당자’가 될 수 없

으므로 ‘전치사’가 ‘명사’의 ‘격 형태/표지’를 결정하는 인구어의 ‘사격’과는 그 범주

가 다르고, 동사와의 구조적 지배 관계에 의해서 할당되는 격이라면 ‘사격’이 아니

라 ‘구조격’이므로 한국어에서 ‘사격’은 설정할 수 없다.87) 그러나 ‘구조격’은 앞에

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만일 한국어의 경

우에만 특이하게 ‘조사’가 ‘격 표지’이면서 ‘격 할당자’라고 할 수 있다 해도 이는 

인구어의 ‘사격’ 범주와 다르다.

세 번째로, ‘사격 표지’로 분류되는 조사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 논항에 쓰

이는 경우와 수의적 논항(부가어)에 쓰이는 경우에서 모두 동일한 의미와 비슷한 

문법 현상을 보여 주는데, 서술어와의 (구조적 지배) 관계에서 ‘격’을 설정하는 것

은 이들 조사의 공통적인 특성을 설명할 수 없다.88) 필수 논항에 쓰이는 경우와 

부가어에 쓰이는 경우의 조사를 모두 동일한 기능―명사의 의미적 역할을 나타내

는 기능―을 하는 ‘표지’로 본다면, 이른바 ‘사격 표지’의 조사들은 결국 서술어와

의 지배 관계에 의해서 할당된 ‘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일정한 통

사‧의미적 기능을 가진 범주일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어에서는 ‘사격’을 설정할 수 

없다.

네 번째로, 한국어에서 ‘사격’과 ‘사격 표지’를 인정해도, ‘사격 표지’로 분류되는 

조사가 그것이 쓰인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문법 현상을 보인다는 문

제가 있다. 이는 ‘사격 표지’로 지칭되어 온 조사를 ‘구조격 표지’로 본다 해도 마

찬가지이다. 대표적인 경우로 ‘이동동사’와 관련된 현상을 살펴 보자.

87) 한국어에서 ‘사격’이 구조적 지배 관계에 의해 할당되는 것으로 파악한 관점은 강명윤

(1986)을 참조.

88) 김 희(1999)에서는 조사 ‘-에’, ‘-로’ 따위가 서술어의 논항에 쓰인 경우에는 동사로부

터 할당된 의미격을 표시하는 ‘격 표지’이지만, 부가어의 경우에는 ‘격 할당자(부여자)’이

자 ‘격 표지’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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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a. 철수가 학교-∅/에/*에게/로/를 갔다.

b. 철수가 학교-에-를/*에-로/*로-를 갔다.

c. 철수가 간 학교

d. 학교-∅/에/*에게/로/를 간 철수

(65) a. 철수가 내 책상-*∅/에/*에게/??*로/*을 가서 연필을 가져 왔다.

b. 철수가 내 책상-?에-를/*에-로/*로-를 가서 연필을 가져 왔다.

c. ??*철수가 간 (내) 책상

d. (내) 책상-*∅/에/*에게/*로/*을 간 철수

(66) a. 철수가 누이-*∅/*에/에게/*로/*를 갔다.

b. 철수가 누이-에게-를/에게-로/*로-를 갔다.

c. *철수가 간 누이

d. 누이-*∅/*에/에게/*로/*를 간 철수

(67) a. 반사적으로 손이 권총 손잡이-*∅/에/로/*를 갔다.

b. 반사적으로 손이 권총 손잡이-*에-를/*에-로/*로-를 갔다.

c. ??반사적으로 손이 간 권총 손잡이

d. ?권총 손잡이-*∅/에/*에게/로/*를 간 손

동사 ‘가다’와 같은 ‘이동동사’들은 이동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구에 쓰일 수 있는 

‘조사’가, (64)∼(67)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쓰

일 수 있는 형태가 다르며 어떤 ‘조사’가 본래의 ‘격 표지’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조사가 중첩되는 경우에 원래의 ‘사격’에 새로운 ‘사격’

이 할당된 것인지 아니면 중첩되어 쓰인 조사 모두가 하나의 ‘사격 표지’인지, 그

리고 왜 한국어에서는 그러한 것인지를 설명할 수 없다.89)

89) 김 희(1999)에서는 조사 실현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며느리가 친정-에/을/에를 

간다”와 “손님이 의자-에/*를/에를 앉는다”에서 조사 ‘-를’의 단독 실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전자와 달리 후자는 그 의미격이 동사로부터 직접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사격 표

지를 통해서 간접 부여되기 때문에 조사 ‘-를’이 단독으로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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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64b)∼(67b)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른바 ‘사격 표지’가 쓰인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조사의 중첩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처럼 명사의 의미

적 특성에 따라 ‘조사’의 사용 양상이 다른 것은 이들 조사가 서술어에 의해 내재

적으로 할당된 ‘사격/어휘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각기 고유한 ‘의미’를 가지

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부 연구에서도 ‘사격 표지’의 유형에는 그 표지(조

사)가 쓰인 ‘명사’의 의미적 특성이 관여할 수 있음이 지적되었는데,90) (64a, b)와 

(67a, b)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주어 명사의 경우에도 그 의미적 특성이 

‘사격 표지’라고 주장되는 ‘조사’의 쓰임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명사

의 의미적 특성에 따른 조사의 차이는 (64c)∼(67c)와 (64d)∼(67d)에서 볼 수 있듯

이 관계절의 형성과 거의 평행한 행태를 보여 준다. 이처럼 서술어의 논항으로 쓰

인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조사의 종류와 쓰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한

국어에서 이들 ‘조사’가 논항과 서술어의 지배 관계에 의해서 할당된 ‘격’을 표시하

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또한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는 ‘보조사’의 쓰임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사격 조사’가 동사에 의해 할당된 ‘격’을 나타내는 ‘표지’라는 설

명은 ‘보조사’의 단독 실현과 관련된 차이를 설명하지 못한다.

(68) a. 철수가 학교-∅/에/는/도/에는/에도 갔다.

b. 철수가 내 책상-*∅/에/*은/*도/?에는/?에도 가서 연필을 가져 왔다.

c. 철수가 누이-*∅/*에/에게/*는/*도/에게는/에게도 갔다.

d. 반사적으로 손이 권총 손잡이-*∅/에/*는/*도/에는/에도 갔다.

하 다(김 희 1999, 각주 6) 참조). 그러나, (1)∼(4)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를’의 단

독 실현의 차이는 서술어의 종류에 따른 ‘격 부여’의 차이가 아니라 그 서술어의 논항으

로 쓰인 명사들의 의미적 특성에서 기인한다. 이는, 김 희(1999)에서 조사 ‘-를’이 단독

으로 실현될 수 없는 예로 제시한 동사 ‘앉다’의 경우에도 ‘우리 이쪽 자리-에/를/에를 

앉자’와 같은 문장이 가능하며, 아래에서 제시하는 ‘보조사’의 단독 실현 역시 조사 ‘-를’

의 행태와 평행하다는 데에서도 확인된다.

90) 김 희(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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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동사가 쓰 지만 명사에 따라 실현될 수 있는 ‘보

조사’의 실현에는 차이가 나타나는데, 조사 ‘-에’가 장소를 나타내는 논항에 동사 

‘가다’와의 관계에 의해서 ‘의미격’이 할당되었음을 나타내는 ‘사격 표지’라는 설명

은, 각각의 예에서 왜 논항 명사에 따라 ‘보조사’의 실현에 차이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리고, 홍재성(1983)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동 동사는 보어로 쓰인 명사의 

종류에 따라 실현될 수 있는 조사가 제한되고, 각각의 논항 명사구에서 파악되는 

의미에 차이가 있는데,91) 조사 ‘-에’나 ‘-로’ 등을 ‘사격 표지’로 보는 관점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69) a. 나그네가 산길-*∅/*에/로/을 가다가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만났다.

b. 나그네가 산길-*에-를/*에-로/*로-를 가다가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만났다.

c. 나그네가 간 산길

d. 산길-*에/로/을 간 나그네

(70) a. 귀성객이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구간)-∅/*에/*로/를 가는 데 다섯 시간이 넘

게 걸렸다.

b. 귀성객이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구간)-*에-를/*에-로/*로-를 가는 데 다섯 시간

이 넘게 걸렸다.

c. 귀성객이 간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구간)

d.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구간)-∅/*에/*로/를 간 귀성객

(69)에서 볼 수 있듯이, 이동 동사 ‘가다’가 ‘산길’이라는 명사를 보어로 취하는 경

우에는, 조사 ‘-로’가 쓰여서 이동의 경로를 나타내거나, 조사 ‘-를’이 쓰여서 이동

91) 홍재성(1983)에서는 이동 동사의 ‘장소 보어’가 보이는 문법 현상의 차이에 따라 ‘종점’, 

‘행로’, ‘경로’, ‘여정’의 보어를 구별하 다. (69)에서 ‘-로’가 쓰인 경우에는 ‘산길-로 학교

-에/를 갔다’와 같이 이동의 장소(종점)가 더 나타날 수 있는 반면에, 조사 ‘-를’이 쓰인 

경우에는 ‘산길-을 학교-*에/*를 갔다’와 같이 이동의 장소(종점)가 나타날 수 없는 현

상에 대해서, 조사 ‘-로’가 쓰이면 ‘종점 보어’가 허용되는 ‘경로’로 해석되지만, ‘-를’이 

쓰이면 ‘행로’(의 ‘목적보어’)로 해석되어 ‘종점 보어’가 쓰일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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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로’나 ‘경로’를 나타낼 수 있을 뿐, (64)∼(67)과 같은 조사의 생략, 대응, 중첩

이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동의 ‘여정’이 ‘~에서/부터 ~까지’의 ‘복합 조사 구성’

으로 표현되는 (70)의 경우에는 ‘사격 표지’라고 주장되는 조사가 전혀 나타날 수 

없고, 오직 ‘-를’만이 가능할 뿐이다. (69)와 (70)에서와 같은 이동 동사 구문에서 

조사 ‘-에’의 실현은 완전히 배제되고 조사 ‘-를’은 항상 쓰일 수 있다는 것은, 곧 

조사의 유무와 종류가 서술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술어와의 관계

에서 파악되는 명사의 의미적 특성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의문을 불러일으킨

다.92)

조사 ‘-에’나 ‘-로’의 실현이 이동 동사의 보어로 쓰이는 명사의 의미적 특성과 

관계가 있음은 아래의 예에서도 관찰된다.

(71) a. 학문연구를 위해 중국-엘 건너가려고 했는데, 중국에 전쟁이 발발하여 건너갈 

수가 없었고 ... (0718)

b. 함께 내덕도-엘 건너갔던 김서기만 우두커니 앉아 있을 뿐 ... (0387)

c. 이때껏 이 땅-엘 건너오지 못하던 사람들도 이 몇 해 들면서는 모두 올 수 있

게 되었노라고 하던 것이지만 ... (0426)

(72) a. 학문연구를 위해 중국-에/으로/*을 건너가려고 했는데, ...

b. 함께 내덕도-에/로/*를 건너갔던 김서기만 우두커니 앉아 있을 뿐 ...

c. 이때껏 이 땅-에/으로/*을 건너오지 못하던 사람들도 ...

(71)과 (72)에서 볼 수 있듯이, 이동 동사 ‘건너가다/건너오다’는 장소 보어에 조사 

‘-에’나 ‘-로’, ‘-에를(엘)’은 쓰일 수 있지만, ‘-를’이 단독으로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

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아래의 경우에서 정반대로 나타난다.

(73) a. 철수가 강-*에/*으로/을 건너갔다.

92) 이러한 현상 때문에 기존의 일부 연구들에서는 ‘가다’를 자동사만이 아니라 타동사로도 

분석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자/타동사 구별은 이 연구와 거리가 있으므로 더 논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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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투명한 겨울 햇살을 어깨에 받으며 모자는 횡단보도-*에/*로/를 건너갔다. (표

준국어대사전에서 인용)

(74) a. 피난민들이 철교-*에/로/*을 한강을 건너갔다.

b. ... 모자는 횡단보도-*에/로/*를 길을 건너갔다.

이처럼, ‘사격 표지’라고 주장되는 ‘조사’가 서술어에 따라 일정한 ‘형태’나 ‘쓰

임’을 보이지 않고, 문장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문장 성분들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그 조사가 ‘서술어’와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논

항 명사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사격 표지’로 분석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93)

이와 같이, ‘사격 표지’라고 주장되어 온 조사들 역시 ‘구조격 표지’라고 주장되

던 ‘조사’들과 마찬가지로, ‘조사’가 명사의 문법적 관계를 결정하는 ‘격조사’로 분

석될 수도 없으며94), 서술어에 의해 할당된 ‘격’을 나타내는 ‘격 표지’로 분석될 수

도 없으므로, 한국어에서는 ‘사격 범주’를 설정할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한국어에

서는 조사에 ‘격 범주’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2.3 의미격(역)

93) 그리고, (64)∼(70)의 현상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어에서 ‘사격 표지’로 기술되어 왔던 

조사들은, 인구어의 ‘전치사’에 지배되는 명사의 ‘격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치

사’ 자체에 대비되는, 명사의 문장에서의 의미적 역할을 나타내는, ‘후치사’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명사+후치사’를 ‘명사구(NP)’로 보아야 하는가 

‘후치사구(PP)’로 보아야 하는가는 더 천착해야 할 문제이지만, (64)∼(70)의 현상(특히, 

조사 생략 현상: 후치사구로 보는 관점은 왜 구의 핵(head)인 후치사(조사)가 생략되는

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을 보건대 ‘명사구’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고 

생각한다.

94)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어에서 ‘격’이 논항 명사의 ‘문법적 관계’가 아니라 문

장에서의 의미적 역할을 나타내는 ‘표지’로 정의된다면, ‘사격 표지’로 주장되어 오던 조

사들의 경우에는 ‘격조사’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어

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격조사’의 생략과 다른 조사와의 ‘교체’에 대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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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uber(1965)와 Fillmore(1968, 1971)의 ‘격문법’(Case grammar)이 국내에 소개

되면서 한동안 한국어 문법에서는 ‘의미격’(theta-role)을 논항의 문법적 기능과 조

사에 적용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논의로는 박순함(1970), 김 희

(1972), 성광수(1974, 1977) 등을 볼 수 있다. Fillmore식의 ‘심층격’ 개념은 이후에 

의미역(theta-role) 이론으로 지배-결속 이론에 수용되었는데, Chomsky(1981) 이후

로 어휘부를 바탕으로 한 의미 정보가 동사와 논항 사이의 의미역 관계를 통해서 

통사 층위로 사상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생성 문법의 의미역 이론에 따른 ‘의미

역’ 개념은 Zubizarreta(1987), Bresnan & Kanerva(1989), 김 주(1990), 

Grimshaw(1990), 우형식(1996, 1998), 유현경(1998) 등과 같은 많은 연구들에서 사

용되었다. 특히 Grimshaw(1990)에서는 서술어가 명사항과 가지는 의미적 관계가 

통사 층위와 관련을 맺는 층위를 논항 구조라 하고, 이를 ‘의미역’ 목록으로 제시

하고 있다.

그러나 의미역 개념을 통사론의 일부로서 다루는 것은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

을 받았다. 먼저, 문장 성분과 의미역의 관계가 일대일의 대응을 보이지 않는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예를 들어 ‘주어’라는 문장 성분은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행

위자(Agent), 대상(Theme), 경험자(Experiencer), 도구(Instrument) 등 매우 이질적

인 의미역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의미역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든 경우들이 존재한다. 가령 ‘철수가 매를 맞았다’나 ‘지하철이 신촌을 지나간다’

와 같은 문장에서 목적어 ‘매를’과 ‘신촌을’은 그 의미역이 무엇이라고 딱히 정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95) 그러나 무엇보다도 ‘의미역’을 통사론에 적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문제는 학자마다 ‘의미역’의 목록이 다르다는 점이다. Gruber(1965)에서 의

미역 개념이 사용된 이후로 아직까지도 의미역 목록은 확정되지 않았는데, 학자에 

따라 ‘의미역’으로 인정하는 목록의 수가 다르다.96) 또한 ‘의미역 이론’은 한 문장

95) 의미역으로 주어나 목적어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은 이홍식(1996)에서도 제시되었다.

96) 의미역의 수는 학자에 따라 적게는 6개부터 많게는 14개까지 다양하고, 각 의미역의 명

칭과 정의도 다르다. Saeed(1997)에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① 행위자(Agent):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동작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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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하나의 ‘의미역’만이 나타난다고 하고 있으나,97) 동일한 의미역이 한 문장 

안에 여러 번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가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동일 

조사 중출’ 구문이다.

(75) a. 철수가 머리가 좋다.

a' <대상역, 대상역>

b. 철수가 이를 팔을 때렸다.

b'. <행위자역, 대상역(경험주역?), 대상역>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 조사 중출’ 구문에서는 하나의 문장 안에 동일한 의미

역이 두 번 이상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의미역 이론

을 한국어에서 조사나 논항의 문법적 기능과 같은 문법 현상에 적용하는 데에 한

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② 수동자(Patient): 어떤 동작의 향을 받는, 특히 어떤 상태 변화를 겪는 실체

   ③ 대상(Theme): 동작에 의한 이동을 겪거나 위치가 기술되는 실체

   ④ 경험자(Experiencer): 서술어로 기술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인식하고 있지만 그 동작

이나 상태를 통제할 수 없는 실체

   ⑤ 수혜자(Beneficiary): 수행된 동작으로 인해 이익을 받는 실체

   ⑥ 도구(Instrument): 동작이 수행되는 수단

   ⑦ 처소(Location): 대상이 위치해 있거나 발생하는 장소

   ⑧ 도달점(Goal): 대상의 이동이 지향하는 실체

   ⑨ 원천(Source): 대상이 이동해 나온 실체

97) Blake(1994)에서는 보편적인 역할들의 목록에 대한 일치가 없기는 하지만, 언어학자들

이 역할의 규정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관례를 고수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a) 목록은 작게 유지하고

(b) 역할을 절 내에서 한 번만 할당할 수 있고

(c) 하나 이상의 역할을 가질 수 있는 종속어는 없고

(d) 역할은 바꾸어 말해도 일정하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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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endoff(1990)에서는 어의 ‘buy’와 ‘sell’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논

항이 두 가지 의미역을 받을 수 있음을 들어 의미역 이론을 비판하고 있다. 이는 

한국어의 ‘사다’와 ‘팔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76)  X가 Y를 Z에게서 사다.

a. Y가 Z에게서 X로 소유권이 바뀐다

b. 돈이 X에게서 Z로 소유권이 바뀐다

(77) a. 철수가 꽃을 순이에게서 샀다.

b.
ꀎ

ꀚ

︳︳︳︳︳︳︳

GOPoss( [꽃], [ FROM [순이]
TO [철수] ])

[EXCH [GOPoss ( [돈], [ FROM[철수]
TO[순이] ])]]

ꀏ

ꀛ

︳︳︳︳︳︳︳

98)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철수’는 ‘꽃’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목표역(Goal)이지만, 

‘돈’의 이동 측면에서는 시원역(Source)이 된다. 반면에 ‘순이’는 ‘꽃’이라는 측면에

서는 시원역(Source)이지만 ‘돈’의 측면에서는 목표역(Goal)이 된다. 이러한 것은 

‘의미역 이론’과 이에 근거한 이론들이 어떤 확실한 토대를 설정하기 힘들다는 사

실을 보여 준다. 또한 (75)와 같은 ‘동일 조사 중출’ 현상에 대해서도 어떤 해결책

을 제시해 준다고 보기 힘든데, 근본적으로 ‘의미역’이라는 것이 특정 문장 성분

(주로 명사)에서 파악될 수 있는 명사의 의미적 역할(명사로 표현된 지시체가 동

사가 나타내는 사태에서의 역할)에 대한 것이지, ‘격 형태’ 자체에 대한 개념이 아

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문제 외에도 Jackendoff(1990)에서는 어에서도 ‘The box has 

books in it’이나 ‘Bill brought/carried some books with him’과 같은 문장에서 하

나의 의미역이 한 문장에서 여러 번 나타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의미역 이론’에 대해서 “당면한 통사론적 해결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의미역

을 어설프게 위장된 와일드 카드로 불러 들이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의미역은 

98) 가장 외부에 있는 “[CAUSE ([철수], ∼ )]는 생략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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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개념구조’(lexical conceptual structure) 층위의 일부이지 통사론의 일부가 아

니며 개념구조에서의 특별한 구조적 형상(structural configuration)에 지나지 않고, 

의미역에 대한 명칭들은 특별히 현저한 형상들에 대해서 편의적으로 이름을 붙인 

기억법(mnemonics)일 뿐이라고 하면서 의미역 이론을 비판하 다.99)

한편 Dowty(1991)는 위와 같은 개별 의미역을 중심으로 한 논의는 논항의 실

현에 대해서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킴을 지적하고 모형이론적 의미론에 근거한 

‘원형 의미역 이론’을 주장한다. 그는 의미역을 일군의 서술어가 각각의 논항에 대

해 가지는 함의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고, ‘원형 행동주역’(Proto-Agent Role)과 

‘원형 대상역’(Proto-Patient Role)로 구분한다.100) 이러한 Dowty(1991)의 ‘원형 의

미역 이론’은 Levin(1993), Goldberg(1995), Wechsler(1995), Van Valin & 

Lapolla(1997) 등 여러 통사 이론에 수용되었다.101) 특히, 유현경‧이선희(1996)에서

99) ‘의미역’이 통사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그에 대한 문제점은 Jackendoff(1990, 68∼

74쪽: 고석주‧양정석 옮김. 1999. 한신문화사)를 참조.

100) Dowty(1991)에 따르면 원형 행동주역과 원형 대상역은 다음과 같은 함의들을 특징으

로 갖는다(이선희 1999에서 재인용).

    (i) 원형 행동주역의 특성

a. 사건(event)이나 상태에 의도적으로 참여함.

b. 다른 참여항에 대한 사건(event)이나 상태의 변화를 유발함.

c. 다른 참여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뚜렷한 이동이나 움직임을 나타냄.

d. 지각이나 인지의 주체가 됨.

(e.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과 독립적으로 존재함.)

    (ii) 원형 대상역의 특성

a. 상태 변화를 경험함.

b. 사건의 결과로 인해 나타나거나 향을 받음.

c. 다른 참여항에 비해 상대적 정태성을 가짐.

d. 대상 변화역(Incremental Theme).

(e.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에 의존하여 존재함.)

101) Van Valin & Lapolla(1997)에서는 ‘원형 의미역’(proto theta-role)이라는 명칭 대신에 

‘최대역’(macro-rol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 가지 최대역으로 ‘주체

역’(Actor)과 ‘객체역’(Undergoer)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역’이란 개념 역시 ‘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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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Dowty(1991)의 ‘원형의미역 이론’을 수용하여 한국어의 조사 대응 현상을 설명

하고자 하 고, 이선희(1999)에서는 ‘원형 대상역’이 한국어의 목적격 조사 ‘-를’의 

문법적 실현과 관계됨을 보이고자 하 다.

그런데, ‘원형 의미역’이라는 것이 ‘논항’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역들’을 하나로 

묶고 있는 집합이라는 위의 정의를 생각할 때, 과연 한국어에서 ‘원형 의미역’ 이

론이 ‘조사’와 관련해서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어에서 전형적인 타동사 구문으로 인정된 예들에서는 주어가 ‘원형 행동주

역’을 가지며 목적어가 ‘원형 대상역’을 가지는 것으로 쉽게 분석된다. 그러나, 유

현경‧이선희(1996)에서 밝히고 있듯이, 일부 자동사와 형용사 등의 구문에서는 ‘주

어’ 논항이 ‘원형 행동주역’을 갖지 못하고 ‘원형 대상역’을 가지는데, 조사 ‘-가’가 

쓰인다. 그렇다면, 조사 ‘-가’는 ‘원형 행동주역’의 논항에도 결합할 수 있고, ‘원형 

대상역’의 논항에도 결합할 수 있으므로, ‘원형 의미역’과는 무관하게 주어에 결합

하는 조사라고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조사 ‘-를’은 ‘비대격 동사’ 구문에서 ‘원형 대

상역’을 가진 논항에 결합할 수 없으므로 역시 ‘원형 의미역’과는 무관하게 목적어

에 결합하는 조사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에서 ‘조사’는 ‘원형 의미역’과는 무관하며, ‘조사’는 ‘주어’와 ‘목

적어’라는 문장 성분과 일정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즉, ‘원형 의미

역’은 한 문장에 쓰인 명사가 가지는, 서술어와 관련해서 파악되는, 의미적 특성과 

그 명사가 문장에서 가지는 문법적 관계와의 관계에 대한 이론이지 그 명사에 쓰

일 수 있는 ‘조사’에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다.

또한 ‘원형 의미역’ 개념은 2.2.1절에서 제시되었던 문제들를 그대로 가지고 있

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문제만을 지적하겠다. 편의상 위에서 제시한 예문을 다시 

쓴다.

(78) a. 이가 철수에게 팔이 잡혔다.

  <원형 대상역( 이), ?, 원형 대상역(팔)>

의미역’과 명칭만 다를 뿐 한국어의 조사 실현을 설명하는 데에는 아래에서 제시되는 문

제를 똑같이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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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가 철수에게 팔을 잡혔다.

   <원형 행동주역( 이), ?, 원형 대상역(팔)>

(79) a. 수가 머리가 다쳤다.

  <원형 대상역( 수), 원형 대상역(머리)>

b. 수가 머리를 다쳤다.

  <원형 행동주역( 수), 원형 대상역(머리)>

먼저, ‘원형 의미역 이론’을 한국어에 적용한 이선희(1999)에 따르면 동사 ‘잡히

다’와 ‘다치다’ 따위의 동사들은, 위의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명사구가 두 

가지의 상이한 ‘원형 의미역’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유를 주어가 가

지는 ‘원형 행동주역’의 특성 때문이라고 하면서, 그 때문에 ‘팔’이나 ‘머리’에 조사 

‘-를’이 쓰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조사 ‘-를’이 쓰 을 때 왜 주어가 ‘원형 

행동주역’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되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

는데, 첫 번째 명사가 ‘원형 행동주역’을 가진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정물’이기 

때문에 ‘팔’이나 ‘머리’에 조사 ‘-를’이 쓰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사 ‘-를’이 쓰

기 때문에 ‘원형 행동주역’으로 파악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또한 ‘잡히다’가 본래 논항이 둘인 동사와 셋인 동사 두 가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논항이 둘인데 주어 ‘ 이’의 의미적 특성 ―의도를 가진 개체라는 특성― 

때문에 ‘팔을’이 부가될 수 있어서 ‘ 이가 철수에게 팔을 잡혔다’가 된 것인지 등

이 불분명하다. ‘ 이가 철수에게 팔이 잡혔다’에서 ‘ 이가’ 주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인지, 왜 ‘ 이의 팔이 철수에게 잡혔다’로 분석될 수 

없는지, 등등 모호한 부분이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원형 의미역’이 서술어와의 관

계에서 파악되는 명사의 의미적 특성과 관계된 것이지 ‘조사’에 적용될 수 있는 개

념이 아님을 보여 준다.

(80) a. 19세기에는 미국-에서-만-이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다. (053)

b. 19세기에는 미국-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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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19세기에는 미국-이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다.

d. 19세기에는 미국-∅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다.

(81) a. 김 선생님-께서-만-이 그 사실을 아셔.

b. 김 선생님-께서 그 사실을 아셔.

c. 김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아셔.

d. 김 선생님-∅ 그 사실을 아셔.

앞에서도 제시했던 (80a)와 (81a)에서 주어로 판단되는 명사에는 ‘주격 조사’가 

두 번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주어 논항이 두 개의 ‘원형 행동주역’을 가지

기 때문에 두 가지 유형의 ‘주격 조사’가 쓰이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위의 예

문들에서 주어는 조사의 유무나 종류와 관계 없이 ‘원형 행동주역’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는데, 주어에 조사 ‘-에서’나 ‘-께서’가 쓰인 (80b)와 (81b)에서, 조사가 쓰이

지 않은 (80d)와 (81d)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원형 의미역’은 서술어와의 관

계에서 파악되는 명사의 ‘의미적 특성’이지 ‘조사’의 쓰임과는 무관하다.

(82) a. 요즘은 아무- { *
가
∅}-나 대학에 간다.

b. 아무것- { *
이
∅}-도 교실에 남아 있지 않았다.

(83) a. 철수는 아무- { *
를
∅}-도 만나지 않았다.

b. 철수는 아무것- { *
을
∅}-이나 잘 먹는다.

마지막으로, (82)의 주어 논항과 (83)의 목적어 논항은 ‘원형 의미역 이론’에 따

른다면 각기 ‘원형 행동주역’과 ‘원형 대상역’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조사 ‘-

가’와 ‘-를’이 전혀 쓰일 수 없다. 이처럼 ‘원형 의미역’은 있으나 ‘-가’나 ‘-를’이 쓰

일 수 없다는 것은, 한국어에서는 ‘원형 의미역’ 개념을 조사의 쓰임에 적용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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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Fillmore식의 ‘심층격’ 개념을 원용한 생성 문법의 ‘의미역 이론’이나, 

이를 비판적으로 발전시킨 Dowty(1991)의 ‘원형 의미역 이론’은, ‘격’이나 ‘조사’와 

관련된 한국어의 문법 현상을 설명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의미역’에 

기반한 ‘격조사’ 범주를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형 의미역 이론’을 한

국어 조사의 연구에 적용하는 데에서 나타나는 한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정 

의미를 가진 (대)명사의 경우에는 ‘(원형) 의미역’과 무관하게 조사 ‘-가’나 ‘-를’이 

쓰일 수 없다는 것은 이들 조사가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해야 함을 보여 준다.

2.2.4 화용격103)

조사 ‘-가’와 ‘주제’와의 관계는 한국어 문법에서 ‘격 중출’에 대한 문제를 인식

한 이래로 항상 언급되어 왔는데, 박순함(1971), 임홍빈(1972, 1974, 1987, 1996), 신

창순(1975)에서 조사 ‘-가’는 ‘주제’를 나타내는 표지로 주장되었다.104) 특히 임홍빈

(1987, 1996)의 주장은 이광호(1988), 이남순(1988)에서 ‘-가’와 ‘-를’이 주제를 나타

내는 표지라는 주장으로 확대되었는데, 최근에는 ‘주제화’에서 ‘성분주제’의 개념으

로 전환되었다. 김귀화(1988/1994)에서는 ‘격 중출’ 현상을 ‘주제화’와 ‘성분주제’로 

파악한 임홍빈(1972, 1987, 1996)의 논의를 비판하면서 ‘초점화’로 주장하 는데, 이

러한 주장은 한정한(1999a, 1999b)에서도 볼 수 있다. 특히 한정한(1999a, 1999b)에

서는 ‘격’을 ‘의미격’(semantic case)과 ‘화용격’(pragmatic case)으로 나누면서, 조사 

102) 또한 (57)∼(63)에서 지적되었듯이, 조사 없이는 쓰일 수 없는 부정 대명사 ‘아무’, 의

문 대명사가 평서문에서 ‘부정칭’을 나타낼 때는 ‘-가’나 ‘-를’이 쓰일 수 없는 현상 등등

도 ‘원형 의미역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103) 이 절의 제목인 ‘화용격’은 한정한(1999a, 1999b)에서 가져온 것이다.

104) 이와 같이 조사 ‘-가’의 중출 현상을 화용론적 접근에서 ‘주제’로 파악한 논의는 김

희(1978)에서 비판되었는데, 주제와 주어를 동일 언어 층위에서 기술하려고 한 기술의 

부당성, 주어의 통사론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관찰의 부당성, ‘-가’에서 주제적 

의미를 구하려고 한 부당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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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를’은 ‘의미격’에 의한 실현과 ‘화용격’에 의한 실현이 있으며, ‘격 중출’ 구

문은 바로 이 두 가지 격이 모두 실현된 것으로서 ‘초점’을 나타내기 위한 ‘화용격’

의 실현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105)

이러한 화용론적 측면에서의 조사 ‘-가’와 ‘-를’의 실현에 대한 논의는 한국어의 

‘격 중출’과 관련하여 새로운 시각을 보여 주었지만 역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

다. 임홍빈(1972, 1987)에서 주장한 ‘주제화’ 혹은 ‘성분주제’에 대해서는 이미 김귀

화(1988/1994)에서 비판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생략하고,106) 

105) 한정한(1999a, 1999b)는 Lambrecht(1994)의 ‘정보 구조’(Information structure) 이론을 

수용한 ‘역할과 지시의 문법’(Role and Reference Grammar: RRG)에 기반해서 한국어의 

‘격 중출’ 구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한정한(1999a, 1999b)에서는, ‘주체성, 객체

성, 피 향성, 달성성, 소유, 장소’ 등과 같은 특정 의미 내용에 의해 동기 부여된 형태 

표지 ‘-가, -를, -의, -에’ 등을 ‘의미격 표지’로 분류하고, ‘주제’나 ‘초점’과 같은 화용적 

환경에 의해 동기 부여된 형태 표지 ‘-는, -가, -를’을 ‘화용격 표지’로 분류하 다. 그리

고 조사 ‘-가’와 ‘-를’이 가진 ‘의미격’과 ‘화용격’이라는 두 가지 문법 기능이 하나의 연

속체로 존재한다고 하 다. ‘의미격’에 대한 문제는 2.2.2절을 참조하고, ‘화용격’의 문제

는 아래에서 논의된다.

106) 임홍빈(1996)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가 성립함을 들어 ‘주제’에서 ‘성분 주제’로의 전환

과 함께 ‘성분 주제’의 타당성을 주장하 다.

     (i) a. 철수는 우리 반 학생을 한명에게만 선물을 둘을 주었다. (임홍빈 1996 (21a))

b. 학생이 셋이 나의 일을 도왔다. (임홍빈 1996 (21b))

c. 남학생이 철수가 여학생을 희에게 선물을 안경을 주었다. (임홍빈 1996 

(33b))

c'. [남학생으로 말하면 철수]가 [여학생으로 말하면 희]에게 [선물로 말하면 안

경]을 주었다. (임홍빈 1996 (29)) 

   그는 (ic')와 같은 ‘언급 대상성’이 성립하므로 위의 예들에서 밑줄 친 부분을 ‘성분 주

제’로 분석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예문 (ia)와 (ic)는 그 성립가능성부터가 

의심스럽고, 설혹 위의 예문이 성립한다해도 아래에서 지적되는 것처럼 밑줄친 부분은 

‘주제’가 아니라 ‘초점’으로 파악된다. 또한, 단순히 ‘언급 대상성’만으로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학교에 나무가 많다’, ‘칼로 사람을 찔러?’, ‘ 이도 철수를 만다’ 등에서의 첫 

번째 명사는 모두 각 문장의 ‘언급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으므로 주제이며, 한국어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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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조사 중출’ 구문에서 조사 ‘-가’나 ‘-를’이 쓰인 문장 성분을 ‘주제’로 파악하

여 이들 조사를 ‘주제 표지’로 분석하는 논의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간략히 지적

하겠다.107)

단적으로 말하면, 조사 ‘-가’나 ‘-를’이 ‘주제 표지’라는 주장은 그 근거로 사용된 

구문들에서 조사 ‘-가’나 ‘-를’이 결합된 명사구가 주제로 파악될 수 없는 예가 존

재한다는 사실로 그 타당성이 부정된다. 이것은 간단한 질문-대답 검사를 통해서 

확인된다.108)

든 조사는 ‘주제화 표지’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언급 대상성’을 주제 판단의 기준

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 임홍빈(1987, 1996)의 ‘성분 주제’에 대한 논의는, 필자의 판

단으로는 비문이라고 생각되는, 위의 예문 (ic)에 기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

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

107) 기본적으로 한국어 문법에서의 ‘주제’에 대한 언급은 김 희(1978)에서 지적된 것처럼,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없이 시작되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주제’, ‘초점’은 프라그학파

와 그 향을 받은 기능 문법(Functional Grammar)을 중심으로 오랜 동안 논의되어 온 

개념으로,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럼에도 한국

어 문법에서는 ‘주제’와 ‘초점’의 정의나 범위에 대한 논의도 없었으며 한국어에서 ‘주제’

와 ‘초점’이 어떻게 실현되는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격 중출’에 적용되었

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에서 ‘주제’를 ‘격 중출’에 적용한 것은 혼란과 한계를 가질 수밖

에 없었다. 국내에서 ‘주제’와 ‘초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상 박

철우(1998)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108) 여기에서는 ‘초점’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문사’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주제’나 ‘초점’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으로, Lambrecht(1994)에서는 

질문-대답의 쌍을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면서 ‘초점’ 파악을 위한 기제로 사용하고 있

다: “전제된 개방명제에서 비어 있는 논항 자리에 가능한 충당물(filler)들의 집합을 유발

하는 것은 wh-표현이므로, 초점 역으로 간주되는 성분은 오직 의문사 who뿐이고, 

wh-의문문은 특별한 유형의 논항-초점 구성이다”(고석주 외 옮김 2000, 369쪽). “wh-구

성성분이 대답에서 초점 성분으로 추정되는 것과 일치하는 정보적 질문을 함으로써 명

제의 초점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종류의 질문-대답 검사는, 추정된 주제 지

시체가 질문의 내용이 되는 질문을 함으로써 문장의 주제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와 유사

하다”(같은 책, 38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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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a. 누-가 돈이 많아?

b. 철수-가 돈이 많아.109)

c. 돈이 많은 사람은 철수야.

d. 철수.

(85) a. 누-가 동생이 연대에 다녀?

b. 철수-가 동생이 연대에 다녀.

c. 동생이 연대에 다니는 사람은 철수야.

d. 철수.

(84b)와 (85b)에서 조사 ‘-가’가 붙은 첫 번째 명사구는 ‘문장 강세’를 수반하고 있

으면서 ‘주제’가 아니라 ‘초점’으로 파악되는데,110) 이는 (84a)와 (85a)의 질문에 대

109) 굵은 자는 해당 단어에 ‘문장 강세’가 있음을 나타낸다. 불행하게도 이 연구에서는 

‘주제’나 ‘초점’과 관련된 음운론적 현상이 ‘높낮이 두드러짐’(pitch), ‘길이’(length), ‘세

기’(stress) 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할 만한 것이 없다. 이 연

구에서는 한국어에서 ‘초점’의 실현과 관련된 음운론적 현상을 단순하게 ‘강세’(accent)로 

지칭한다.

110) 이 연구에서는 ‘주제’(Topic)와 ‘초점’(Focus)에 대해서 일정한 이론적 전제를 하고 있

는데, 아래에서 인용하고 있는 최근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정의에 따라 ‘주제’와 ‘초점’을 

파악하고 있다. ‘주제’와 ‘초점’에 대한 연구들은 문장에 나타한 표현들의 정보 구조

(information structure 혹은 information packaging)적 지위(혹은 상태)를 이분법적 대립

으로 파악하는가 삼분법적 대립으로 파악하는가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뉜다. 

Lambrecht(1994)와 그 논의를 수용한 역할과 지시의 문법(RRG)에서는 문장 성분들의 

정보 구조적 지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크게 둘로 나누고 있고, Vallduví(1990/1992)와 그 

논의를 수용한 어휘기능문법(LFG)이나 머리어구구조문법(HPSG)에서는 아래와 같이 셋

으로 나누고 있다. 이 둘의 차이는 대략 ‘초점’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모두 ‘주제’로 파

악하느냐 ‘주제’와 ‘배경’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나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Vallduvi(1990/1992)와 Büring(1996)의 삼분법적 분류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하는데, 이는 

이후의 논의에서도 밝혀질 것이다(이분법적 분류와 삼분법적 분류의 공통점과 차이에 

대해서는 Vallduvi(1990/1992), Büring(1996), 이익환‧이민행(1998)을 참조). 그리고 이

에서는 더 친숙하다고 생각되는 Büring(1996)의 ‘주제’, ‘초점’, ‘배경’(Ground)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겠는데, 각각의 정의는 Vallduví(1990/1992)의 ‘연결성분(Link, 주제)’, ‘초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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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답으로 분열문 구성을 사용해서 초점을 나타내거나((84c)와 (85c)), 간단하게 

‘누가’에 해당하는 ‘개체’를 언급함으로써((84d)와 (85d)), 각기 (84b)와 (85b)와 동일

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을 통해서 입증된다.111) 이것은 조사 ‘-

분(Focus, 초점)’, ‘꼬리성분(Tail, 배경)’에 제시된 것으로 갈음한다.

    (i) Lambrecht(1994)의 정의(고석주 외 옮김 2000에서 재인용)

a. 주제: 지시체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명제가 그 지시체에 대한 것으로, 즉 그 

지시체에 적절한 정보와 이 지시체에 대한 수신자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정보

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될 때, 그 명제의 주제로 해석된다.

b. 주제 표현: 구성성분은, 그것이 결합된 절에 의해 표현된 명제가 그 구성성분

의 지시체에 대한 것으로 화용적으로 해석될 때, 주제 표현이다.

c. 초점: 단언이 전제와 구별되게 하는 화용적으로 구조화된 명제의 의미 부분.

(ii) Vallduví(1990/1992)의 정의 (이익환‧이민행 1998에서 재인용)

a. 연결성분(주제): 해당 담화지시체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뇌 속의 서류

카드를 찾아내도록 하는 지침의 근거

b. 꼬리성분(배경): 뇌속의 서류카드에 수록되어 있는 특정한 기록을 찾아내도록 

하는 지침의 근거

c. 초점성분(초점): 한 문장이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청자의 정보상태에 실제적

으로 유일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정보

     (iii) Büring(1996, 20쪽)의 ‘주제’, ‘초점’ 용어 비교

a. 주제: 배경 / (심리적) 주어   / 테마 / 전제 / 주어진 (정보) / 구 (정보)

b. 초점: 평언 / (심리적) 서술어 / 레마 / 초점 / 신 (정보)     / 신 (정보)

111) 이러한 것은 박철우(1998)에서도 언급되었다. 박철우(1998)는 Vallduvi(1990/1992)의 

‘정보 포장 이론’(information packaging theory)를 수용하여 한국어에서의 ‘초점’의 실현

과 ‘화제(주제)’의 실현에 대해서 논의하 는데, 위에 제시된 예에서와 같이, 분열문에 의

한 ‘초점’ 실현과 ‘문장 강세(운율적 돋들림)’에 의한 초점 실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예를 들면서, 조사 ‘-가’가 붙은 명사구가 ‘문장 강세’와 함께 ‘초점’을 나타

냄을 제시하고 있다.

      (i) a. [F 미도파가] 구두가 값이 천 원이 싸다.

b. 미도파가 [F 구두가] 값이 천 원이 싸다,

c. 미도파가 구두가 [F 값이] 천 원이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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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이 거듭 쓰인 문장에서도 확인된다.

(86) a. 이가 누구-를 머리를 때렸어?

b. 이가 철수-를 머리를 때렸어.

c. 이가 머리를 때린 사람은 철수야.

d. 철수.

(87) a. 철수가 누구-를 꽃을 줬어?

b. 철수가 이-를 꽃을 줬어.

c. 철수가 꽃을 준 사람은 이야.

d. 이.

(86b)와 (87b)에서 문장 강세를 수반한 ‘-를’이 결합한 명사의 경우에도, 분열문 구

성에 의한 초점 표현((86c)와 (87c))이나, 단순히 ‘누가’에 해당되는 개체만을 언급

하는 초점 표현((86d)와 (87d))과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데에

서, 조사 ‘-를’이 ‘주제 표지’로 분석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112)

이와 같이, 조사 ‘-가’나 ‘-를’이 쓰인 명사(구)가 ‘주제’가 아니라 ‘초점’을 나타내

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은, 이들 조사를 ‘주제’를 나타내는 ‘주제 표지’로 

간주하는 관점이 성립될 수 없을 보여 준다. 이는 ‘주제’로 파악되는 명사(구)에 조

사 ‘-가’나 ‘-를’이 쓰이지 않는 예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88) a. 미국-에서-만-이 19세기에 몇 개 주-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다.

b. 미국-에서 19세기에 몇 개 주-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다.

d. 미도파가 구두가 값이 [F 천 원이] 싸다.

112) (86d)와 (87d)에서 ‘철수’와 ‘ 이’만이 나타나고 선행 질문의 나머지 부분이 생략되었

다는 사실도, (86b)와 (87b)에서 조사 ‘-가’와 ‘-를’이 결합한 명사구 ‘철수를’과 ‘ 이를’

이 ‘주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다. 널리 지적되었듯이, ‘주제’의 경우에는 ‘구 정보’

로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담화에서 생략될 수 있지만, 문장에서 ‘신 정보’를 나타내

는 ‘초점’은 생략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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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미국-에서-가 19세기에 몇 개 주-에서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다.

(89) a. 김 선생님-께서-만-이 시골에 노모-가 계셔.

b. 김 선생님-께서 시골에 노모-가 계셔.

c. *김 선생님-께서-가 시골에 노모-가 계셔.

(88b)와 (89b)에서 첫 번째 명사 ‘미국에서’와 ‘김 선생님께서’는 조사 ‘-가’가 쓰이

지 않았지만 ‘언급 대상성’만으로 파악하면 ‘주제’로 분석될 수 있다. 그러나 (88c)

와 (89c)에서 볼 수 있듯이 주제로 파악되는 명사구에서 ‘-에서’나 ‘-께서’ 다음에 

주제 표지라는 ‘-가’가 직접 결합되면 비문이 되지만, (88a)와 (89a)에서처럼 두 조

사 사이에 ‘만’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정문으로 파악된다.113) 이처럼 ‘주제’로 분석

되는데도 ‘-가’가 아무런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실현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가’가 ‘주

제 표지’로 분석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이는 ‘-를’의 경우에도 확인된다.

(90) a. 넌 누가 책을 줬니?

b. 나-는 이가 책을 줬어.

c. #나-를 이가 책을 줬어.

d. # 이가 나-를 책을 줬어.

(90)의 문장은 ‘너’에 대한 질문과 대답인데, ‘ 이가’는 초점으로 파악되고 ‘나’

가 주제로 파악된다. 그러나 (90c, d)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나’에 ‘주제 표지’

라는 ‘-를’이 쓰이면 위치와 관계 없이 비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 역시 ‘-를’

이 ‘주제 표지’로 분석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또한, 부정 대명사의 경우에도 ‘주제 표지’라고 주장되는 ‘-가’와 ‘-를’이 쓰이지 

못한다.

113) 최규련(1998)에서는 보조사 ‘-만’을 ‘초점사’(focus particle)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처리가 옳다면, 위에서 조사 ‘-가’가 보조사 ‘-만’ 다음에서 쓰이는 경우는 ‘주제’가 아니

라 ‘초점’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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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a. 아무-나 돈이 많지 않다.

a'. *아무-가(-나) 돈이 많지 않다.

a" 아무-에게-나 돈이 많지 않다.

b. 철수가 아무-나 책을 주었다.

b'. *철수가 아무-를(-나) 책을 주었다.

b". 철수가 이-에게-나 책을 주었다.

(91a, b)의 문장은 여타의 ‘동일 조사 중출’ 구문과 (‘-에게’가 쓰일 수 있고, ‘아무’

가 ‘돈’의 소유자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데, 조사 ‘-가’나 ‘-를’

이 쓰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가’나 ‘-를’이 쓰이면 비문이 

된다는 것은, 부정 대명사 ‘아무’의 경우에는 ‘-가’나 ‘-를’에 의한 ‘주제화’가 성립할 

수 없으며, 이들 조사가 ‘주제 표지’로 분석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만일 이들 조

사가 ‘주제 표지’라면 왜 나타날 수 없는지, 특히, (91a, b)를 ‘언급 대상

성’(aboutness) 관계만으로 파악하면 그 문장들은 ‘아무’에 대한 것으로 분석되는 

것이 가능하며 ‘아무’가 ‘주제’로 분석될 수 있는데, ‘주제 표지’ ‘-가’나 ‘를’이 쓰이

지 못한다. 이처럼 ‘-가’나 ‘-를’ 쓰이지 않아도 ‘아무’가 ‘주제’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은 이들 ‘조사’가 ‘주제 표지’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114)

이와 같은 현상들은 결국 조사 ‘-가’와 ‘-를’을 ‘주제 표지’로 파악한 박순함

(1971), 성광수(1974), 신창순(1975), 임홍빈(1972, 1974, 1987, 1996) 등의 일련의 논

의가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지금까지 제시된 예문들에서, 조사 ‘-가’와 ‘-를’이 결합한 명사구가 대부분 ‘초

점’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사실은 ‘-가’와 ‘-를’을 ‘초점 표지’로 파악한 김귀화

(1988/1994)와 한정한(1999a, 1999b)의 논의가 일견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

도록 한다. 그러나 이들의 논의도 타당하지 않다.115)

114) 2.2.1절에서 제시한, (59)∼(63)의 문장들에서도 조사 ‘-가’와 ‘-를’이 쓰일 수 없는 현상

도 이들 조사를 ‘주제 표지’로 파악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또한, ‘ 이가 원래-가 예뻤

다’, ‘ 이가 예쁘지-가 않다’와 같이 ‘-가’가 쓰인 문장 성분이나, ‘빨리-를 와라’, ‘물건

이 좋지-를 않다’에서 ‘-를’이 쓰인 문장 성분은 ‘대하여성’ 관계로 파악하기 힘들다. 

115)  조사 ‘-가’가 ‘구 정보’와 ‘신 정보’ 모두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이기동(1981)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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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주장이 가지는 한계는, 한국어에 ‘초점’이라는 것이 일정한 표지로 실현

되지 않는다는, 즉 반드시 ‘-가’나 ‘-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문제이다. 이것 역시 

간단한 질문-대답 검사를 통해 입증된다.

(92) a. 누구-(의) 소설이 잘 나가요?

b. 이문열-의 소설이 잘 나가요.

c. 이문열-이 소설이 잘 나가요.

d. 소설이 잘 나가는 것은 이문열요.

e. 이문열.

(93) a. 어디-에 나무가 많아?

b. 앞산-에 나무가 많아.

c. 앞산-이 나무가 많아.

서 설명되었다. 물론 구 정보라고 해서 모두 ‘주제’가 된다거나 ‘초점’이 될 수 없다는 것

은 아니지만, 조사 ‘-가’가 ‘구 정보’와 ‘신 정보’에 모두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조사 ‘-가’

를 ‘신/구 정보’와 관련된 개념인 주제화나 초점화로 파악할 수 없다는 증거이다. 이기동

(1981)에서는 ‘-가’와 ‘-를’은 화자와 청자의 ‘의식’에서 명사가 나타내는 대상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와 관계가 있음을 아래의 표로 정리하 다(논의의 일관성을 위해 표에 대

한 설명은 하지 않는다. 자세한 설명은 이기동(1981: 38쪽)을 참조).

표 2. 인지적 관점에서본 조사 ‘-가’의 특징

       

      화/청자의 의식

표현 종류

주어 술부

화자 청자 화자 청자

A     ∅   술부 + + + -

B   명사-∅ 술부 + - + -

C   명사-가 술부 + ± + +

D   명사-는 술부 + + + -

      그리고 최근의 연구들에서 논의된 것처럼, 문장에서 어떤 성분이 ‘주제’인가 ‘초점’인

가는 단순히 그 문장 성분이 알려진 ‘구 정보’를 나타내는가 아니면 ‘신 정보’를 나타내

는가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 성분이 나타내는 개체와 그 문장이 전달하는 명

제 전체와의 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Lambrecht 1994의 4장과 

5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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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나무가 많은 것은 산이야.

e. 산.

‘동일 조사 중출’ 구문을 형성하는 것과 관련돼서 자주 거론되는 (92)와 (93)에서 

볼 수 있듯이, 질문에서 사용된 본래의 조사 ‘의’와 ‘-에’가 대답 문장에서 쓰여도 

그 문장 성분은 초점으로 분석된다. 이는 ‘초점’ 성분에 조사 ‘-가’의 실현이 필수

적이지 않음을 뜻하며, (92d)와 (93d)에서처럼 분열문 구성을 이용한 ‘초점’ 표현도 

가능하다는 사실에서 조사 ‘-가’와 ‘초점’이 무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92b)와 (93b)의 문장에서 문장 성분이 ‘초점화’ 되어 조사 ‘-가’가 쓰인 

것으로 주장된 (92c)와 (93c)는 선행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어색하거나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92c)와 (93c)는, (92a)와 (93a)에 대한 대답보다는, 각기 ‘(신경숙

과 이문열 중에서) 누가 소설이 잘 나갑니까?’와 ‘어디가 나무가 많아?’와 같은 질

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다. 이처럼 ‘초점’을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명사(구)에 ‘-

가’가 쓰인 (92c)와 (93c)가 (92a)와 (93a)보다는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더 적

절한 것은, 이들 문장이 (92b)와 (93b)의 ‘이문열의’와 ‘산에’가 ‘초점화’되었기 때문

에 조사 ‘-가’가 쓰인 것으로 분석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116)

116) ‘누-가 소설이 잘 나갑니까?’나 ‘어디-가 나무가 많아?’와 같은 문장에서 첫 번째 명사

구에 쓰인 ‘-가’를 본래 ‘초점 표지’인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조사 ‘-가’를 ‘격조사’와 ‘초점 

표지’ 두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의문 대명사’ 때문이지 조사 ‘-가’ 때문

이 아니다. 위의 (92c)와 (93c)는 ‘강세’를 달리 하면 ‘동일 조사’가 쓰인 두 번째 명사가 

아래와 같이 ‘초점’이 다른 질문에 대한 대답의 ‘초점’으로 파악된다. 이 역시 ‘초점’의 파

악이 ‘의문 대명사’와 관련된 것이며 조사 ‘-가’와는 무관함을 보여 준다.

     (i) a. 이문열이 뭐-가 잘 나가요?  (소설과 시 중에서) 

a'. 이문열의 뭐-가 잘나가요?

b. 이문열이 소설-이 잘 나가요.

     (ii) a. 산이 뭐-가 많아? (나무와 동물 중에서)

a'. 산에 뭐-가 많아?

b. 산이 나무-가 많아.

   위의 문장들에서 ‘-가’가 쓰인 선행 명사구가 ‘초점’으로 파악되지도 않고, 선행 명사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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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은 조사 ‘-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94) a. 철수가 꽃을 누구-에게 줬어?

b. 철수가 꽃을 이-에게 줬어.

c. ??철수가 꽃을 이-를 줬어.

d. 철수가 꽃을 준 것은 이야.

e. 이.

(95) a. 이가 누구(-의) 머리를 때렸어?

b. 이가 철수(-의) 머리를 때렸어.

c. ?? 이가 철수-를 머리를 때렸어.

d. 이가 머리를 때린 것은 철수야.

e. 철수.

(94)와 (95)에서 볼 수 있듯이, 의문 대명사 ‘누구’에 해당되는 개체를 나타내는 명

사는 조사의 종류나 문장의 형식과 관계없이 ‘초점’으로 분석된다.117) 만일 (92)∼

‘-가’가 김귀화(1988/1994)나 한정한(1999a, b)에서 제시된 설명에 따라, ‘(의미)격 조사’

로 파악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은, ‘-가’를 ‘격조사’와 ‘초점 표지’ 두 가지로 보는 관점이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17) (83c)와 (84c)의 문장도 ‘강세’를 달리 하면, ‘-를’이 쓰인 두 번째 명사(구)가 (83a)와 

(84a)와는 다른 맥락에서의 초점으로 분석된다. 또한, 맥락에 따라서는 ‘-를’이 쓰인 두 

명사구가 아니라 ‘-가’가 쓰인 명사구가 초점이 될 수도 있다. 

     (i) a. 철수가 이를 무엇을 줬어?

b. 철수가 이를 꽃-을 줬어.

     (i') a 누가 이를 꽃을 줬어?

b. 철수-가 이를 꽃을 줬어.

     (ii) a. 이가 철수를 어디를 때렸어?

b. 이가 철수를 머리-를 때렸어.

     (ii') a. 누가 철수를 머리를 때렸어?

b. 이-가 철수를 머리를 때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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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에서 밑줄 친 ‘명사’가 ‘초점’이기 때문에 조사 ‘-가’나 ‘-를’이 초점을 나타내는 

표지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에(게)’, ‘의’, ‘로’등의 다른 조사들도 얼마든지 

‘초점 표지’로 분석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즉, 조사 ‘-가’는 문장의 ‘초점’을 나타내

는 ‘초점 표지’로 파악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조사의 종류와 관계 없이 ‘강세’를 받는 명사구가 ‘초점’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은 ‘-가’나 ‘-를’이 초점 표지로 분석될 수 없음을 뜻한다. 이는 ‘초점’

으로 파악되지만 조사 ‘-가’나 ‘-를’이 결코 쓰이지 않는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

서도 입증된다.

(96) a. 그 행사에는 누-가 참가할 수 있어?

b. 그 행사에는 아무- { *
가
∅}-나 참가할 수 있어.

c. 그 행사에는 아무- { *
가

*∅} 참가할 수 있어.

(97) a. 이는 요즘 누구-를 만나?

b. 이는 아무- { *
를
∅}-나 만나.

c. 이는 아무- { *
를

*∅} 만나.

(96)과 (97)에서 볼 수 있듯이, 질문에 대한 대답의 ‘초점’으로 부정대명사가 쓰일 

경우에는, 2.2절에서도 지적했듯이, 조사 ‘-가’나 ‘-를’이 나타날 수 없다.118) 이러한 

현상 역시 조사 ‘-가’와 ‘-를’이 ‘초점 표지’라는 김귀화(1988/1994)의 논의나, ‘화용

격’ 할당에 의한 ‘초점’ 실현이라는 한정한(1999a, 1999b)의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않

   이와 같이 특정 조사가 쓰인 명사구가 언제나 ‘초점’이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특정 조사

를 ‘초점 표지’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118) 질문에 대한 대답의 초점으로, 2.2절과 2.3절에서 제시했던, ‘김 선생님께서’와 ‘김 선생

님께서만이’, ‘미국에서’와 ‘미국에서만이’와 같이 두 가지 표현이 모두 가능한데, 이 역시 

조사 ‘-가’를 ‘초점 표지’로 파악하는 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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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 준다.119)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 ‘주제’나 ‘초점’은 특정 ‘조사’의 실현

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 않으므로, 한국어에서는 ‘주제’나 ‘초점’과 

같은 화용적 개념에 기반한 ‘격 범주’를 설정할 수 없다. 오히려 특정 명사의 경우

에는 그것이 ‘주제’인가 ‘초점’인가와 관계 없이 조사 ‘-가’와 ‘-를’이 쓰일 수 없는 

현상은, 이들 조사가 고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의미 때문에 ‘-가’와 ‘-를’의 

실현이 제약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함을 보여 준다.

2.2.5 격 범주와 조사의 불일치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격’과 ‘격조사/격 표지’

에 대한 정의는 조사 ‘-가’와 ‘-를’의 쓰임뿐만 아니라 ‘-에’, ‘-에게’, ‘-로’ 등의 쓰임

에 대해서도 합리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함을 보임으로써, 기존의 연구들에서 설정

한 ‘격 범주’는 한국어에 적용될 수 있는 타당한 ‘문법 범주’가 아님을 주장하

다.120) 이를 정리하면 문법적 ‘격’ 범주와 한국어의 ‘조사’ 사이에는 어떤 일정한 

대응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격 범주와 조사의 불일치’라고 하겠다.

먼저, 인구어의 ‘격’과 한국어의 ‘조사’는 형태론적으로 그 범주가 다르다. 인구

어의 ‘격’은 ‘명사의 특정 형태’를 지칭하며 명사에서만 나타나 명사의 문법적 기능

119) 김 희(1999)에서도 조사 ‘-를’을 주제 표지나 초점 표지로 보는 견해(임홍빈 1979, 

1987, 이광호 1988, 김귀화 1988)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부수 성분인 부가어들에

는 ‘-를’에 의한 주제화나 초점화가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음을 제시하 다.

120) 지금까지 살펴 본 근거 이외에도, 우순조(1998)에서는 인구어에서는 명사라는 통사 범

주와 문법적 기능이 합치된 상태로 존재하지만 한국어에서는 통사 범주와 문법적 기능

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어에서 명사구 대등 접속 구성은 “Tom invited [him and 

me]”에서처럼 각각의 대명사에 ‘격’이 동시에 나타나는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사람들은 

[철수와 나]-를 시기한다”에서처럼 구성 전체에 하나만 부여된다는 사실 등을 들어, 한

국어에서 조사에 ‘격’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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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계되나, 한국어에서 ‘조사’는 ‘단어’뿐만 아니라 ‘구’나 ‘절’과 결합할 수 있으

며, 이러한 특징은 인구어의 ‘전치사’와 대응된다. 또한 인구어의 ‘격 표지’는 그 실

현이 필수적이나 한국어의 ‘조사’는 필수적이지 않으며, 이 역시 인구어의 ‘전치사’

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다음으로 ‘격’을 논항의 ‘문법적 관계 혹은 기능’에 대한 범주로 간주한다면, 한

국어에서 특정 ‘조사’가 특정 ‘관계 혹은 기능’과 대응되어야 하나 기존의 연구에서 

‘격조사’라 불리워 왔던 조사들은 그러한 일대일의 대응 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생성 문법 중심의 통사론에서 주장하듯이, ‘격’이 문장의 통사적 구조에 의해 

할당된다면, 특정 ‘통사 구조’에서는 반드시 특정 ‘격’이 할당되고 그 ‘표지’가 나타

나야 하나 한국어에서는 그러한 관계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명사의 종류나 문장

의 맥락에 따라 ‘격 표지’가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예조차 관찰될 뿐이다.

또한, 한국어의 조사를 특정한 ‘의미격(역)’과의 관계에서 파악하려는 관점이나 

특정한 ‘화용적 관계’(주제나 초점)로서 파악하려는 관점 역시 한국어에서는 그 타

당성을 찾을 수 없는데, 그 어느 것도 한국어에서 특정 ‘조사’와 일대일의 대응 관

계를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일정한 통사적 관계나 의미적‧화용적 관계에 기반한 ‘격’ 개념으로는 

이들 조사의 일정한 기능을 분석해 낼 수 없다는 것은, 한국어에서 ‘조사’를 일정

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격’이라는 문법 범주로 설정할 수 없음을 뜻한다. 이

처럼 조사를 통사론적으로도, 의미론적으로도, 화용론적으로도 ‘격 범주’로 설명할 

수 없다고 할 때, 한 가지 가능성은 ‘형태론적’ 기준에서 ‘격’을 설정하는 것이다. 

사실상 형태론적 기준에 의한 ‘격’ 범주는 조사 ‘-가’나 ‘-를’이 여러 가지 기능

을 가진 ‘구조격’이라는 주장이나, 그것이 결합된 명사(구)를 항상 ‘주어’나 ‘목적어’

로 파악하려는 관점에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가’나 ‘-를’이 

결합된 명사(구)의 문법적 기능이 다른데도 이들 명사구에 동일한 ‘격’이 할당되었

다고 하거나, ‘-가’나 ‘-를’이 결합된 명사(구)에 동일한 문법적 기능이 있다고 하면

서 이들 조사가 그 ‘표지’라는 식의 설명은  조사 ‘-가’나 ‘-를’이 (쓰일 수) 있기 때

문에 그 형태를 중심으로 ‘격’을 파악한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형태론적 기준에서 ‘격’을 설정하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연세한국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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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경우에 모두 196개의 조사가 표제어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즉 한국어에

서 조사의 수가 아주 많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격 범주’로서 한국어의 문법 현상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격’이라는 

‘용어/명칭’만을 빌려 와서 한국어의 ‘조사’에 적용시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

단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격 범주’는 한국어에 적용할 수 있는 ‘문법 범주’가 

아니라고 본다.121)

다음 절에서는, 한국어에 ‘격 범주’를 적용하지 못하므로 기존의 문법에서 ‘격조

사/격 표지’를 중심으로 파악해 온 논항의 문법적 관계(기능)는 다른 방식으로 설

명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과, 기존의 문법에서 ‘격 범주’를 전제로 제시한 

‘조사 체계’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고,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의 통사‧의미적 

기능과 조사의 문법적 기능이 파악되는 문장의 층위(혹은 문법의 구성)에 대한 모

형을 제시한다. 

2.3 논항의 문법적 기능과 조사의 체계

2.3.1 논항의 문법적 기능과 조사

이 연구에서는 서술어의 어휘의미적 특성으로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

121) 또 하나의 가능성은, 한국어에서 ‘격’을 인구어의 ‘격’처럼 명사(구)와 그 명사의 지배 

범주와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범주로 정의하지 않고, 이후의 논의에서 설명되는, 명

사가 문장에서 가지는 (의미역 관계가 아니라) 의미적 역할을 표시하는 범주로 정의하

여, 일부 조사의 경우에는 ‘격 조사/격 표지’라는 인구어의 ‘격 접사’와 대응되는 범주로 

설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많은데, 하나만 

예를 들면, 언어 유형론적 관점 혹은 보편문법적 관점에서 볼 때, 한국어에서 명사의 의

미적 역할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는 ‘조사’들에서 관찰되는 문법 현상이 여전히 인구

어의 ‘격 접사’가 아니라 ‘전치사’에서 관찰되는 문법 현상과 대응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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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논항(주로 명사(구))들의 문법적 기능을 ‘주어’, ‘목

적어’, ‘부사어’ 등으로 지칭해 왔는데, 그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

은 채 지금까지 논의를 진행해 왔다. 2.1절과 2.2절의 논의를 통해서, 한국어에서는 

‘조사’가 논항의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지도 않으며, 문법적 관계 즉 ‘격’을 표시하

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살펴 보았는데, 이는 한국어 문법에서 지금까지 제시되어 

온 ‘주어’나 ‘목적어’에 대한 판단 기준이 그 근거가 없는 것과 다름 없음을 의미한

다. 이 절에서는 이 연구에서 취하고 있는 관점과, 이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문

법의 조직과, 문법 기술에서 논항의 문법적 기능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온 

‘주어’나 ‘목적어’ 등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언급하겠다.

전통 문법에서는 각각의 문장 성분에 대한 정의나 판단 기준에 대한 구체적 

논의 없이 ‘주어’, ‘목적어’ 등의 문장 성분을 설정해 왔다.122) 전통적으로 한국어 

문법에서 문장 성분은 문형에 대한 논의와 관련되어 이루어졌는데,123) 일반적으로 

‘주어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움직임이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을 말하

고, 목적어는, 타동사 서술어가 나타내는, 주체의 움직임의 대상, 또는 대상이 된다

고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객체를 나타내는 문장 성분을 말한다’는 식의 의미적 정

의만이 제시되었다.124)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어’와 ‘목적어’를 객관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판

별 기준을 제시해 왔는데, ‘주어’와 ‘목적어’의 판별을 위해 제시된 문법적 기준들

은 절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것이었다. ‘주어’의 판별 기준으로 가장 널

122) 이홍식(1996)에 따르면,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 문장 성분의 설정은 유길준의 ｢조선문

전｣에서 이미 나타나는데 ‘주어’, ‘설명어’, ‘객어’, ‘수식어’ 등을 제시했다고 한다.

123) 한국어의 기본 문형 설정은 최현배(1937/1983)에서 크게 네 가지로 설정한 이래로 학

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문형의 개념은 최근에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서술어의 종류

에 따라 반드시 나타나야만 문장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문장 성분으로 이루어진 구조’

인 ‘격틀’이라는 개념에서도 볼 수 있다. 한국어의 기본 문형 설정에 대한 연구는 고동혁

(1992), 강은국(1993)을 참조.

124) 위에 제시한 정의는 허웅(1999)에서 가져온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허웅(1999, 357과 

374쪽)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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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사용되어 온 주체 존대의 ‘-시-’나 복수 표지 ‘-들’과 같은 문법 현상이, 어떤 논

의에서는 주어 판별 기준으로 사용되고 어떤 논의에서는 주어 판별 기준이 아니

라고 반박되어 왔다는 사실에서도 문장 성분의 판별 기준이 절대적이 아님을 알 

수 있다.125)

기존 연구들 중에서 문장 성분 자체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한 것으로

는 이홍식(1996)을 들 수 있다. 이홍식(1996)에서는 문장의 주성분을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로 설정하면서, 그에 대한 절대적 판별 기준은 없지만 문장 성분의 파

악과 문장 구조의 파악이 다를 수 없다며, 문장 성분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론적 기준, 통사론적 기준, 의미론적 기준을 제시하 다.

이홍식(1996)에서는 ‘동일 조사 중출’ 구문이 아닌 경우에는 ‘주어’와 ‘목적어’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형태론적 기준인 조사 ‘-가’와 ‘-를’을 제시하 는데, 주어이면서 

조사 ‘-가’를 취할 수 없는 경우가 없고, 목적어이면서 조사 ‘-를’을 취할 수 없는 

경우가 없다는 점에서 이들 조사를 ‘주격 표지’와 ‘목적격 표지’로 인정할 수 있다

고 하 다. 그러나, 2.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 ‘-가’와 ‘-를’은 ‘격 표

지’로 파악될 수 없으며, 특히 ‘동일 조사 중출’ 구문이 아닌 경우에서도 주어와 목

적어로 판단되는 명사(구)가 조사 ‘-가’나 ‘-를’을 취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판별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이홍식(1996)에서는 ‘동일 조사 중출’ 구문에서 ‘주어’를 확인하기 위한 문법적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여러 가지 기준을 동일 조사가 쓰인 선행 명사구와 후행 

명사구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아래의 표로 요약‧제시하 다.

125) 주체 존대를 나타내는 ‘-시-’가 주어의 절대적 판별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선생님

의 가르치-시-ㅁ-을 잊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예를 통해서, 복수 표지 ‘-들’의 경우는 

‘동네 노인분-들-의 손은 몹시-들 거칠어 보 다’와 같은 예를 통해서 쉽게 확인된다. ‘-

시-’가 주어-서술어 관계에 의해서만 파악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임동훈(1996)과 아래의 

표 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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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주어의 판단 기준과 확인126)

         기준

구성

‘-시-’

의

대상

재귀사

의

선행사

내포문

주어

통제

복수

표지

유도

관계절 부사어

와의

관련

서술

의 

대상

주어

확인표제
내부

주어

동 

사 

구 

성

주제

구성

선행 × ○ × × ○ × × ×

후행 ○ ○ ○ ○ ○ ○ ○ 주어

피동

구성

선행 ○ ○ ○ ○ × × ×

후행 ○ ○ × ○ 주어

‘되다’

구성

선행 ○ ○ ○ ○ ○ △ ○ ○ 주어

후행 × × × × × ○ × ×

형 

용 

사 

구 

성

전체-부분

구성

선행 ○ ○ △ ○ × ×

후행 ○ ○ ○ 주어

집합-원소

구성

선행 × × ×

후행 ○ ○ ○ ○ ○ ○ 주어

심리형용

사 구성

선행 ○ ○ ○ ○ △ ○ 주어

후행 × × △ △ ○ ×

소유

구성

선행 ○ ○ ○ × ×

후행 ○ ○ ○ ○ 주어

‘어렵다’

구성

선행 △ ○ ○ ○ ×

후행 ○ ○ ○ ○ 주어

수량사

구성

선행 ○ ○ ○ ○ ○ × △

후행 ○ ○ ○ ○ ○ ○ ○ 주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 조사 중출’ 구문은 주어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일관된 

문법적 기준을 설정할 수 없는데, ‘-가’가 쓰인 선행 명사구와 후행 명사구 중에서 

‘주어’로 확인되는 명사구가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조

사 ‘-가’가 쓰이거나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은 ‘주어’의 판별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즉 조사 ‘-가’가 주어에 대한 표지가 아님을 다시 한 번 입증한다.

126) 표는 이홍식(1996, 74쪽)에서 인용하 다.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시된 문법 현상들

이 ‘주어’의 판단에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각각의 

기준이 타당한가, 선‧후행 명사구 중에 어느 하나가 ‘주어’로 결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같은 책 18∼73쪽 참조. 이홍식(1996)과 

유사한 방식으로 ‘주어’를 확인하려는 시도는 최근에 ‘최적성 이론’(Optimality theory)에 

기반한 Samek-Lodovici(1996)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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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이홍식(1996)에서 제시된 ‘목적어’의 판별 기준에서도 다시 되풀

이 되며,127) 우형식(1996)에서 목적어를 문법적 특징에 따라 ‘본유적 목적어’, ‘전이

된 목적어’, ‘확대된 목적어’, ‘상실된 목적어’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데에서도 

목적어에 대한 규정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생성 문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주어’와 ‘목적어’를 구조적 관계에 의해

서 파악하려고 했다.

(98) S

NP VP

NP V

철수가       밥을    먹었다

초기의 생성 문법에서는 문장을 주어(NP)와 동사구(VP)의 관계로 분석하면서 ‘주

어’는 문장(S)의 직접 지배를 받는 명사구(NP)로, ‘목적어’는 동사구(VP)의 직접 지

배를 받는 명사구(NP)로 규정함으로써, ‘주어’와 ‘목적어’를 문장에서의 구조적 위

치로 파악하고자 했다. 구조적 관계에 의해서 문장 성분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최

근의 ‘최소주의 이론’에서도 유지되고 있는데, 대략 아래와 같은 구조로 ‘주어’와 

‘목적어’를 파악하고 있다.

127) 이홍식(1996)에서 제시된 목적어의 판별 기준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이러한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선희(1999)에서도 지적하 다.

     (i) 형태론적 기준: 목적격 표지 ‘-를’을 동반한다. 그러나 ‘-를’이 쓰인 명사구가 모두 

목적어는 아니다.

     (ii) 통사론적 기준

a. 피동문의 주어가 된다.

b. 연속 동사 구성에서 선‧후행 동사에 의해 공유된다.

c. 사동 구문에서 후행절의 주어를 통제한다.

d. 이른바 인상 구문을 형성한다.

     (iii) 의미론적 기준: 피 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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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AgrSP

주어i AgrS'

TP AgrS

vP T

ti v'

AgrOP v

목적어j AgrO'

VP AgrO

tj V

‘최소주의 이론’에 따르면 ‘주어’는 추상적 동사(v)의 지정어 위치에서 생성되어 주

어일치소구(AgrSP)에서 ‘주격’을 점검받고, ‘목적어’는 동사의 보충어(Complement) 

위치에서 생성되어 목적어일치소구(AgrOP)에서 ‘목적격’을 점검받는다고 한다.128)

그러나 ‘최소주의’에 근거한 ‘주어’와 ‘목적어’의 파악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

적되었듯이, 한국어에서 특정 문장 성분과 관련된 것으로 제시된 문법 현상이 그 

문장 성분과 절대적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2.2절에서 검토되었듯이, 

한국어에서 ‘격 범주’의 설정이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할 때, 그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고 판단된다.129)

128) (108)의 수형도는 김용하(1999, 102쪽)에서 (12ㄴ)으로서 ‘분리 동사구 내부 주어 가

설’(split VP hypothesis)에 입각한 문장 구조로 제시된 것이다. 김용하(1999)에 따르면, 

‘최소주의 이론’ 안에서도 ‘주어’와 ‘목적어’의 통사 구조 상의 위치와 관련해 ‘동사구 내

부 주어 가설’과 ‘분리 동사구 내부 주어 가설’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 그러나 ‘주어’와 

‘목적어’를 구조적 관계(위치)에 의해 규정한다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다.

129) 생성 문법에 기반한 문장 성분의 파악이 가지는 문제는 2.2.1절의 ‘구조격’에 대한 논

의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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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통사론에서 논항의 문법적 기능을 지칭하는 ‘주어’나 ‘목적어’는, 어

떤 보편적인 특성에 의해 규정되지 못하고 이론마다 그 규정이 다르다는 사실과, 

‘주어’가 무엇이고 ‘목적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반론이 끊임없이 제시된다는 사실에

서, 일종의 이론 내적인 ‘명칭’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사실 상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용어들은 문법 현상에서 상이한 특성을 보이는 각각의 논항을 구별하기 위

한 것이지 보편적으로 반드시 ‘주어’, ‘목적어’의 명칭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

각한다.130) 이는,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용어가 어떤 연구에서는 대격 언어

(accusative language)의 기술에만 적용되고, 어떤 연구에서는 대격 언어와 능격 

언어(ergative language)에 모두 적용된다는 사실과, 문장의 층위에 따라 ‘문법적 

주어/목적어’, ‘심리적 주어/목적어’, ‘화용적 주어/목적어’와 같은 용어들이 사용된

다는 데에서 알 수 있다.131)

이 연구는, 한국어에서는 ‘주어’, ‘목적어’와 같은 문장 성분이 어떤 문법적(통사

130) 최근의 연구를 중심으로 ‘처(여)격 주어’, ‘주격 목적어’와 같은 용어들이 제시되고 있

다는 사실에서도 ‘주어’나 ‘목적어’가 보편적으로 규정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문법 현상에 관한 기술에서도 ‘처(여)격 주어’라는 개념을 적용한 예를 볼 수 

있는데, 연재훈(1996), 신선경(1998), 유현경(1998) 등을 들 수 있고, 우순조(1996)에서는 

‘주격 목적어’라는 용어까지 사용되었다.

131) 문장 성분의 설정과 파악, 용어에 대한 문제는 Li & Thompson(1976), Blake(1994), 

Lambrecht, K.(1994), Palmer(1994)를 참조. 언어 유형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어’와 ‘목

적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1항 서술어의 논항을 ‘S’, 2항 서술어인 타동사의 

행위자(Agent) 논항과 문법적으로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논항을 ‘A’, 타동사의 

수동자(Patient) 논항과 문법적으로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되는 논항을 ‘P’로 나타내

고, S와 A(주어)를 P(목적어)와 문법적으로 구별하는 언어를 대격 언어(accusative 

language)로, S와 P(절대격, absolutive)를 A(능격, ergative)와 문법적으로 구별하는 언

어를 능격 언어(ergative language)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의 언어 안에서 ‘보통 명사’의 

경우에는 ‘대격 체계’를 사용하고 ‘대명사’의 경우에는 ‘능격 체계’를 사용하는 언어도 존

재함으로써, ‘주어’나 ‘목적어’를 보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더욱 힘들다(Blake 1994, 3

2∼39쪽 참조). 이처럼 어떤 경우에는 S가 A와 동일한 표지로 표시되고 어떤 경우에는 

S가 P와 동일한 표지로 표시되는 언어를, Palmer(1994)에서는 행위격 체계(Agentive 

system)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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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근거에 의해서 규정될 수 없으며, ‘주어’와 ‘목적어’를 어휘론적 관점에서 서술

어와의 관계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이 연구는 문장의 통사적 표상(syntact 

representation)이 서술어의 어휘의미적 특성과 접한 관련이 있다는 어휘론적 관

점을 따른다.132) 이러한 관점에서는 문장의 통사적 표상에서 문장을 구성하는 것

으로 분석되는 각각의 어휘항목들이 의미적 표상에서 각기 개념구성소와 대응되

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대략 아래와 같다.

(100) a. 통사구조: [S[NP 철수가]i [VP [NP 학교에]j 갔다]]

b. 개념구조: [Event GO([Thing 철수] i, [Place IN([Thing 학교])] j)]

c. 연결 원리: 모든 주요 통사적 성분(NP, PP, VP, S)은 한 개 이상의 의미역들이 

결속되어 이루어진 복합체에서 지배적인 의미역을 갖는 개념구조 성분으로 일

의적으로(uniquely) 연결된다.

(100b)의 어휘개념구조는 일종의 함수-논항 구조로서 표상되는데, 동사 ‘가다’가 나

타내는 사건은 사건함수 ‘GO’에, ‘철수’는 GO의 첫 번째 논항에, ‘학교’는 GO의 

두 번째 논항에 대응하는데 각기 i와 j로 지표표시되며, 통사구조와 어휘개념구조

의 대응은 ‘연결 원리’에 의해 이루어진다.133)

132) 이러한 관점은, 통사 구조의 비도출성(non-derivationality)을 상정하는, 어휘기능문법

(LFG), 머리어구구조문법(HPSG), 역할과 지시의 문법(RRG) 등과 같은 현대의 여러 문

법 이론들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특정 이론을 표방하기보다는 어휘의미론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Levin, B. and M. Rappaport Hovav(1995, 1996, 1999)의 일련의 논의

와, Jackendoff(1983, 1990, 1997) 등의 논의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로 

Jackendoff(1990, 1997)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점을 중심으로 ‘의미’와 ‘통사’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Jackendoff의 개념의미론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익환

(1995, 205∼222쪽)을 참조.

133) 어휘개념구조의 형성 규칙과, 어휘개념구조와 통사 구조의 대응과, ‘연결 원리’의 설정 

등에 대한 논의는 Jackendoff(1990(고석주‧양정석 옮김 1999, 한신문화사), 1997)와 

Jackendoff의 논의를 한국어에 적용한 연구는 양정석(1995/1997)을 참조. ‘어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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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c)의 ‘연결 원리’는 통사 층위에서의 논항이 각각 고유의 개념 논항으로 파

악된다는 것과, 각 논항의 의미역이 개념구조에서 각각의 논항이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에 의해 파악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결 원리’를 통

해서 문장 성분의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표면 구조에서 각각의 논항이 개념

구조에서 상대적 위치로 대응(연결)된다는 사실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문장 성분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1) a. [S [NP 철수가]i [VP [NP탁자에]k [책을] j 놓았다]]].

b. [Event CAUSE ([Thing 철수] i, [Event INCH ([State BE ([Thing 책] j, [Place IN ([Thing 탁

자])]k)])]

(101a)와 (101b)는 (100c)의 ‘연결 원리’에 의해, 주어 ‘철수’는 어휘개념구조의 첫 

번째 논항과, 목적어 ‘책’은 두 번째 논항과, 부사어 ‘탁자’는 세 번째 논항과 대응

함으로써, 각각의 문장 성분이 개념구조에서의 논항의 상대적 위치로 파악된다.134) 

개념구조에서 첫 번째 논항은 ‘놓다’의 행위자(Agent/Actor)로, 두 번째 논항은 행

위의 향을 받는 대상(Theme)으로, 세 번째 논항은 장소(Place)로 표상된다.

그런데, (101b)의 개념구조에서 조사 ‘-에’는 세 번째 논항 위치에 대응되는 함

수 IN이 표상되어 있지만((100b)에서는 두 번째 논항에), 조사 ‘-가’와 ‘-를’은 첫 번

째 논항과 두 번째 논항 위치에서 대응되는 함수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가’나 ‘-를’은 논항의 (문장에서의) 통사‧의미적 역할과 무관한 ‘조사’

이기 때문에 서술어의 개념구조에서 그 역할이 표상될 수 없는 반면에, 조사 ‘-에’

표상의 문제는 이 의 논의와는 거리가 있으므로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는다. ‘조사’에 

대한 문제는 아래에서 논의된다. 

134) ‘주어’, ‘목적어’ 등의 문장 성분과 개념구조 상의 상대적 위치(의미역)와의 관계에 대

해서는 Jackendoff(1990, 397쪽)을 참조. Jackendoff(1990)에서는 어를 중심으로 ‘주어’

와 관계된 의미역으로 ‘작용자’(Actor), ‘피작용자’(Patient), ‘수혜자’(Beneficiary), ‘대

상’(Theme)을, ‘목적어’와 관계된 의미역으로 ‘피작용자’(Patient), ‘수혜자’(Beneficiary), 

‘대상’(Theme), ‘시원’(Source), ‘목표’(Goal)를 제시하 고, 의미역 사이의 위계를 ‘작용자 

> 피작용자/수혜자 > 대상 > 시원/목표’로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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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로’ 등은 그 논항이 서술어를 중심으로 표현되는 사태에서의 의미적 역할을 

표시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개념구조에서 그 역할이 표상될 수 있음을 보여 준

다.135)

논항의 문법적 기능을 개념구조 표상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파악하는 것과, 조

사 ‘-가’와 ‘-를’이 개념구조 상의 함수로 표상되지 않는 것의 타당성은, 조사 ‘-가’

와 ‘-를’의 쓰임과 관련해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02) a. 철수 사과 좋아해.

b. ?사과 철수 좋아해.

(103) a. ? 이 철수 좋아해.

b. #철수 이 좋아해. (a의 의미로)

(102a)와 (102b)에서 ‘철수’와 ‘사과’는 각각의 문장에서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103a)와 (103b)에서는 ‘ 이’와 ‘철수’가 그렇게 해석되지 못한

다. 이는 조사의 유무와 관계 없이 논항으로 쓰인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그 

명사의 문장에서의 기능인 ‘주어’와 ‘목적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102)

와 (103)의 문법성의 차이가 논항(명사)의 의미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102a)와 (102b)가 모두 가능한 것은, 서술어 ‘좋아하다’의 개념구조에서 ‘철수’

와 ‘사과’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각기 유일하기 때문이다. 즉, ‘철수’와 ‘사과’ 중

에서 ‘좋아하다’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개체는 유정명사인 ‘철수’이며 ‘사과’는 무

정명사여서 행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사’가 쓰이지 않아도 문장의 

개념구조에서 각 논항이 차지할 수 있는 상대적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나 (103)의 경우에는, ‘ 이’와 ‘철수’는 그 의미적 특성이 ‘유정물’로서 

동일하므로 개념구조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문장 성분)가 같을 수 있어서―둘 

다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어서―, 특정한 맥락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순에 따른 

135) 인구어에서도 명사의 ‘격 형태’는 개념 구조에서 표상되지 않지만, 전치사는 그에 대응

되는 함수가 개념 구조에서 표상된다. 자세한 것은 Jackendoff(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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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만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136)

이처럼 ‘조사’가 쓰이지 않은 문장에서 어떤 논항이 ‘주어’와 ‘목적어’인지를 파

악할 수 있다는 것은, 논항의 ‘주어’와 ‘목적어’라는 문법적 기능이 논항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개념구조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과 조사 ‘-가’와 ‘-

를’에 대한 함수가 필요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문장의 개념구조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논항의 문법적 기능을 파악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래의 경우에서도 확인된다.137)

(104) a. 철수 학교 갔어.

b. ?학교 철수 갔어.

(105) a. #철수 이 갔어.

b. # 이 철수 갔어.

(104a)와 (104b)는 정문이지만 (105a)와 (105b)의 경우에는 비문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105)는 위의 (103)과 달리 어순에 따른 문장 성분의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이는, (104)에서는 ‘철수’와 ‘학교’가 각각의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가다’의 개념구

조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주어’이고 ‘(장소)부사

어’인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105)에서는 ‘철수’와 ‘ 이’가 그 의미적 특성이 동일

136) 위와 같이 두 명사의 의미적 특성이 동일하면서 어순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현상은 몇 가지 흥미로운 연구 대상을 보여 준다. 예를 들면, “*너 나 좋아해.”와 같은 

문장은 맥락과 관계 없이 비문인 것으로 판단되지만 “(그러고 보니) 너 나 좋아했네”와 

같이 “양태적 종결 어미”가 쓰인 경우에는 문법적인 문장으로 판단되고, “너 나 좋아

해?”와 같은 문장은 항상 문법적이지만 “*나 너 좋아해?”와 같은 문장은 비문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현상은 각각의 문장 성분에 조사가 실현된 경우에도 동일한데, 어순이나 

조사의 실현과 같은 문법 현상이 단순히 통사적인 기제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137) 논항에 조사 ‘-가’나 ‘-를’이 쓰이지 않고 다른 ‘보조사’가 쓰인 경우에도 그 문장의 문

법성이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역시 각각의 논항이 서술어의 개념구조에서 차지

하는 상대적 위치에 대한 판단를 통해서 그 문장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짐을 보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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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상대적인 의미적 역할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에’나 

‘-에게’가 없이는 논항의 문법적 기능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 즉, (105)에서 ‘

이’나 ‘철수’는, 그 의미적 특성이 동일해서 서술어 ‘가다’의 개념구조에서 동일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138) 각 명사가 그 자체에 ‘장소’라는 의미적 특성 또한 가

지고 있지 않아 개념구조에서 어순에 따른 상대적 위치와 대응시킬 수 없으므로 

각 논항의 문법적 기능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다.139)

(102)∼(105)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가 실현되지 않는 문장들이 그 문장에 쓰

인 명사의 종류에 따라 문장의 문법성이나 의미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는 것은, 

곧 통사론에서 사용하는 ‘주어’와 ‘목적어’ 등의 논항의 문법적 기능이 개념구조에

서의 각 논항의 상대적 위치를 근거로 해서 파악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

므로 이 연구에서는 논항의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용어인 ‘주어’나 ‘목적어’ 등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논항들의 (어휘)개념구조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대

한 통사론의 용어로 파악한다.

논항의 문법적 기능을 개념구조 상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파악하는 것은 조사

의 의미와 논항의 문법적 기능과의 관계도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조

사 ‘-가’와 논항의 문법적 기능 ‘주어’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 보자.

(106) a. 은행-에 돈-∅/이/은 있다.

138) 따라서, 누가 어디에 갔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떠난 사람이 누구인

가를 묻는 “누가 갔니?”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가능하다.

139) 이홍배(1998)에 따르면, 최근의 최소주의 이론에서 선형순서(어순)와 계층구조는 엄격

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제안이 Kayne(1994)에서 제시되었다고 한다: “만약 α가 β를 성분

통어하고 β가 α를 성분통어하지 않으면 (즉, α가 β를 비대칭적으로 성분통어하면), α는 β

를 선행한다”(이홍배 1998, 154쪽). 이는 한국어에서 논항에 ‘조사’가 전혀 쓰이지 않은 

문장의 경우에는 개념구조 표상에서의 논항들 간의 어순과 계층구조에 따라 해석된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가 쓰인 문장의 경우에도, “철수가 자기 사진

을 찢었다”처럼 이른바 ‘재귀대명사’가 있는 문장은 “??#자기 사진을 철수가 찢었다”와 

같이 어순이 자유롭게 바뀌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어순은 문장의 문법성 혹은 의미 파악

과 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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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은행-에-가/는 돈-∅/이/은 있다.

c. 은행-∅/이/은 돈-∅/이/은 있다.

d. [State BE([Thing 돈] i, [Place IN([Thing 은행])] j)]

(107) a. 내 책상-에 만원-∅/이/은 있다.

b. 내 책상-에-가/는 만원-∅/이/은 있다.

c. *내 책상-∅/이/은 만원 짜리-∅/이/은 있다.

d. [State BE([Thing 만원] i, [Place IN([Thing 책상])] j)]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논항으로 쓰인 명사의 문장에서의 역할과 조사 ‘-가’

가 무관함은 (106)과 (107)을 통해서 확인된다.140) (106d)와 (107d)에서 볼 수 있듯

이 ‘있다’는 ‘존재하는 개체’와 그 개체가 존재하는 ‘장소’를 논항으로 취하는 서술

어로 분석된다. (106)의 경우에는 ‘돈’과 ‘은행’이, ‘있다’의 개념구조에서 각 명사(논

항)가 차지할 수 있는 상대적 위치(역할)를 명사 자체의 의미적 특성에 의해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조사의 유무나 종류와 관계 없이 ‘주어’와 장소를 나타내는 ‘부

사어’로 파악된다. 그러나 (107)의 경우에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에’가 실현되지 

않으면 비문으로 판단되는 것은, ‘만원’과 ‘책상’이 ‘있다’의 개념구조에서 각 명사

가 차지할 수 있는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소로 해석될 수 있는) 의미

적 특성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141) (107a, b)에서처럼 조사 ‘-에’가 실현되면 

‘만원’은 ‘책상’에 ‘존재하는 개체’로 해석될 수 있어서 조사의 쓰임이 다양하지만

(조사의 비실현도 포함해서), (107c)에서처럼 조사 ‘-에’가 없으면, 명사 자체에서 

‘장소’라는 의미적 특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책상’이 ‘만원’에 존재할 수 있는 

140) (106a, b)와 (107a, b)는 어순이 자유롭지만, (106c)와 (107c)의 경우에는 어순이 자유

롭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3장의 논의를 참조.

141) 그런데, 조사의 유무나 종류와 관계 없이 개념 구조에서 ‘장소’로 파악될 수 있는 명사

의 종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책상’과 ‘만원짜리’의 경우에도, 예

를 들면, “이 쪽 책상이 만원짜리가 있고, 저쪽 책상은 아무것도 없다”와 같이 화용적인 

맥락에 따라서는 개념 구조에서의 상대적 역할이 쉽게 파악될 수 있다. 이는 뒤에서 논

의되는 조사 ‘-를’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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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로 해석될 수도 없고 그 역도 성립할 수 없어서, ‘-가’가 쓰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142)

또한, (106)과 (107)에서 조사 ‘-가’는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그 실현에 차

이를 보인다. 개념구조의 첫 번째 논항에서는 ‘-가’의 실현과 비실현이 자유로운 

반면에, 장소를 나타내는 두 번째 논항에서는 조사 ‘-에’가 있는 경우에는 ‘-가’가 

실현될 수 있지만 ‘-에’가 없는 경우에는 논항 명사의 종류에 따라 ‘-가’의 실현에 

제약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특정 조사의 유무와 관계 없이 명사의 의미적 역

할이 항상 파악될 수 있는 명사(구)가 서술어의 개념구조에서 첫 번째 논항이며 

문장의 주어로 파악됨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조사 ‘-가’는 명사의 

문장에서의 (의미적) 역할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즉 개념구조에서의 상대적 위

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 쓰이는 조사로 분석되고, ‘주어’는 조사의 유무나 종

류와 관계 없이 문장에서의 역할이 파악되는, 즉 개념구조에서의 상대적 위치가 

특정 조사와 대응되는 ‘함수’의 논항이 아니라 서술어의 논항인 문장 성분을 지칭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43) 이는 아래와 같이 개념구조의 논항과 조사 실현의 대응

으로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106) e. [Thing 돈] : 돈-∅/이/은,

  [Place IN([Thing 은행])] : 은행- { ∅에}-가/는

(107) e. [Thing 만원] : 만원--∅/이/은,

  [Place IN([Thing 책상])] : 책상- { *∅에}-가/는

(108) [State BE([Thing ] i, [Place IN([Thing ])] j)] : 있다

(106e)와 (107e)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가’는 개념구조에서의 논항 ‘[Thing ]’과 

142) ‘돈에 은행이 있다’나 ‘만원에 책상이 있다’가 비문인 것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

는다.

143) 단, 발화 맥락에 따른 실현 제약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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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ce IN ([Thing ])]’에 해당하는 언어 표현에 쓰이는 조사이고, 조사 ‘-에’는 함수 

‘[Place IN ([Thing ])]’과 대응되는 조사로서 ‘[Thing ]’의 의미적 역할이 ‘장소’([Place ])임

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주어’ 명사 ‘돈’이나 ‘만원’은 특정 함수의 

논항이 아니라, (108)에서와 같이, 단지 서술어의 첫 번째 논항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분석은, ‘목적어’와 조사 ‘-를’에서도 평행하게 적용된다.

(109) a. 철수-∅/가/는 학교-∅/에 갔다.

b. 철수-∅/가/는 학교-에-를/는 갔다.

c. 철수-∅/가/는 학교-를/는 갔다.

d. [Event GO([Thing 철수] i, [Place IN([Thing 학교])] j)]

e. [Thing 철수] : 철수-∅/가/는,

  [Place IN([Thing 학교])] : 학교- { ∅에}-를/는

(110) a. 철수-∅/가/는 {
그 의자-에영이-에게 } 갔다.

b. 철수-∅/가/는 {
그 의자-에영이-에게 }-를/는 갔다.

c. *철수-∅/가/는 {
그 의자영이 }-를/는 갔다.

d. [Event GO([Thing 철수] i, [Place IN([Thing 의자/ 이])] j)]

e. [Thing 철수] : 철수-∅/가/는,

  [Place IN([Thing 의자/ 이])] : 의자/ 이- { *∅에(게)}-를/는

(109)와 (110)에서 볼 수 있듯이, 이동 동사 ‘가다’는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조사의 실현에 차이가 있는데, (110)처럼 ‘명사’가 그 자체만으로 ‘장소’로 파악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 ‘-에’나 ‘-에게’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동일 

서술어의 두 번째 논항으로 쓰인 명사들에서 그 의미적 특성에 따라 조사 ‘-를’의 

쓰임에 제약이 나타나는 현상은, 조사 ‘-를’이 문장에서의 명사의 (의미적) 역할을 

개념구조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쓰일 수 있는 ‘조사’임을 

보여 준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조사 ‘-에’는 ‘[Thing ]’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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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의 의미적 역할이 ‘장소([Place ])’임을 나타내는 함수 ‘IN ([Thing ])’에 대응되는 

‘기능 조사’인 것으로 분석되고, 조사 ‘-를’은 개념구조에서의 장소 논항 ‘[Place IN

([Thing ])]’에 해당하는 명사(구)와 결합하는 조사로 판단된다. 

그런데, (109)와 (110)에서 조사 ‘-를’이 쓰인 명사(구)는, 개념구조에서 두 번째 

논항이지만 조사 ‘-를’이 ‘-에(게)’ 다음에 쓰인다는 점에서, 즉 개념구조에서 ‘IN’이

라는 함수의 논항으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목적어’로 파악할 수 없다.144) ‘목적어’

로 판단되는 문장 성분은, 아래와 같이 명사의 의미적 역할을 나타내는 ‘조사’에 

대응되는 함수가 없이, 즉 특정 함수의 논항이 아니라 서술어의 두 번째 논항에 

해당되는, 조사 ‘-를’이 직접 쓰일 수 있는 논항으로 제한할 수 있겠다.

(111) a. 철수-가 그 탁자-에 책-∅/을/은 놓았다.

b. [Event CAUSE ([Thing 철수] i, [Event INCH ([State BE ([Thing 책] j, [Place IN ([Thing 탁

자])]k)])]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주어’와 ‘목적어’를, 특

정 함수의 논항으로 파악되지 않는, 즉 명사(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서는 특정 

조사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현상을 보이지 않는, 서술어의 개념 구조에서 첫 

번째 논항과 두 번째 논항으로 가정한다.145)

144) 그런데, 이동동사 ‘가다’의 경우에 ‘먼길-??∅/*에/을 가려면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나, ‘철수가 서울부터 대전까지-∅/*에/를 차로 갔다’에서처럼 조사 ‘-에’가 쓰일 수 없는 

명사(구)를 ‘목적어’로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145) 그렇다면, 논항의 문법적 기능이 무엇인지(‘주어’인지 ‘목적어’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통사적(형식적) 기제는 과연 없느냐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1절과 2.2절에서 보았듯이, ‘조사’와 ‘격’과 ‘논항의 문법적 

기능’을 관련지으려는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설명―‘주격’이 할당된 논항이 ‘주어’이고 

‘목적격’이 할당된 논항이 ‘목적어’인데, 각각의 ‘격’은 논항에 쓰인 ‘격 표지(조사)’로 파

악된다는 식의 설명―은, 조사가 논항의 문법적 기능과 일대일의 대응을 보이지 않는 

한,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즉, 논항에 ‘주격’이 할당된 증거가 없는데 그 논항을 ‘주

어’라고 하는 것에, 논항이 ‘주어’라는 증거가 없는데 그 논항에 ‘주격’이 할당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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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떠오르는 의문은, 조사 ‘-가’와 ‘-를’이 명사의 문법적 기

능(관계)를 나타내는 표지도 아니며 그 문장의 개념 구조의 특정 요소와 대응되는 

것도 아니라면 어떠한 기제로 이들 언어 형식이 문장에서 실현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조사 ‘-가’와 ‘-를’을, 기존의 여러 문법 이론에서 제시한 문장의 

세 가지 층위인 ‘의미 층위(개념 구조)’, ‘통사 층위(통사 구조)’, ‘화용 층위(정보 구

조)’를 수용하여,146) 문장의 ‘화용 층위’와 관련되는 요소로 파악한다. 즉, 문장은 

그것이 나타내는 사태를 표상하는 ‘개념 구조’와, 그 사태에 대한 화자의 판단(주

관적 태도)를 표상하는 ‘정보 구조’와, 각각의 언어 형식들 사이의 관계를 표상하

는 ‘통사 구조’로 나뉠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 ‘-에’나 ‘-로’와 같은 조사는 ‘개념 구

조’ 층위와 관계되는 부류로, ‘-가’와 ‘-를’은 ‘-는’이나 ‘-도’와 마찬가지로 명제(나 그 

명제와 관련된 개체)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표상하는 화용적 층위의 ‘정보 구조’와 

관계되는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가정한다.147)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조사 ‘-가’와 ‘-를’의 분포적 사실과 일치함을 보

이고, 한국어의 조사에 대한 하위 분류를 제시하겠다.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 문제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하지 

않는다.

      참고로, 홍재성(1986/1987)에서는 ‘목적어’를 파악하기 위한 두 가지 통사적 기준을 

제시하 다: [1] ‘-를’과 다른 (격)조사들 사이의 대치불가능성, [2] 세 가지 의문사: 무엇, 

누구, 어디에 의한 의문문의 성립가능성.

      이와 비슷한 차원에서 ‘주어’를 파악하기 위한 통사적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겠다: [1] ‘-가’와 다른 조사들 사이의 대치불가능성(양태 조사 제외), [2] 세 가지 의문

사: 무엇, 누구, 어디에 의한 의문문의 성립가능성, [3] 서술어가 요구하는 첫 번째 논항. 

이는 아래의 논의를 통해서 확인된다. 그러나 ‘주어’와 ‘목적어’를 확인하기 위한 이러한 

기준들은 여전히 ‘부정 대명사’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146) 문장을 이와 같이 세 가지 층위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김 희(1983), 한정한(1999), 

Dik(1978), Van Valin, R. D. Jr. & R. J. LaPolla(1997)등을 참조.

147) 이와 같이 조사 ‘-가’와 ‘-를’이 문장의 ‘화용 층위’와 관계된 조사라는 가정은 앞에서 

제시한, ‘문장 성분’이나 ‘격’과 조사와의 범주 불일치 현상과, 맥락에 따른 조사 실현의 

차이라는 것에 근거하고 있음을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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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조사의 체계

2.2절에서는 기존의 한국어 문법에서 ‘격조사/격 표지’로 논의되어 온 조사 ‘-

가’와 ‘-를’을 ‘(구조)격’ 범주로 파악할 수 없으며, 조사 ‘-에’, ‘-에게’, ‘-로’ 등도 ‘사

격’ 범주로 처리할 수 없음을 보았다. 따라서 기존의 문법 이론들에서 조사의 하위 

범주로 설정한 ‘격조사’는 타당한 범주가 아니므로 기존의 조사 체계는 수정이 불

가피하다.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어 문법에서는 조사를 ‘격

(자리) 조사’, ‘접속 조사’, ‘보조사’, ‘특수 조사’로 분류해 왔다.148)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구어의 ‘격’ 범주가 한국어에도 존재한다는 이

론적 전제 하에서 조사의 하위 ‘범주’를 분류하는 데에 무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더 이상 조사의 하위 ‘범주’를 나누는 데에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는 조사의 실현과 관련된 현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기존의 연구들에서 조사 ‘-가’와 ‘-를’을 ‘-에’, ‘-로’ 등과 함께 ‘격조사’로 

분류한 것은 개별 조사의 분포적 사실을 볼 때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남윤진(1997)에서는 100만 어절 규모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조사에 대한 계

량적 연구를 시도했는데, 조사가 결합한 형태의 통사 범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

포됨을 보 다.149)

148) 이희승(1950/1975), 임홍빈‧장소원(1995) 등은 ‘격조사’, ‘보조조사’, ‘접속 조사’의 세 범

주로 나누었고, 최현배(1937/1983), 김석득(1992), 허웅(1995) 등에서는 ‘격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 ‘특수 조사’의 네 범주로 나누고 있다. 남기심‧고 근(1985/1993)에서는 ‘격

조사’, ‘보조 조사’, ‘접속 조사’로 삼분하면서 보조 조사를 ‘통용보조조사’와 ‘종결보조조

사’로 하위분류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들’, ‘-쯤’ 등과 같이 명사 다음에 쓰이는 개

별 형태소들이 ‘조사 범주’에 속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러므

로 아래에서 제시하는 조사들이 한국어의 모든 조사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149) 남윤진(1997, 176쪽)에서는 조사를 다음과 같이 여섯 개의 하위범주로 분류하 다.

(18) 조사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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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조사의 분포

는 도 가 를 에 에게 에서 로

명사류

(비율)

어근

(비율)

부사

(비율)

부사형

(비율)

연결어미

(비율)

33858

(93.96)

4

(0.01)

352

(0.98)

22

(0.06)

1121

(3.11)

8353

(78.92)

16

(0.15)

216

(2.04)

116

(1.1)

832

(7.86)

52732

(98.56)

4

(0.01)

16

(0.03)

0

(0)

100

(0.1)

70754

(97.67)

16

(0.02)

9

(0.01)

0

(0)

79

(0.11)

32185

(97.81)

12

(0.04)

16

(0.05)

0

(0)

2

(0.01)

2396

(100)

0

(0)

0

(0)

0

(0)

0

(0)

9712

(99.77)

0

(0)

6

(0.06)

0

(0)

0

(0)

21078

(98.18)

20

(0.09)

19

(0.09)

0

(0)

0

(0)

위의 표에서 주목할 것은, 조사 ‘-가’와 ‘-를’의 분포가 용언의 활용형인 ‘연결 어미’ 

다음에서도 가능하다는 사실로서, ‘-에’, ‘-에게’, ‘-에서’, ‘-로’보다는 조사 ‘-는’이나 

‘-도’와 공통성을 보인다는 점이다.150) 이는 아래의 예에서 확인되는데, 남윤진

a. 격조사: 이/가, 을/를, 께서, 께(방향), 서, 아/야, 에서, 에, 에게, 한테, 더러, 보고, 

보다, 처럼, 으로, 으로서, 으로써, 와/과, 하고, 이랑

b. 보조사I: 도, 만(단독), 만(비교), 은/는, 이나(강조), 이라도, 이란, 이야, 이야말로, 

일랑

c. 보조사II: 따라, 마냥, 마다, 말고, 갖고, 같이, 까지, 다가, 대로, 마저, 만치, 만큼, 

밖에, 부터, 뿐, 서, 이라고(양보), 조차, 치고

d. 보조사III: 가량, 깨나, 껏, 께(어림), 꼴, 끼리, 들, 씩, 짜리, 쯤

e. 접속조사: 의, 와/과, 하고, 이나(접속), 이라든가, 하며

f. 특수조사: 고, 요, 이라고

150) 위의 표는 남윤진(1997)의 부록 8에서 발췌하여 보인 것이다. 남윤진(1997, 170쪽)에서

는 조사의 분포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도 제시하 다. 아래에 정리된 내용 중에서 (5)는 

위의 표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해석 상의 차이로 판단된다.

(5) 고른 분포를 보이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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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부사형’의 경우에도 조사 ‘-가’와 ‘-를’의 결합이 가능

하며, 조사 ‘-는’이나 ‘-도’와 대응되는 현상을 보여 준다.

(112) a. 동대문 시장은 밤 늦게-가/*를/는/도/*가는/*가도 손님이 많다.

b. 선생님은 이를 집에 가게-*가/를/는/도/*를은/*를도 했다.

c. 나는 친구 집에 가고-가/를/는/도/*가는/*가도*를은/*를도 싶어.

d. 이는 예쁘지-가/를/는/도/*가는/*가도/*를은/*를도 않다.

(112)와 같이 조사 ‘-가’와 ‘-를’이 용언의 활용형 다음에서 조사 ‘-는’이나 ‘-도’와 대

응된다는 사실은, 이들 조사가 ‘-에’나 ‘-로’가 아니라 ‘-는’이나 ‘-도’와 같은 범주로 

a. 격조사: 이/가, 을/를, 에, 에서, 으로

b. 접속조사: 의, 이나(접속)

c. 보조조사: 은/는, 이나(강조), 뿐, 들, 부터, 까지, 이야, 도, 이라도, 이라고(양

보), 이라고(인용), 요

(6) 명사 뒤에만 오는 조사

a. 격조사: 께서, 께(방향), 에게, 한테, 더러, 보고, 이랑, 하고

b. 접속조사: 이랑, 하고

c. 보조조사: 마다, 마따나, 이야말로, 일랑, 께(어림), 꼴, 깨나, 가량, 마냥, 가지고, 

말고, 끼리, 짜리, 치고

(7) 명사 및 명사형 뒤에만 오는 조사

만(비교), 마저, 보다, 이란, 서, 같이, 으로써, 은/는커녕

(8) 용언의 종결형 뒤에만 오는 조사

그려, 마는, 고

(9) 용언의 연결형 및 종결형 뒤에 오지 않는 조사

쯤, 처럼, 서, 씩, 이나마, 껏

(10) 부사류 뒤에 오지 않는 조사

와/과, 밖에, 만큼, 보다, 조차, 다가

   그리고 남윤진(1997)에서 제시된 조사의 분포는, ‘품사통용어’의 문제와 관련된 ‘부사+에/

로’, ‘인용’의 문제와 관련된 ‘연결형+에’ 등과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사에 따라 극

소수의 분포만이 나타나는 조사의 쓰임에 대해서는 예를 제시하지 않아 그 타당성을 확

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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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 준다.151) 이는 널리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서 조사 ‘-가’나 ‘-를’이 ‘-는’이나 ‘-도’와 대응되는 현상과 평행하다.

(113) a. 이-가/는/도/*가는/*가도 예쁘다.

b. 철수-가/는/도/*가는/*가도 학교에 갔다.

(114) a. 철수가 밥-을/은/도/*을은/*을도 먹었다.

b. 철수가 이에게 책-을/은/도/*을은/*을도 주었다.

또한, 위와 같은 대응 현상 외에, 조사 ‘-가’와 ‘-를’은 주어나 목적어가 아닌 문

장 성분에서 다른 조사와 중첩되어 쓰이는 경우에도 조사 ‘-는’, ‘-도’와 평행한 행

태를 보인다.

(115) a. 철수-에게/가/는/도/에게가/에게는/에게도 돈이 많다.

b. 철수는 국어학-에/*이/*은/*도/에가/에는/에도 흥미가 많다.

c. 철수-*에게/가/는/도/*에게가/*에게는/*에게도 눈물이 많다.

(116) a. 철수가 학교-에/를/는/도/에를/에는/에도 갔다.

b. 철수가 내 책상-에/*을/*은/*도/?에를/?에는/?에도 갔다.

c. 철수가 누이-에게/*를/*는/*도/에게를/에게는/에게도 갔다.

(117) a.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이/은/도/으로가/으로는/으로도 구원이 있다고 

...

b. 이 붓-으로/이/은/도/으로가/으로는/으로도 씨가 잘 써진다.

151) 김 희(1975, 304∼308쪽)에서는 조사를 ‘격조사’, ‘연결조사’, ‘한정조사’, ‘주어/목적어 

조사’, ‘소유 조사’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 는데. ‘-가’와 ‘-를’이 ‘한정조사IV류’와 동일한 

분포를 보임을 지적하 다.

(i) a. 한정조사I류: 부터, 까지, 뿐

b. 한정조사II류: 밖에, 조차, 마저, 만

c. 한정조사III류: 나마, -ㄴ들, 나

d. 한정조사 IV류: 는, 도, 라도, 야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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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17)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의 조사들이 중첩되어 쓰일 때는 각각의 조

사들 간에 일정한 순서가 나타나는데, 조사 ‘-가’와 ‘-를’은 ‘-는’, ‘-도’와 동일한 순

서를 보인다. 이를 정리하여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조사끼리의 결합에 따른 분포의 차이(○는 가능한 결합)152)

위치
선     행     조     사

1 2 3

후

행

조

사

1

종류 에에게에서 로 과처럼만부터까지조차마저마다 의가 를 는 도 야 나나마라도

에 ○ ○ ○ ○

에게 ○

에서 ○ ○

로 ○ ○ ○ ○ ○ ○ ○

과 ○ ○ ○

처럼 ○ ○ ○

2

부터 ○ ○ ○ ○ ○

까지 ○ ○ ○ ○ ○

조차 ○ ○ ○ ○ ○ ○

마저 ○ ○ ○ ○ ○

마다 ○ ○ ○ ○ ○

만 ○ ○ ○ ○ ○ ○ ○ ○

3

의 ○ ○ ○ ○ ○ ○ ○ ○ ○ ○

가 ○ ○ ○ ○ ○ ○ ○ ○ ○ ○ ○

를 ○ ○ ○ ○ ○ ○ ○ ○ ○

는 ○ ○ ○ ○ ○ ○ ○ ○ ○ ○

도 ○ ○ ○ ○ ○ ○ ○ ○ ○ ○ ○

야 ○ ○ ○ ○ ○ ○ ○ ○ ○

나 ○ ○ ○ ○ ○ ○ ○ ○

나마 ○ ○ ○ ○ ○ ○ ○ ○ ○ ○

라도 ○ ○ ○ ○ ○ ○ ○ ○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들간의 결합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는데, 각기 1유형과 2

유형과 3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153) 조사 ‘-가’와 ‘-를’은 ‘-는’이나 ‘-도’ 등의 조사

152) 표는 김 희(1975)와 남윤진(1997), 허웅(1995, 1999)를 바탕으로 조사들 간의 중첩을 

연세말뭉치에서 검증하여 필자가 정리한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조사들이 한국어에서 조

사로 분류되는 모든 형태를 망라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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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동일한 위치에 나타나 분포적으로 제 3유형과 같은 계열을 이룬다. 앞에서 

제시한 예문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조사 ‘-가’와 ‘-를’은 다른 제 3유형의 조

사들과 동일하게 조사들과의 결합에서 항상 마지막 위치에 나타나며, 이들 조사끼

리는 서로 중첩되어 쓰이지 못한다. 이와 같이, 조사 ‘-가’와 ‘-를’이 조사의 중첩에

서 첫 번째나 두 번째 위치에 오는 조사들과는 중첩되어 쓰일 수 있으면서, 마지

막 위치에 오는 조사들과는 중첩될 수 없다는 것은 이들 조사가 같은 계열에 속

하는 것임을 시사한다.

153) 조사 ‘-만’의 경우에는 두 번째 부류의 조사들 다음에서도 쓰일 수 있는데, 첫번째 부

류와 세번째 부류의 사이에 온다는 점에서 두번째 부류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위의 표

에서 조사 ‘-나’는 제 1유형의 조사 앞에 올 수 없고, 제 3유형의 조사들과 중첩되어 쓰

일 수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실제 연세 말뭉치에서는 조사 ‘-나’가 ‘-에게’와 ‘-

가’, ‘-를’의 앞에 오는 경우가 관찰된다.

      그러나 용례의 수나 유형이 극히 제한적인데, 조사 ‘-나’와 ‘-에게’의 결합은 연세 말

뭉치 4300만 어절에서 단 세 번 나타나고, 대명사 ‘누구, 아무’ 다음에서만 관찰되고, 비

문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국민 누구-??/*나-에게/에게-나 평등권을 

보장한다고 선언하면서 ...”, “똥필이는 마을 어르신 아무-??/*나-에게/에게-나 예사로 반

말지거리함으로써 ...”, “저 세 아이들 중 아무-??/*나-에게/에게-나 선물을 하면 되었던 

것이다”.

      조사 ‘-가’ ‘-를’의 경우에도 ‘누구, 아무’ 다음에서만 조사 ‘-나’와 중첩되어 쓰이는 

용례가 일부 나타난다. 그런데, ‘누구’ 다음에서 조사 ‘-나’와 ‘-가’가 중첩되어 쓰인 경우

에는 조사 ‘-나’의 ‘양보’라는 의미는 파악되지 않으며, ‘누구나’가 ‘모두’라는 의미로 분석

된다: “우리는 누구-나-가/∅ 과거를 말하기 좋아한다”, “여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이면 

누구-나-를/∅ 붙들고 권유를 했다”. 또한, ‘아무’의 경우에도, “??/*요즘은 아무-나-가 

다 대학에 갈 수 있는 세상이다”에서와 같이 조사 ‘-나’의 ‘양보’라는 의미보다는 ‘아무

나’가 ‘모두’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그런데 이러한 ‘누구나-가’와 ‘아무나-가’는 아주 특수한 화용적 맥락에서나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표준어 사용자’들은 대단히 어색하다고 하거나 비문으로 판단된다고 

하 다. 이러한 예가 가능하다 해도 조사 ‘-나’와 ‘-가’가 중첩되어 쓰인 것으로 분석하

기보다는 ‘누구나’와 ‘아무나’를 하나의 대명사로 처리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

되는데, 앞의 예들이 각각의 예에서 조사 ‘-나’의 ‘양보’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고 ‘누구나’

와 ‘아무나’가 ‘모두’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문제는 이 논의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더 이상의 논의는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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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조사 실현에서의 분포적 공통성은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널리 지적

되어온 사실로서, 조사의 공통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제시되어 왔던 조사의 하위 

범주와 사실상 거의 일치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인구어의 ‘격’ 범주가 

한국어에도 존재한다는 이론적 전제 하에서 조사의 체계를 제시했기 때문에, 조사 

‘-가’와 ‘-를’의 ‘통합 관계’와 ‘계열 관계’에 따른 분포적 사실과는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조사 실현의 분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가정하는 조사 체계

의 대안을 제시하면, 대략 아래와 같이 가를 수 있겠다.

표 6. 결합 순서와 조사의 의미적 기능에 따른 조사의 체계154)

결합 순서 기존의 체계 조사 형태 대안

1

격조사/후치사 에, 에게(한테), 에서, 로
부사화소

기능 조사격조사/

접속 조사

과(하고), 처럼

의 관형화소

2
보조사/특수조사

/한정사

만, 부터, 까지, 

조차, 마저, 마다
한정 조사(?)

3
격조사 가, 를

양태 조사보조사/한정사 는, 도, 야, 나, 나마, 라도

예외 특수 조사 요, 라고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조사의 하위 분류와 이 연

구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조사의 하위 분류는 ‘격조사’라는 범주의 인정 여부에서 

154) 표에서, 조사 ‘-만’, ‘-마다’, ‘-까지’ 등과 같이 ‘-에’나 ‘-로’ 등의 조사 앞에서도 실현

될 수 있고 뒤에서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삼았다. 이와 같이 조사

가 실현되는 위치가 유동적인 조사들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조

사 ‘-의’는 분포적으로 제 3유형의 조사들과 공통적인 특성을 보이지만, 그것이 쓰인 명

사(구)를 ‘관형어’로 기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능 조사’로 분류한다.

      여기에서 대안으로 제시하는 ‘조사의 체계’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제시된 각 조사들의 

문법적 특징과 하위 분류에 기반한 가정적인 것으로, 조사들 전체를 대상으로 그 타당성

이 검증되어야 하나, 이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개별 조사에 대한 검증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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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차이를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조사가 모두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

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각각의 조사는 그 조사가 관련되는 문장의 층위가 ‘통사 층

위’인가, ‘의미 층위(개념 구조)’인가, ‘화용 층위(정보 구조)’인가에 따라 크게 ‘기능 

조사’와 ‘한정 조사’와 ‘양태 조사’로 나눌 수 있겠다. 또한 각각의 조사가 문장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문법적 특징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제 1유형에 속하는 조사들은, 기존의 일부 연구에서 어의 ‘전치사’에 대

비되는 ‘후치사’로 명명되어 왔는데,155) 그것이 쓰인 명사(구)의 의미적 기능―예를 

들어, ‘-에’는 그 명사구가 문장에서 ‘장소’라는 의미적 기능을, ‘-로’는 ‘경로’라는 

의미적 기능―을 나타내면서 통사 층위에서 각기 ‘부사어’와 ‘관형어’라는 ‘수식어’

로서의 기능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기능 조사’라고 할 수 있겠다.156) 이들 조사는,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하나의 서술어를 중심으로 표현되는 사태(문장) 안

에서 그 명사(가 나타내는 개체)의 의미적 역할을 나타내는 ‘함수’와 대응되는 것

으로 판단되는데, 명사 자체만으로는 의미적 기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

사의 비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제 2유형의 조사는 그것이 쓰인 명사(구)의 통사적 기능과는 무관하며, 명사

(구)의 의미만을 한정하는 역할―예를 들어, ‘-만’은 그 명사(구)를 ‘유일한 것’으로, 

‘-마다’는 그 명사(구)를 그것이 나타내는 개체들 ‘각각’으로 한정하는 역할―을 한

155) 한국어 문법에서 조사들 중의 일부를 ‘후치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명사와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명칭일 뿐, 그에 속하는 조사의 역할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데, 한국어

의 모든 ‘조사’가 명사 뒤에 온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156) ‘의미역’을 설정하는 관점에 따르면, 조사 ‘-에’와 ‘-로’가 쓰인 명사(구)는 여러 가지 

의미역(‘-에’의 경우에는 ‘장소Place’, ‘목표Goal’, ‘원인Cause’ 등의 의미역, ‘-로’의 경우에

는 ‘경로Path’, ‘도구Instrument’ 등의 의미역)과 관련되는데, 이는 2.2.3절에서 언급한 

Jackendoff의 비판에서 볼 수 있듯이, ‘개념 구조’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즉, 논항과 

서술어와의 상관관계에 따른) 편의상의 ‘명칭’일 뿐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역’ 이

론은, 예를 들어 “철수가 학교-∅/에/로/를 갔다”에서 볼 수 있듯이, 논항에서 실현 가능

한 조사의 종류와 생략 여부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들 조사의 

‘기본 의미’와 이 ‘기본 의미’가 맥락(혹은 서술어)에 따라 나타내게 되는 ‘관계적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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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한정 조사’라고 할 수 있다.157)

제 3유형의 조사는 그것이 쓰인 명사(구)의 문장 안에서의 통사적 기능이나 의

미적 역할을 나타내지도 않고 그 명사(구)의 의미를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 

1, 2 유형의 조사와 구별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흔히 제 2유형의 조사와 같은 

범주로 묶어서 ‘보조사’ 혹은 ‘한정사’로 지칭해 왔다. 그러나, 제 2유형의 조사는 

그것이 쓰인 문장 자체의 ‘의미 층위(논리적 의미)’와 관계되는 반면에 제 3유형의 

조사는 그 문장을 넘어선 화용적 측면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는 제 3유형의 조사를, 

157) 그러나 제 2유형에 속하는 조사에 대해서는 더 세 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들 조사가 제 1유형의 조사와의 결합 관계에서 문법적으로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사 ‘-까지’는 여러 연구들(대표적으로 홍재성(1984)을 참조)에

서 지적된 바와 같이 많은 경우에 조사 ‘-(에서)부터’와 함께 쓰여 ‘-에서 ∼ -까지’ 전

체가 하나의 논항처럼 기능한다. 또한, ‘-조차’나 ‘-마저’의 경우에는 명사(구)의 의미를 

한정할 뿐만 아니라, ‘불만’이나 ‘놀람’과 같은 화자의 판단이나 태도(양태적 의미)까지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태적 의미’가 이들 조사 자체의 의미

인지 아니면 맥락에서 파악되는 의미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춘숙

(1993)쪽에서도 조사의 실현 유형을 조사하여 조사의 ‘체계’를 제시하 는데, 기존의 다

른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조사 ‘-가’, ‘-를’을 ‘자리토씨(격 조사)’로 처리하 고, ‘도움토씨

(보조사/한정사)’를 아래와 같이 분류하 다(이춘숙 1993, 158쪽 참조).

역개념 비서법적 서법적 서법적 의미

역

설정(의)

야

나

나마

라도/ㄴ들

커녕

확신

양보

미흡(유일범위)

미흡(비유일범위)

기정

설정 는

부가 도

집

합

한 정 만/밖에

서

열

최초 부터

최종 까지
조차

마저

불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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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미가 문장 자체의 ‘논리적 의미’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쓰인 명사(구)

에 대한 화자의 판단―예를 들어, ‘-는’은 그것이 쓰인 명사(구)가 다른 것과 ‘대조

된다’는 화자의 판단을, ‘-도’는 그것이 다른 것과 ‘동일하다’는 화자의 판단―을 나

타낸다는 점에서 ‘양태 조사’라고 하겠다.

다음 장에서는 조사 ‘-가’와 ‘-를’이 기존의 연구들에서 ‘양태 (보)조사(양태후치

사, 한정사)’로 분류되어 온 제 3유형의 조사들과 분포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보이

는데, 이는 조사 ‘-가’와 ‘-를’이 논항의 문법적 관계가 아니라 화용적 상황에 따라 

그 실현에 제약이 있으며 그 의미가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화용 층위’의 ‘양태 

조사’이기 때문임을 보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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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의 문법

2장에서는 조사 ‘-가’와 ‘-를’이 ‘구조격’, ‘의미격’, ‘화용격’ 등의 ‘격 표지’로 파악

되지 않으며 ‘-에’나 ‘-로’ 등도 ‘사격 표지’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조사 ‘-가’

와 ‘-를’의 실현 여부와 다른 조사와의 대비에 따른 일정한 의미적 차이가 관찰된

다는 사실, 그리고 분포적으로 ‘-는’이나 ‘-도’ 등의 조사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

하 다. 이장에서는 조사 ‘-가’와 ‘-를’이 ‘-는’이나 ‘-도’와 같은 계열에 속하는 일정

한 의미를 지닌 ‘양태 조사’로 파악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들 조사의 문법적 특

징을 파악한다.

조사 ‘-가’와 ‘-를’에 대한 기존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뉜다.158) 하

나는, 통사론 중심의 논의에서 주장된 것으로 조사 ‘-가’와 ‘-를’이 의미가 전혀 없

으며 ‘통사 층위’에서 ‘구조적으로 할당된 격’을 나타내는 순수한 ‘구조격 조사’라는 

관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2.2절에서 살펴 보았듯이 조사와 관련된 문법 현

상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 특히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른 조사 중

첩과 실현에서 보이는 제약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다른 하나는 조사 ‘-가’와 ‘-를’에 일정한 의미가 있다는 관점이다. 그런데 이러

한 관점의 연구들은 대부분 조사 ‘-가’와 ‘-를’이 의미가 없는 ‘격조사’와 고유 의미

를 가진 ‘보조사’의 두 가지가 있으며, 그 의미란 것도 ‘주제화’나 ‘초점화’를 나타

내는 데에 쓰인다고 주장하여, ‘-가’와 ‘-를’의 ‘격조사/격 표지’로서의 기능을 인정

하 다. 그러나 앞 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조사 ‘-가’와 ‘-를’은 ‘주제 표지’나 ‘초점 

158) 홍재성(1990)에서는 조사 ‘-가’와 ‘-를’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취하고 있는 관점을 

‘단일 기능후치사(격 표지) 가정’, ‘단일 양태후치사(보조사) 가정’, 이 두 가지 쓰임을 인

정하는 ‘이중성 가정’의 세 가지로 요약하 다. 홍재성(1990)에서는 ‘단일 기능후치사(격 

표지) 가정’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음을 제시하면서, ‘단일 양태후치사 가정’을 하나의

열려진 가능성으로만 제시한 채, ‘이중성 가정’을 채택하 다. 홍재성(1990)의 분류에 따

르면, 위에서 제시한 기존의 두 가지 관점은 ‘단일 기능후치사 가정’과 ‘이중성 가정’이

며, 이 연구의 관점은 ‘단일 양태후치사 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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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로 파악할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격조사’나 ‘주제 표지’ 혹은 ‘초점 표지’로서의 ‘-가’와 ‘-를’을 인

정하지 않는 ‘단일 양태 조사(양태후치사)’의 관점에서 ‘-가’와 ‘-를’의 문법적 특징

을 파악한다.

조사 ‘-가’와 ‘-를’에 일정한 의미가 있다는 관점을 취한 연구들에서 제시된 ‘(양

태적) 의미’로는 조사 ‘-가’에 대해서는 ‘배타적 지칭’이라는 의미(남기심1972, 1991), 

‘배타적 대립’이라는 의미(임홍빈 1972), ‘지정 서술’과 ‘선택 지정’의 의미(신창순 

1975)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홍재성(1987, 1990)에서는 ‘대조적’ 의미의 ‘양태후치사’

라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조사 ‘-를’의 의미로는 임홍빈(1979)에서 ‘전체성’이라는 

의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홍재성(1986/1987), 정희

정(1988)에서 다시 주장되었다. 그리고 이정택(1989)에서는 최현배(1937/1983)의 

‘주관적 지배 관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를’을 ‘말할이의 시각에서 본 작용의 대

상성을 나타낸다’고 하 다.

이 장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조사 ‘-가’와 ‘-를’의 의미로 제시된 것들을 바탕

으로 이들 조사의 실현 양상에서 나타나는 제약들을 검토함으로써 그 의미를 파

악하겠다. 그리고 조사 ‘-가’와 ‘-를’의 여러 가지 쓰임에서 이들 조사는 각기 동일

한 의미로 분석되고, 그 의미가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임을 보이고자 

한다.

3.1 ‘-가’의 의미와 문법

3.1.1 ‘-가’와 ‘배타성’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했듯이 조사 ‘-가’에 일정한 어휘적 의미가 있다는 관점의 

연구들은 조사 ‘-가’가 ‘주어’ 자리를 포함해 서술어의 논항으로 판단되는 명사(구)

에서 여타의 ‘보조사’와 함께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과 조사 ‘-가’의 실현 유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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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의미의 차이가 있음을 제시해 왔다. 이들 연구에서는 ‘-가’의 의미를 ‘배타적 

대립’이나 ‘선택 지정’ 혹은 ‘배타적 지칭’으로 제시해 왔는데, 아래와 같은 문장에

서의 조사 ‘-가’의 실현과 관련된 현상을 들고 있다.159)

159)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사 ‘-가’를 풀이하고 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에서

의 설명은 조사 ‘-가’를 ‘격조사’와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의 두 가지로 나누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연세한국어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만을 

제시한다. 편의상 용례는 제외했다.

     <표준국어대사전>

   1-1 어떤 상태나 상황에 놓인 대상, 또는 상태나 상황을 겪거나 일정한 동작을 하는 

주체를 나타내는 격 조사. 문법적으로는 앞말이 서술어와 호응하는 주어임을 나타낸

다./ 1-2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이나 부정하는 대상임을 나타내

는 격 조사. 문법적으로는 앞말이 보어임을 나타낸다.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낼 때

는 대체로 조사 ‘로’로 바뀔 수 있다. // 2. ((받침없는 명사구가나 부사어 뒤, 또는 연

결어미 ‘-지’나 ‘-고 싶다’ 구성에서 본동사의 목적어나 받침 없는 부사어 뒤에 붙어)) 

앞말을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흔히 뒤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온다. 연결 어

미 ‘-지’ 뒤에 오는 ‘-가’는 ‘-를’이나 ‘ㄹ'로 바귈 수 있다.

   <연세한국어사전>

   Ⅰ 주격 조사. ① 행위의 주체를 나타냄./ ② 심리 작용의 주체를 나타냄. ③ 대상을 

나타냄. ㉠ 어떤 상태나 조건에 놓여 있는 실체를 나타냄. ㉡ 어떤 행위가 수행되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되는 대상임을 나타냄. ㉢ 심리 작용이 미치는 실체를 나타냄. 

㉣ 상태나 조건의 변화를 겪는 실체를 나타냄. //Ⅱ [ 되다 나 아니다 의 바로 

앞에 오는 필수 성분에 붙어서] 대상을 나타냄. ① 그렇게 되는 대상임 을 나타

냄./ ② 부정이 되는 대상임 을 나타냄. // Ⅲ 화용의 양상에서 살펴본 용법. ① 

[단순히 지적하거나, 여럿 가운데 선택 지정된 말에 붙어 쓰이어] 그것을 (특별히 선

택하여) 지적함의 뜻을 나타냄./ ② 새 정보를 나타내는 데에 쓰임./ ③ 강조함을 나

타냄. ㉠ [ 않다, 못하다  등과 함께 쓰이어] 앞에 오는 말에 붙어 이를 지적하여 

강조함을 나타냄. ㉡ [일부 부사와 함께 쓰이어] 이를 강조함을 나타냄. ㉢ [ 부터

와 같은 보조사 뒤에 쓰이어] 이를 강조함을 나타냄./ ④ 인용되는 말의 출처를 나타

냄./ ⑤ [부사어 자리에서 수량을 나타내는 말에 붙어 쓰이어] 그 수를 지적하여 강조

함을 나타냄./ ⑥ 관용 표현에 쓰임. ㉠ [ -ㄴ/-는/-ㄹ 것이 의 꼴로 쓰이어] 당위적

인 사실이나 판단의 기준 등을 끌어 내어 뒤에 오는 말의 근거로 삼는 데에 쓰임. ㉡ 

[ -기가 무섭게 의 꼴로 쓰이어]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자마자 곧 의 뜻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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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개는 진돗개가 리하다. (남기심 1991에서 인용)

b. *개가 진돗개가 리하다. 

(2) a. 누가 이 유리를 깨뜨렸느냐?  (남기심 1991에서 인용)

a'. *누구는 이 유리를 깨뜨렸느냐?/*누구만 이 유리를 깨뜨렸느냐?

b.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귀한가?

b'. *이 세상에서 무엇은 제일 귀한가?/*이 세상에서 무엇도 제일 귀한가?

c. 어디가 가장 살기 좋을까?

c'. *어디는 가장 살기 좋을까?/ *어디만 가장 살기 좋을까?

남기심(1991)에서는 위와 같은 예를 들면서 조사 ‘-가’에는 ‘배타적 지칭’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 다. 남기심(1991)에서는 (1a)는 성립하지만 (1b)가 비

문이 되는 것을 ‘진돗개’는 ‘개’ 이외의 어느 것도 될 수 없는 까닭에 ‘개’가 배타적

으로 지칭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 고, (2)에서처럼 의문 대명사의 경우에는 

조사 ‘-가’만을 취하고 이를 ‘-는, 도, 만’ 등으로 바꾸면 비문이 되는 것도 ‘-가’의 

의미적 특성으로 인한 것임을 지적하 다.160)

조사 ‘-가’가 일정한 의미를 가진 ‘(양태) 조사’로서의 쓰임이 있다는 것은 홍재

성(1986/1987, 1990)에서도 제시하 는데, 한국어의 전형적인 보조사 ‘-는’, ‘-도’, ‘-

만’과 같은 계열을 이루는 것으로 분석하 다.161) 홍재성(1986/1987, 1990)에서 제

냄. ㉢ [ -ㄹ 수가 있다/없다 의 꼴로 쓰이어] 어떤 행동이나 현상의 가능성 여부를 

나타냄.

160) 신창순(1975)에서도 의문 대명사는 ‘-가’를 취할 뿐이고 ‘는’이 쓰일 수 없음을 지적하

다.

161) 홍재성(1986/1987)에서는 ‘-는’, ‘-도’, ‘-만’ 등의 보조사 앞에서는 조사 ‘-에’가 탈락될 

수 있는데, ‘-가’도 ‘-에’의 탈락을 유발하는 대조적 의미의 양태조사로 기능하는 듯하다

며 아래의 예들을 제시하고 하고 있다(189쪽 참조). 이러한 예들 역시 조사 ‘-가’가 ‘-

는’, ‘-도’와 같은 계열의 보조사임을 보여 준다.

(i) a. 그 거리-(??에/E)-가 가장 인파가 붐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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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예들 외에도, 조사 ‘-가’가 보조사 ‘-는’, ‘-도’와 하나의 계열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은 2.3.2절에서 분포적 사실로 제시되었듯이, 아래의 실제 용례에서 

확인된다.162)

(3) a. 부두 안쪽 천막 아래에 들어선 젓갈 가게- {
만
∅}- {

은
도
이} 대충 50 개가 돼 보

다.. (0008)163)

b. 이 술집-(??에+E)-가 가장 늦게까지 손님들이 흥청거린다.

c. 저 방-(??에+E)-가 연기가 가득 찼었다.

또한 ‘교차 장소보어구문’에서 “인물명사-의 부분명사(Npc)”의 형식으로 부분명사가 

사용될 때, 소유주 ‘인물명사’가 ‘-는’, ‘-도’, ‘-만’ 또는 ‘-가’로 양태화되어 문두에 분리

된 성분으로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장들이 중주어문으로 분석될 수 있음

을 보이고 있다(191쪽 참조).

(ii) 철수의 머리에는 늘 이가 들끓는다.

(iii) a. 철수-(는+도+만+가) 머리에 이가 들끓는다.

b. 철수-(는+도+만+가) 머리가 이로 들끓는다.

그리고 위와 같은 형식은 ‘인물명사’가 ‘장소보어’로 쓰일 수 없는 아래와 같은 동사구

문에서도 자유롭게 실현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iv) a (철수의 눈에는+*철수에게) 총기가 빛난다.

b. (철수의 눈은+*철수는) 총기로 빛난다.

(v) a. 철수-(는+도+만+가) 눈에 총기가 빛난다.

b. 철수-(는+도+만+가) 눈이 총기로 빛난다.

      홍재성(1990)에서는 ‘보조사’라는 용어 대신에 ‘양태후치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앞

의 각주 68)도 참조). 

162) 널리 알려진 예문인, 서술어가 ‘형용사’이거나 일부 ‘자동사’인 ‘장형 부정 구문’의 경우

에 ‘-지 않-’ 사이에서 이들 조사가 자유롭게 대응됨은 굳이 예를 들지 않는다.

163) 여기에 표시된 예문 번호는 위의 세 가지 형태 중의 하나가 <연세말뭉치>에서 관찰

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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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특히 아리랑의 경우에 가사- {
만
∅}- {

은
도
이}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 (0011)

c. 카본파이버로 만든 최신형 디스크 바퀴 하나 값- {
만
∅}- {

은
도
이} 1 백 만 원이 넘

는다. (0019)

d. 작년 중 정부가 원유 관세로 징수, 재정에 충당한 금액- {
만
∅}- {

은
도
이} 5천 5백 69

억 원에 이르 다. (0269)

e. 실패의 원인은 그것- {
만
∅}- {

은
도
이} 아닌 것 같이 생각됩니다. (0335)

위의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가’는 다른 보조사 ‘-는’, ‘-도’와 ‘주어’라고 

생각되는 자리에서 서로 대응되어 쓰이는데, 서술어의 분포도 다양하고 각각의 예

에서 조사들 간의 의미의 차이도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된다.164)

이와 같이 조사 ‘-가’와 ‘-는’과 ‘-도’가 자유롭게 대응되는 것은 아래와 같이 다

른 조사와의 결합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4) a. 집회금지는 동년 3월부터 6월 사이에 서울-에서- {
만
∅}- {

은
도
이} 13회에 달하 다. 

(0784)

b. 신도들의 감사 헌금-에서- {
만
∅}- {

은
도
이} 1억이 넘는 금액이 나왔다. (1150)

(5) a. 서울-에- {
만
∅}- {

은
도
이} 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살고 있다.

164) 홍재성(1990)에서는 보조사 ‘-만’도 같은 계열로 포함시켰으나, 위의 예에서처럼 ‘-만’

의 출현 유무와 관계없이 서로 대응될 수 있음을 보건대, ‘-만’은 조사 ‘-가’, ‘-는’, ‘-도’

와 완전히 같은 계열이기보다는 서로 어느 정도 겹쳐질 수 있는 다른 계열이라는 앞의 

2.3.2절의 조사 체계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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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철수는 서울-에- {
만
∅}- {

은
도
이} 십여 차례를 다녀갔다.

(6) a. 단결은 어느 한 단체가 주도권을 잡고 다른 한 단체를 합류하는 형태-로- {
만
∅}-

{
은
도
이} 가능하다.

b. 새끼손가락-으로- {
만
∅}- {

은 날 이기기 힘들걸도 널 이길 수 있다이 날 이겨야 정말 이긴 거야}.165)

(4)에서는 조사 ‘-에서’ 다음에서, (5)에서는 조사 ‘-에’ 다음에서, (6)에서는 조사 

‘로’ 다음에서 ‘-가’가 ‘-는’, ‘-도’와 대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사 ‘-가’가 보조사 ‘-

는’, ‘-도’와 다양한 위치에서 대응되어 쓰인다는 것은 이들 조사가 같은 계열로 분

류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와 같이 보조사로 파악되는 ‘-가’에 대해서, 홍재성(1990)은 조사 ‘-가’가 쓰인 

명사구에서 ‘배타적 대조’라는 양태적 의미가 동반되는 여섯 가지 경우와 그 문법

적 특징을 지적하며, ‘양태후치사’로만 볼 수 있다고 하 다. 홍재성(1990)에서 ‘-가’

의 ‘배타적 대조’라는 의미가 파악되는 것으로 제시된 여섯 가지 구문 중에서 조사 

‘-가’의 의미와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다음의 예이다.166)

165) 위에서 (5b)와 (6b)의 경우에는 보조사 ‘-만’이 없이 ‘-가’가 쓰이면 부자연스럽거나 비

문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후의 논의에서 다룬다. 그러나 조사 ‘-가’가 보조사 ‘-는’, 

‘-도’와 같은 계열의 조사라는 것을 보여 주는 데에는 충분하다. 

      그리고 (6b)의 경우에는 후행 문맥이 상이한데, 이는 그만큼 조사 ‘-가’, ‘-는’, ‘-도’가 

각기 고유한 의미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에서 제시한 예들에서처럼 

조사 ‘-가’, ‘-는’, ‘-도’가 언제나 자유롭게 대응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후 문맥에 따

라 대응될 수 있는 경우가 제약을 받는데, 이는 그만큼 조사들이 각각의 고유 의미가 있

기 때문이다.

166) 홍재성(1990)에서는 ‘-가’가 양태후치사의 성격을 지니며, 주어 성분의 표지는 형태

라는 주장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근거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들고 있다(41∼42쪽의 각주 

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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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N-가 연쇄의 분석에서 늘 지적되어 왔듯이, 다음과 같은 N-가 주어문에는 

반드시 배타적 대조라는 양태적 의미가 동반되고, 후치사 -가의 삭제가 불가능하다.

iii) ㄱ. 철수가 먼저 왔다.

ㄴ. 종철이가 가장 친구들이 많았다.

ㄷ. 희가 어머니가 오셨다.

ㄹ. 누가 종철이에게 면회를 가겠니?

(나) -가는 -에/-에게/-에서 등의 기능후치사와 결합이 가능하고, 이 때 역시 양

태적 의미가 부각된다.

iv) ㄱ. 종철이에게가 가장 친구들이 많았다.

ㄴ. 오늘은 학교에가 가고 싶지가 않다.

ㄷ. 우리는 부산에서가 가장 힘들었다.

iv)ㄱ∼ㄷ에서 -에 등이 삭제되면 용인 가능성의 면에서 더 자연스럽다.

iv) ㄱ'. 종철이가 가장 친구들이 많았다.

ㄴ'. 오늘은 학교가 가고 싶지가 않다.

ㄷ'. 우리는 부산이 가장 힘들었다.

이렇게 보면, iv)ㄱ'∼ㄴ'은 중주어문이 아니며, iv)ㄱ'의 “종철이가”나 iv)ㄴ'의 

“학교가”의 통사적 지위는 주어가 아닐 것이다. 또한 iv)의 ㄴ, ㄴ'에서 V-지 뒤의 -

가의 사용이 앞의 예문 (10)ㄴ∼ㄷ에서 V-지 뒤의 -를의 사용과 평행적인 점도 대

단히 중요하다.

(다) 분열문 초점 위치에서 -가는 반드시 삭제된다. 분열문이 내재적으로 배타적 

대조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가의 존재는 잉여적이어서 그 실현에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v) ㄱ. 가장 먼저 온 것은 철수-(E+*가)- 다.

ㄴ.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부산에서-(E+*가)- 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를 역시 나타날 수 없는데, 유사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라) 명령문이나 내포문에서는 주어가 삭제될 수 있는데(또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통사적 맥락에서 대조의 양태 의미가 표현되려면 반드시 -가가 

뒤따르는 주어 성분이 있어야 한다.

vi) ㄱ. 빨리 가거라.

ㄴ. 철수가 가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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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 어디-에서-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b. 우리는 부산-에서-가 가장 힘들었다.  (홍재성 1990에서 인용)

c.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부산-에서- { ∅
*가}- 다.

(7a)에 대한 대답으로는 (7b)와 (7c)가 모두 가능한데, 홍재성(1990)에서는 대답의 

초점이 단문 안에서 나타나는 (7b)의 경우에는 조사 ‘-가’가 올 수 있지만, ‘이다’ 

분열문 구성에 의한 초점 위치에서는 ‘-가’가 반드시 삭제된다는 사실을 지적하

다. 이러한 현상을, 홍재성(1990)에서는 “분열문이 내재적으로 ‘배타적 대조’의 의

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배타적 대조의 ‘-가’가 잉여적이라고 설명하 다. 그런데 이

와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신창순(1975)에서는 지정사가 서술어일 경우에는 지정사

vii) ㄱ. 철수는 아팠다고 말했다.

ㄴ. 철수는 자기가 아팠다고 말했다.

(마) 특히 (나), (라)에서 문제된 맥락에서 -가의 실현은, 한국어의 전형적인 양태

후치사 -는/-도/-만 등의 실현과 아주 평행적이다. (라)의 경우만 예를 들어 본다.

vi) ㄴ'. 철수-(가+는+도+만) 가거라.

vii) ㄴ'. 철수는 자기-(가+는+도+만) 아팠다고 말했다.

더구나 -가는(-를도 마찬가지인데) 양태후치사 -는/-도/-만과 연쇄가 불가능하

다(철수-만이와 같은 연쇄를 제외하면). 이것은 바로 -가가 -는/-도/-만과 동일한 

부류를 이루기 때문이 아닌가?

(바) 한국어는 계통적으로나 유형론적으로나 알타이어파에 속하거나, 극히 가까운 

언어로 간주되며, 문장 성분의 통사 기능은 후치사로 표시된다고 여겨져 왔다. 그런

데, 전통적으로 주어 표지로 분석되는 -가는, -를과 마찬가지로 빈번히 삭제되며, 이

러한 현상은 알타이어의 다른 언어에서도 관찰된다. 특히 만주어의 경우를 보면

(Sohn 1978), 주어 표지는 수의적인데, 그것은 강조의 첨사에서 발달한 것이며, 바로 

주어를 강조하는 경우에만 사용된다. 기능 표지가 전치사인 어나 불어의 경우, 문

장의 핵심 구성성분인 주어/목적어만이 유독 무표지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후치사 

언어인 한국어 역시 주어/목적보어 기능 표지는 무표지일 수 있다는 주장의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를의 단일 양태후치사 가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철저한 연구

가 있어야 함은 되풀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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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미 ‘지정’을 하고 있으므로 조사 ‘-가’로 다시 ‘지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인 것

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하 다.167)

조사 ‘-가’가 ‘이다’ 앞에서 쓰이지 못하는 현상은 조사 ‘-가’의 의미를 인정하는 

논의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어 온 것인데, ‘-가’의 의미에 대한 파악이 홍재성

(1990)과 신창순(1975)이 다르다. 여기에서 문제는 남기심(1969, 1991), 임홍빈(1972, 

1974), 홍재성(1990) 등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배타성’이라는 의미가 과

연 조사 ‘-가’의 본질적인 의미적 특성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분열문 구성에서 ‘-

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지정’

의 의미 때문에 ‘-가’가 ‘이다’ 앞에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인지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다.168)

그런데,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분열문 구성에서 조사 ‘-가’가 실현되지 않는 

것이 조사 ‘-가’가 ‘배타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할 수는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7') a. 어디-에서(-∅/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b. 우리는 부산-에서 가장 힘들었다.

c.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부산-에서- { ∅
*가}- 다.

d. 부산.

먼저, (7a)에 대한 대답에서 조사 ‘-가’의 실현이 필수적이지 않다. 조사 ‘-가’가 

실현되지 않은 (7'b)의 ‘부산-에서’ 역시 ‘우리가 가장 힘든 건 다른 곳이 아니라 

부산이었다’와 같은 ‘배타성’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아래와 같은 문

장에서도 확인된다.

 

167) 신창순(1975)에서는 일본인 학자 三上章의 연구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

다.

168) 홍재성(1990)에서 제시된 ‘배타적 대조’라는 의미는 ‘배타성’이라는 의미에 묶일 수 있

으므로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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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 이가 누구-를 때렸어?

b. 이가 철수-를 때렸어.

c. 이가 때린 것-은 철수야.

d. 철수.

(9) a. 철수가 누구-와 싸웠어?

b. 철수가 이-와 싸웠어.

c. 철수가 싸운 것-은 이야.

d. 이.

(8b)와 (9b)는 각기 (8c)와 (9c)와 마찬가지로 (8a)와 (9a)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있는데, 조사 ‘-가’가 쓰이지 않았지만 분열문 구성인 (8c)와 (9c)와 동일하게 ‘배타

성’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으로, 위에서 제시한 분열문 (7'c)가 조사 ‘-가’가 실현된 (7b)의 분열문 구

성인지 조사 ‘-가’가 실현되지 않은 (7'b)의 분열문 구성인지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 

(10) a. 이가 누구-를 때렸어?

b. 이가 철수-를/*가/*를-가 때렸어.

(11) a. 철수가 누구-와 싸웠어?

b. 철수가 이-와/*가/*와-가 싸웠어.

오히려 (8c)와 (9c)의 분열문 구성과 대응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문장인 (10b)와 

(11b)에서 조사 ‘-가’가 실현되면 비문이 되는데, 이는 조사 ‘-가’가 실현될 수 없는 

것이 분열문 구성에서 파악되는 ‘배타성’ 때문이 아님을 보여 준다.

또한 (7), (8), (9)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예에서 (a)의 대답으로는 분열문 구

성도 아니며 조사 ‘-가’가 실현되지도 않은 (d)가 가능한데, (b)나 (c)와의 의미적 

차이를 찾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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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조사 ‘-가’와 ‘배타성’이라는 의미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음을 보

여 주는데, ‘배타성’이라는 의미는 조사 ‘-가’라는 특정 조사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의해 파악되는 화용적인 것임을 보여 준다. 즉, ‘-에, -에서, -로’ 등

과 달리 분열문 구성에서 조사 ‘-가’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분열문 구성의 ‘배타성’

이라는 의미와 조사 ‘-가’의 의미가 동일하기 때문이기보다는 다른 데에 원인이 있

는 것으로 판단하게 한다.169)

조사 ‘-가’에 ‘배타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며, ‘-가’의 유무와 관계 없이 문

맥에 의해서 ‘배타성’의 의미가 파악되는 아래의 여러 예문들을 통해서도 확인된

다.

(12) a. 철수는 어디-에 갔어?

b. 철수는 학교-에 갔어.

(13) a. 철수가 책을 누구-에게 줬어?

b. 철수는 책-을 이-에게 줬어.

(14) a. 철수가 선생님에게 무엇-으로 맞았어?

b. 철수는 선생님에게 책-으로 맞았어.

169) 위에서 제시한 분열문 구성에서 ‘이다’ 앞에 쓰인 명사가 ‘배타성’을 가진 것으로 파악

되는 것은 분열문 구성이 전형적인 ‘주제-초점’(혹은 ‘전제-단언’) 구성을 이루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Lambrecht(1994, 73쪽)에 따르면, “관계절로 표현된 명제는, 그것이 이미 

알려진 (또는 믿어지거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수신자에 의해 추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전제되어” 있다고 자주 말해진다”고 한다. 이를 한국어의 분열문 구성에 

적용하면,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은 부산에서 다”에서 ‘배타성’이 파악되는 것은, ‘우리가 

x-에서 가장 힘들었다’가 전제되어 있고 그 전제된 사태의 변항 x가 ‘이다’에 의해 ‘x=

부산에서’라고 지정됨으로써 지정되지 않은 다른 것들은 배제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계절로 표현된 명제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은 위의 문장이 ‘거짓’이라

고 했을 때 부정되는 것은 ‘부산에서’이지 관계절의 명제가 아니라는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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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의 질문-대답의 쌍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가’가 쓰이지 않고 ‘-에’, ‘-에

게’, ‘-(으)로’만이 쓰인 명사에서도 ‘배타성’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모두 의문 

대명사에 의한 질문의 ‘초점’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초점’에 해당하는 명사에 

배타성의 의미가 있음은, 의문 대명사에 의한 초점이 아닌, 맥락적 초점이 주어진 

아래의 예에서도 확인된다.

(15) a. 철수는 학교에 가지 않고 극장-에 갔어.

b. 철수는 이와 사귀지 않고 순이-와 사귀어.

c. 철수가 이를 주먹-으로 때렸어.

그리고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가’가 중출하는 경우에 ‘-가’가 붙은 명사

구 모두에서 ‘배타성’의 의미가 파악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조사 ‘-가’의 의미

가 ‘배타성’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다.

(16) a. 철수-가 수보다 머리-가 커.

b. 철수-가 수보다 머리-가 커.

c. ??*철수-가 수보다 머리-가 커.

d. 철수-가 수보다 머리-가 커.

(17) a. 난 네-가 이해-가 안 간다.

b. 그래? 난 네-가 이해-가 안 가는데.

c. (얘가 무슨 소리야.) (내가) ??*네-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데.

(16a, b)와 (17a, b)에서 조사 ‘-가’가 결합한 명사구에는 ‘배타성’의 의미가 있는 것

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16c)와 (17c)에서처럼 조사 ‘-가’가 결합한 명사구가 모두 

‘배타성’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170) 이와 같이, 문장에서 조사 ‘-

가’가 결합해서 쓰이는 모든 명사구가 ‘배타성’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는 파악되지 

170) 그리고 (16d)에서처럼 ‘ 수보다’에 강세를 주어 발화하면, 조사 ‘-가’가 붙은 명사구에

서는 ‘배타성’의 의미를 파악하기 힘들고 ‘ 수보다’에서 ‘배타성’의 의미가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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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둘 중의 어느 하나만이 ‘배타성’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도, ‘배

타성’이라는 의미가 조사 ‘-가’의 의미적 특성이 아니라 문맥에 의해 주어진 ‘초점’

이나 ‘강조’와 같은 화용적 특성에 의해 파악되는 것임을 보여 준다.

실제로, 홍재성(1990)에서 조사 ‘-가’가 쓰여서 ‘배타적 대조’라는 양태적 의미를 

동반하는 경우라고 제시한 예문들에서, ‘배타성’이라는 의미는 조사 ‘-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문장에 함께 쓰인 다른 단어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

다. 

(18) a. 철수가 먼저 왔다.

b. 우리는 부산에서가 가장 힘들었다.

(18)에서 밑줄 친 단어들 ‘먼저’와 ‘가장’은, 각기 ‘시간으로나 차례에서 앞서서’와 

‘(여럿 가운데에서) 으뜸으로’라는 사전의 뜻풀이에서 알 수 있듯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다른 개체들의 존재를 함축하고 있고, 이러한 의미 때문에 ‘철수가’와 ‘부산에

서가’가 ‘배타적 개체(혹은 장소)’로 파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아래의 예문

을 통해서 확인된다.

(19) a. 철수-가 먼저 학교에 갔다. (중의적)

a'. 철수는 먼저 학교에 갔다.

b. 우리-가 부산에서 가장 힘들었다. (중의적)

b'. 우리-는 부산에서 가장 힘들었다. 

(19a, b)는 중의적인데 ‘먼저’에 대한 판단 대상이 무엇이냐―‘주어’인가 ‘장소’인

가―에 따라 ‘배타적으로 대조되는’ 것이 달라지고, 주어에 조사 ‘-는’이 쓰인 (19a', 

b')는 중의적이지 않으며 각기 ‘학교에’와 ‘부산에서’에서 ‘배타적 대조’의 의미가 

파악된다. 이러한 사실은 ‘배타성’의 의미가 조사 ‘-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먼저’나 

‘가장’과 같은 맥락에 의한 것임을 보여 준다.171)

171) 그리고, ‘먼저’나 ‘가장’과 같이 어떤 문장 성분에 특정한 의미(위의 예에서는 ‘배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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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배타성’의 의미가 조사 ‘-가’의 유무와 관계 없이 

맥락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는 사실과, 조사 ‘-가’가 쓰인 명사(구)에서 항상 ‘배타

성’의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배타성’과 조사 ‘-가’가 일대일의 대응을 

이루지 않으며 따라서 ‘배타성’이 조사 ‘-가’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3.1.2 ‘-가’와 ‘지정’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다’ 구문에서 조사 ‘-가’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이 ‘배타성’이라는 의미 때문이 아니라면, 남은 한 가지는 조사 ‘-가’와 ‘이다’의 

의미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다’가 

결합하는 명사에서 조사 ‘-가’가 쓰이지 못하는 것이 ‘-가’와 ‘이다’가 ‘지정’이라는 

의미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되었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에서는 단순히 ‘지정’이라는 의미를 언급하고 있었을 뿐 실

제로 조사 ‘-가’의 의미가 ‘지정’으로 파악되는 근거와 그 정확한 의미를 제시하지

는 못하 었다.

이제 조사 ‘-가’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이며, 또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게 파악

될 수 있는지를, 조사 ‘-가’의 실현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먼저, 2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조사 ‘-가’는 부정 대명사 ‘아무’와 결합할 수 없

다.172)

대조’)를 부가하는 어휘들은 흔히 ‘초점사’(focalizer, focus particle)로 불리는데, 그 자체

만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은 주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최규련(1998, 1999), 

Haji ová et al.(1998)을 참조.) 이와 같이 다른 개체들의 존재에 대한 함축을 나타내는 표

현들로는 ‘나중(에), 맨먼저, 우선, 제일, 처음(으로)’ 등이 있다.

172)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부정 대명사 ‘아무’의 의미를 “누구라고 꼭 지정하지 않고 

막연히 가리켜서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하 고,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르는 인칭대명사”라고 정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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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 요즘은 아무- { *
가
∅}-나 대학에 간다.

b. 요즘은 아무- { *
가

*∅} 대학에 간다.

(21) a. 아무것- { *
이
∅}-도 교실에 있지 않았다.

b. *아무것- { *
이

*∅} 교실에 있지 않았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 대명사 ‘아무’에는 조사 ‘-가’가 단독으로도 다른 조사와 

중첩되어서도 결코 쓰일 수 없는데,173) 이는 ‘부정(不定, 특별히 정하지 않음)’이라

는 대명사 ‘아무’의 의미와 조사 ‘-가’의 의미가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며, ‘부정’과 

173)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부정대명사 ‘아무’와 조사 ‘-가’나 ‘-를’의 결합은 비문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일부 방언 화자의 경우에는, 표준어 화자들이 모두 비문이라고 판정한, 부

정대명사 ‘아무’와 조사 ‘-가’와 ‘-를’이 결합한 예가 극히 일부의 특정한 상황에서는 가

능하다고 하 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문법성 판단은 방언 화자를 따른다).

     (i) a.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싸우는 형제를 보면서) ??*그거 아무-가 하면 어때서 

그걸 가지고 난리냐?

a'.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싸우는 형제를 보면서) ?그거 아무-나-가 하면 어때서 

그걸 가지고 난리냐?

b. (일정한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아무-를 다 붙잡고 물어 봐라, 대답

을 해 주나?

b'. (일정한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아무-나-를 다 붙잡고 물어 봐라, 대

답을 해 주나?

   그러나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 대명사 ‘아무’와 조사 ‘-가’와 ‘-를’이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가 완전한 ‘부정칭’(indefinit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범위나 

집단’ 안에서의 ‘부정칭’일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한다. 즉, ‘아무’가 나타나는 대상을 한정

해서 지정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한다. 위의 예들에서 (ib')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경우에 ‘아무-나-를’은 ‘양보’의 의미보다는 ‘모두’의 의미로 파악

되는 것 같다. 이와 같이 조사의 실현 유무나 종류에 따라 다른 의미로 파악되는 것 역

시 조사 ‘-가’나 ‘-를’이 일정한 의미를 가진 ‘조사’로 쓰인다는 증거이다(‘-를’의 의미에 

대해서는 3.2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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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되는 의미로서 조사 ‘-가’의 의미를 ‘지정’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사 ‘-가’의 ‘지정’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히 파악

할 수 있는데, (20)과 (21)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장의 주어에 ‘-가’가 쓰일 수 없다

는 사실은, 조사 ‘-가’가 ‘주어’를 나타내거나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개체’ 혹은 ‘대상’을 지정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즉, ‘부정 대명사’가 주어

로 쓰일 때 조사 ‘-가’가 쓰일 수 없는 것은, 조사 ‘-가’가 문장의 ‘주어’라는 문법적 

기능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로 쓰일 수 있는 어떤 개체를 ‘지정’하는 것인

데, 주어로 쓰인 ‘아무’의 ‘특별히 정하지 않은 어떤 개체’라는 ‘부정(不定)’의 의미

와 모순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조사 ‘-가’의 의미가 ‘아무’의 ‘부정’이라는 의미와 상충되는 것으로서의 

‘지정’이라는 것은 좀더 명확해 질 필요가 있다.

(22) a. 내가 인사를 청했는데도 너는 아무 대답-∅/이/도/*은 없었어.

b. 철수는 아무 말-∅/이/도/*은 없었다.

c. 안에서는 아무 기척-∅/이/도/*은 없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아무’는 대명사만이 아니라 관형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관

형사로 쓰일 때도 ‘부정(특별히 정하지 않음)’이라는 의미로 파악된다. 그러나 ‘아

무’가 부정 대명사로 쓰인 경우와는 달리 ‘아무’가 꾸미는 명사 다음에서 조사 ‘-

가’가 실현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사 ‘-가’의 의미가 단순히 ‘특별히 정하지 않음’과 모순되는 

개념으로서의 ‘지정’이 아니라, ‘여러 개체들 중의 하나에 대한 지정’ 즉 ‘선택 지

정’임을 파악할 수 있다.174) 즉,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여러 

174) 이 연구에서 ‘-가’와 ‘-를’의 의미로 제시하는 ‘선택 지정’은 신창순(1975)에서 사용한 

‘선택 지정’과 용어는 같으나 ‘개념’이 다르다. 신창순(1975)에서 사용한 ‘선택 지정’은 이 

이 연구에서 ‘배타성’이라고 지칭하는 ‘개념’을 뜻한다.

       Kuno(1973)에서는 일본어의 조사 ‘ga’가 쓰인 명사구에서 ‘중립 기술’(neutral 

descriptive)과 ‘배타적 지칭’(exclusive listing)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중립 기술’

은 ‘행위나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형용사’ 등의 ‘주어’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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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들 중의 어떤 하나에 대한 ‘선택’의 의미임을 파악할 수 있다. (22a)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다’는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대답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선행절로 

표현된 행위에 의해서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 중의 하나인 대답이 어

떤 특정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고, 이는 (22b)와 (22c)

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분석할 수 있다.

조사 ‘-가’에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음은, 아래에서와 같이 ‘가장’이나 ‘먼저’, ‘제

일’ 등과 같이 비교되는 다른 대상이 있음을 함축하는 표현이 쓰일 경우에는, 부정 

대명사 ‘아무’에 조사 ‘-가’가 쓰일 수 없는 것과는 반대로, 주어 자리에 반드시 조

사 ‘-가’가 쓰여야 한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a. 철수-가 먼저 도착했다.

b. 철수-*∅/*는/*도 먼저 도착했다.

(24) a. 이-가 가장/제일 예쁘다.

b. 이-*∅/*는/*도 가장/제일 예쁘다.

이와 같이 조사 ‘-가’에 여러 개체들 중의 하나에 대한 ‘선택’이라는 의미가 있

음은 형식 의미론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집합 관계를 사용해서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형식 의미론에서는 서술어와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과의 관계를 

집합으로 파악하는데, 예를 들어 1항 술어 ‘예쁘다’를 아래와 같이 집합으로 표시

할 수 있다.175)

(25) a. ‘예쁘다’의 개념구조: [State BE ([Thing x]i, [Place IN ([Property 예쁨])])]

나타날 수 있으나, ‘배타성’은 그러한 제한이 없음을 지적하 다. 이후의 논의에서 밝히

듯이, 한국어에서도 ‘배타성’은 조사 ‘-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택 지정’이 된 것과 그

렇지 않은 것 사이의 화용적 대조/대비가 가능한 맥락에서 파악되는 ‘맥락적 의미’인데, 

단문에서는 주로 ‘강세’에 의해 표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175)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기초적인 집합론은 이익환(1984, 1995)를 참조. 개념구조에 대해

서는 2.3절의 논의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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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발화 상황에서 예상가능한 개체들의 집합 A={ 이, 순이, 철수, ... , 민수}

a". x-가 예쁘다: ‘예쁘다’의 속성을 가진 집합 S={x|x를 원소로 하는 집합}

b. 이-가 예쁘다 

b'. 이 ∈ A, 이 = x ∈ S (‘ 이’가 A의 원소인데, x이므로 집합 S의 원소이

다)

c. *아무-가 예쁘다

c'. 아무  ∈ A, 아무= x ∈ S (‘아무’가 A의 원소인데, x이므로 집합 S의 원소이

다)

‘예쁘다’는 하나의 논항(주어)만을 요구하는 서술어로서 그 의미를 (25a)와 같은 개

념구조로 파악할 수 있고, ‘예쁘다’가 쓰이는 발화 상황에서는 (25a')에서처럼 그 

서술어로 언급될 수 있는 개체들의 집합을 상정할 수 있다.176) (25b)의 문장에서 

조사 ‘-가’는, 집합 S에 속하는 개체가, 즉 ‘예쁘다’의 주어(x)가 발화 상황에서 주어

로 쓰일 수 있는 집합 A의 원소(개체)들 중에서 ‘ 이’임을 ‘선택 지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25b'). 그러나, (25c)처럼 ‘-가’가 부정 대명사 ‘아무’와 결합했

을 때는, (25c')에서 볼 수 있듯이, x가 집합 A의 불특정 원소(개체)라고 ‘선택 지

정’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즉 문장의 진리치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무

의미한 진술이기 때문에 비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발화 상황에서 파악될 수 있는 특정 개체는 위에서처럼 단순히 하나의 

원소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래의 (26)에서처럼 속성들의 한 집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주어’ 역시 하나의 열린 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어’와 

176) 발화 상황에서 언급(파악)될 수 있는 개체를 Lambrecht(1994)에서는 ‘접근가능한 지시

체’라고 기술하 는데,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 다: (1) 텍스트적으로 접근

가능(textually accessible), (2) 상황적으로 접근가능(situationally accessible), ( 3 ) 

추론적으로 접근가능(inferentially accessible). 대략적으로, ‘텍스트적으로 접근가능한 지

시체’는 이전 발화에서 언급되어서 파악할 수 있는 개체를 의미하고, ‘상황적으로 접근가

능한 지시체’는 발화가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개체를 의미하고, ‘추론

적으로 접근가능한 지시체’는 가령 ‘우리반에서는 이가 예쁘다’에서와 같이 ‘우리반’이

라는 단어로 추론될 수 있는 개체를 의미한다. 발화에서 언급되는 개체들의 화용적 상태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ambrecht(1994, 14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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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를 집합으로 파악함으로써 (25)는 (27)로 바꾸어 쓸 수 있는데, 이러한 방식

으로 조사 ‘-는’과 ‘-가’의 차이를 (27)과 (28)로 설명할 수 있다.177)

(26) a. Clinton의 속성 집합={민주적이다, 날씬하다, 합리적이다, 사냥을 좋아한다, 의

미론을 공부한다}  (이익환 1995에서 인용)

b. Hussein의 속성 집합={독재적이다, 뚱뚱하다, 비합리적이다, 사냥을 좋아한다, 

의미론을 공부한다}

(27) a. 발화상황에서 예상가능한 개체의 집합 A={{ 이}, {순이}, {철수}, ... , {민수}}

b. x-가 예쁘다: ‘예쁘다’의 속성을 가진 집합 S={x|x를 원소로 하는 집합}

c. 이-가 예쁘다

c'. { 이} ⊆ A, { 이}={x} ⊆ S ({ 이}가 A의 부분집합인데, x이므로 S의 부분집

합이다)

(28) a. 발화상황에서 예상가능한 개체의 집합 A={{ 이}, {순이}, {철수}, ... , {민수}}

b. x-는 예쁘다: x의 속성 집합=S'={{예쁘다}, {착하다}, { 리하다}, ... , {친절하다}}

c. 이-는 예쁘다

c'. A ⊇ { 이}={x} ⊇ {예쁘다} (‘예쁘다’는 x의 속성인데, x가 { 이}이므로 { 이}

의 부분집합이다)

(26)과 같이 특정 개체를 하나의 집합으로 상정함으로써, (28)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는’은 { 이}라는 집합이 {예쁘다}라는 집합의 포함집합임을 표시하는 것으

로, 달리 말해 {예쁘다}라는 집합이 { 이}라는 집합의 ‘범위 안에 있음’을 표시하

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178) 이에 반해 조사 ‘-가’는 {예쁘다}의 주어가 될 수 있

는 개체들의 집합 A의 여러 부분집합들 중에서 { 이}라는 개체 집합을 ‘선택 지

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 ‘-는’의 의미가 ‘범위 지정’으로 파악된다는 것은, 기

177) 개체를 집합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책 370∼374쪽을 참조

178) 이춘숙(1999)에서도 이 연구와 유사한 관점에서 ‘-는’의 의미를 ‘ 역-설정’ 개념을 명

시하는 기능을 가지며,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는’의 ‘주제어 표지’나 ‘대조적 대립’은 

위치와 휴지, 강세에 의해 ‘-는’의 ‘ 역 설정’ 개념에 더해진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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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연구들에서 조사 ‘-는’이 쓰인 명사(구)가 문두에 나타났을 때 그 명사구를 

‘주제’로 파악해 온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179) 조사 ‘-는’은 그것이 쓰인 ‘명사

구’가 후행 표현이 나타내는 집합(상태나 사건)이 속하는 포함집합(범위)임을 표시

함으로써, 즉 그 문장으로 진술되는 범위가 ‘-는’이 쓰인 개체임을 지정함으로써 

그 문장을 개체에 대한 진술로 해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180)

179) Büring(1996, 1999)에서는 ‘주제’가 되는 개체를 “Topic value is basically a ‘typed 

up’ Focus value, i.e. a set of sets of propositions.”라고 정의하 는데, (23)에서와 같이 

집합 기호를 써서 {{ 이가 예쁘다}, { 이가 착하다}, { 이가 리하다}, ... , { 이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와 같이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주제에 대한 파악은, 

(21)에서처럼 ‘ 이’라는 개체가 { 이}={ 이의 속성 집합}={{예쁘다}, {착하다}, { 리하

다}, ... , {공부를 열심히 한다}}와 같이 파악되고, (23)에서처럼 {예쁘다}가 { 이}라는 

전체 집합(주제)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라는 사실(초점)을 전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Büring(1996, 1999)에서는 어와 독일어에서 초점 표시 악센트는 내림조

(HL)로, 주제 표시 악센트는 올림조(LH/HLH)로 악센트에 의해 주제와 초점이 표시된다

고 하 다. 또, 문장-주제의 상이한 용법을 (편의상의 용어라고 하면서) 대조 주제

(contrastive topic), 부분 주제(partial topic), 함축 주제(purely implicational topic)로 나

누고 있다.

180) 조사 ‘-는’의 ‘범위 지정’은 문장 성분들의 화용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분

석되는데, 발화 상황에서 이미 언급되거나 상황에 의해서 전제된 것이 ‘-는’이 쓰인 명

사(의 의미)인지, 아니면 후행 표현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략 

기존의 연구들에서 ‘중립 주제’와 ‘대조 주제’라고 기술해 왔던 것과 일치하는데, ‘중립 

주제’는 조사 ‘-는’이 결합한 명사(구)가 후행 표현이 나타내는 사태가 속하는 ‘범위’인 

경우로 파악할 수 있고, ‘대조 주제’는 명사의 지시체(개체)가 후행 표현이 나타내는 사

태의 ‘범위’에 속하는 ‘개체’인 경우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안 올 모양인데.) 다른 사람들은 안 와도 이-는 올테니

까 기다려 보자’와 같은 문장에서 ‘ 이는’이 과연 ‘대조 주제’인지 ‘대조 초점’인지가 불

분명한데, 그 파악이 발화 맥락(이전 발화에서 언급되어 전제된 개체로 해석되는가 아닌

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장은 조사 ‘-는’을 단순하게 ‘주제 표지’로 분석

할 수 없도록 하며, ‘주제’나 ‘초점’이 하나의 문장 안에서 특정 형태(조사)만으로는 결정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한 문제는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조사 ‘-는’이 

‘범위 지정’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만 파악하고, 더 이상의 논의는 하지 않는다(조사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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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상황에서 주어로 파악될 수 있는 개체들 중에서 한 개체를 ‘선택 지정’하

는 조사 ‘-가’의 의미를 집합 관계에 의해서 파악하는 것은, 조사 ‘-가’가 나타나는 

경우와 생략되는 경우, 그리고 주어 자체가 생략된 경우도 아래와 같이 쉽게 설명

할 수 있도록 한다.

(29) a. x-가 예쁘다: 발화 상황에서 예상가능한 x의 집합 A={x1, x2, x3, ... , xn}

b. x-∅ 예쁘다: 발화 상황에서 예상가능한 x의 집합 A‘={x}

c.  ∅ 예쁘다: 발화 상황에서 예상가능한 x의 집합 A"={x}

(30) a. 이-가 예쁘다: 이=x1 ⊆ S (‘ 이’가 A의 부분집합 x1인데 속성 집합 S에 속

한다)

b. 이 예쁘다: 이=x1 ⊆ S (‘ 이’가 A'의 유일한 부분집합 x인데 속성 집합 S

에 속한다)

b'. *아무 예쁘다: 아무 ⊆ S (‘아무’가 A'의 유일한 부분집합 x인데 속성 집합 S에 

속한다)

c.  ∅ 예쁘다: ∅=x1 ⊆ S (∅가 A"의 유일한 부분집합 x인데 속성 집합 S의 부

분집합이다)

조사 ‘-가’가 쓰인 (30a)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9a)로 파악되는데, 조사 ‘-가’

는 ‘ 이’가 발화 상황에서 예상가능한(파악될 수 있는) 개체들의 집합에 속하는 

여러 개체들 중의 하나임을 지정한다. (30b)의 조사 ‘-가’가 없는 경우와 (30c)의 주

어 자체가 생략된 경우는, 각기 (29b)와 (29c)로 파악할 수 있는데 동일한 집합 관

계이다. (30b)와 (30c)는, (29b)와 (29c)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맥락적으로 상정된 

개체가 하나뿐인 경우’에 쓰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181) 다른 개체와 구분을 

을 ‘주제 표지’로 파악하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는 박철우(1998)를 참조). 

181) ‘맥락적으로 상정된 개체가 하나뿐인 경우’라는 것은, 주로 선행 발화에서 언급된 개체

가 후행 발화에서 바로 쓰이는 경우를 말한다. 주어에 조사 ‘-가’가 쓰이지 않는 경우나, 

주어 자체가 생략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흔히 볼 수 있다.

     (i) a. 이가 예쁘지 않니? - 응, 이 예뻐/응, 예뻐

b. 철수가 학교에 갔어? - 아니, 철수 학교에 안 갔어/아니, 안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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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개체를 조사 ‘-가’로 ‘선택 지정’하지 않거나,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30b')에서 부정 대명사 ‘아무’가 조사 없이 쓰여도 

비문이 되는 이유도, 조사가 없다는 것은 (29b)에서와 같이 맥락적으로 상정된 개

체가 유일하기 때문에 당연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아무’는 파악될 

수 없는 ‘부정칭’을 뜻하므로, 그 의미가 조사가 쓰이지 않음으로써 동반되는 의미

와 서로 상충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상에서 살펴 본 조사 ‘-가’의 ‘선택 지정’이라는 의미가, 여러 연구에서 

지적했듯이, ‘이다’의 의미와 공통성을 가진다는 것을 자세히 살펴 보겠다.

한국어에서 조사 ‘-가’에 대한 논의에서 ‘이다/아니다’, ‘되다’는 거의 빠지지 않

고 언급되어 왔다. ‘아니다’는 ‘이다’와 함께 최현배(1937/1983)에서 잡음씨(지정사)

라는 독립된 품사로 설정되었는데, ‘이다’의 품사 설정과 관련해서 이후에 많은 논

란이 있었다.182) 학교 문법에서는 ‘이다’는 ‘서술격 조사’로 ‘아니다’는 형용사로 설

정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른 용언과 마찬가지로 ‘이다’도 여러 가지 활용을 

보인다는 측면에서, ‘서술격 조사’가 아닌 ‘서술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다.183) ‘이다’를 양정석(1995/1997, 1996a, 1996b)에서는 Jackendoff(1990)의 어휘개

     (ii) a. 갑: 철수가 어제 안 들어왔지? (김지은 1991, (65))

   을: 아뇨, 철수-∅/*가/?는 어제 들어왔어요. 

b. 갑: 너-∅/가/는 취직 됐던가? (김지은 1991, (66))

   을: 예, 저-∅/*가/?는 취직됐어요.

   그리고, (ii)에서 볼 수 있듯이 선행 발화에서 언급된 명사가 후행 발화에서 주어로 쓰일 

때 조사 ‘-가’가 쓰이면 비문이 되는데, 이는 하나뿐인 개체를 여러 개체 중의 하나라고 

지정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논의한다.

182) 여기에서 제시하는 ‘이다/아니다’와 ‘되다’ 구문에 대한 분석은 조사 ‘-가’의 의미가 ‘선

택 지정’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제시한 Jackendoff의 개념구조를 이용한 분석은 양정석(1995/1997)에서 볼 수 있으며, 비

슷한 관점에서 김광해(1995)도 ‘이다’를 개념상의 ‘지정’(identifying, equative)을 나타내

는 것으로 분석하 다.

183) ‘이다’와 ‘아니다’를 하나의 독립된 품사인 ‘잡음씨’로 설정하는 것의 타당성은 이 의 

주제와 관계가 없으므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하나의 서술어로 보는 관점의 타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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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구조 표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형식화하 다.184)

(31) [BE/+ident (x, [AT(y)])]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31)의 어휘개념구조에서 표상된, 앞에서 집합 개념으로 

설명된, 변항 x와 y의 관계이다. 편의상 앞에서 제시한 예를 다시 든다.

(32) a. 발화상황에서 예상가능한 개체의 집합 A={{ 이}, {순이}, {철수}, ... , {민수}}

b. x-가 예쁘다: ‘예쁘다’의 속성을 가진 집합 S={x|x를 원소로 하는 집합}

c. 이-가 예쁘다

d. { 이} ⊆ A, { 이}={x} ⊆ S ({ 이}가 A의 부분집합인데, x이므로 S의 부분집

합이다)

(33) a. x-가 y-이다: 발화상황에서 예상가능한 개체(x)들의 집합 A={{ 이}, {순이}, {철

수}, ... , {민수}}, 발화상황에서 예상가능한 속성(y)들의 집합 

S'={{학생}, {친구}, {남자}, ... , {아들}}

b. x-가 학생-이다: ‘학생={y}’의 속성을 가진 집합 S={x|x를 원소로 하는 집합}

b'. 철수-가 학생-이다: {철수} ⊆A, {철수}={x} ⊆ S  ({철수}가 A의 부분집합인데, 

x이므로 S의 부분집합이다)

c. 철수-가 y-이다: 철수={x}의 속성 집합 S'={y|y를 원소로 하는 집합}

c' 철수-가 학생-이다: {학생} ⊆ S, {학생}={y} ⊆S' ({학생}이 S의 부분집합인데, y

대해서는 송석중(1993), 엄정호(1993), 허웅(1995), 서정수(1996) 등을 참조하고, ‘이다’의 

통사적 특성은 남기심(1986), 양정석(1986, 1996a, 1996b), 김광해(1995), 홍재성(1997a)를 

참조.

184) 그리고 이러한 어휘개념구조 표상을 해석하도록 해 주는 ‘이다’의 추론규칙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양정석(1995/1997: 244∼253) 참조. 위에서 제시한 어휘개념

구조는 논의의 편의상 필요한 부분만을 간단하게 표상한 것이다. 이 에서는 ‘이다’의 

의미적 표상으로서 (6)의 어휘개념구조를 받아들이는데, 위의 개념구조 표상에서 ‘+ident’

는 ‘동일성’(identification)을 의미한다. 어휘개념구조 표상에 사용되는 함수와 표기법 및 

그 타당성은 Jackendoff(1990, 1997), 이익환(199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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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S'의 부분집합이다)

(32b)에서 볼 수 있듯이, ‘예쁘다’는 어휘적 의미를 가진 ‘서술어’여서 그 자체로 하

나의 열린 집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32b')로 파악될 수 있다. 이와 반면에 

‘이다’는, (31)의 개념구조 표상에서 볼 수 있듯이, 명시적인 어휘적 의미가 없는 

서술어로서 두 개의 변항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185) ‘이다’는 (33b')와 (33c')에

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변항(y)를 ‘이다’에 의해 ‘학생’이라는 ‘속성 집합’으로 지

정하고 변항(x)에 해당하는 개체(‘철수’)를 조사 ‘-가’로 지정함으로써, 두 변항(x와 

y) 사이의 관계가 파악될 수 있도록 하는 ‘관계 지정’의 서술어로 판단된다.186) 즉, 

‘이다’는 (33b)에서처럼 ‘학생’이라는 표현을 속성으로 지정함으로써 ‘학생이다’ 전

체가 ‘씩씩하다’, ‘착하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등처럼 개체의 속성을 나타내는 서

술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187) 그리고 여기에서 ‘학생

185) ‘이다’의 개념구조 ‘[BE/+ident (x, [AT(y)])]’와 ‘예쁘다’의 개념구조 ‘[BE/+ident (x, 

[AT(예쁨)])]’과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다’는 개체가 속할 수 있는 집합을 표상

한 ‘[AT(y)]’가 미정인 채로 표상됨으로써, 주어에 해당하는 변항 x와 술어에 해당하는 

변항 y를 가진 서술어로 분석된다.

186) (33b)와 (33c)는 두 변항 중에 발화 상황에서 먼저 파악된 변항이 x인가 y인가에 따른 

순서의 차이를 뜻한다. 이후의 논의에서 언급하듯이, ‘이다’의 의미가 ‘관계 지정’이기 때

문에 단순 ‘선택 지정’의 ‘-가’나 ‘도달점 선택 지정’의 ‘-를’이 ‘이다’와 함께 쓰일 수 없

는 것으로 분석된다. 발화 맥락에서 이미 관계가 파악된 개체에 대해서는 조사 ‘-가’로 

‘선택 지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이다’의 경우에도 ‘여기서부터가 경기도’, ‘너희는 

외국인, 우리는 한국인’과 같이 발화 맥락에서 두 변항 사이의 관계가 파악될 수 있는 

경우에는 쓰이지 않을 수 있다.

187) 위에서는 ‘이다’의 기능을 그것이 결합된 표현을 ‘속성으로 지정’함으로써 하나의 ‘속성 

집합’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으로 파악하 는데, ‘어제 만난 사람이 김철수-이다’와 같은 

분열문 구성에서는 ‘개체 지정’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

에도 ‘어제 만난 사람’이 ‘지시적 용법’으로 쓰 고, ‘김철수’가 ‘속성적 용법’으로 쓰인 것

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단문에서의 ‘이다’가 일반적으로, 예

를 들어 ‘저 사람-이 김철수-이다’가 ‘저 사람이 김철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와 등가

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분석됨으로써, ‘속성 지정’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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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전체가 서술어로 기능한다는 것은 그것이 논항을 요구하는 하나의 열린 집

합임을 뜻하는데, 이는 ‘관계’라는 것이 둘 이상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사실에서 

자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다’ 구문을 위와 같이 집합 관계로 파악하는 것은, 이 연구와 비슷한 맥락에

서 ‘이다’ 구문에 쓰인 두 명사 사이의 관계를 집합 관계로 파악한 남기심(1986), 

양정석(1996a, 1996b)에서도 볼 수 있다. 남기심(1988)에서는 ‘이다’ 구문을 ‘분류

문’, ‘유사분류문’, ‘비분류문’으로 가르면서, ‘비분류문’의 경우에 두 명사구 사이의 

상관관계에 의해 그 의미가 파악될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이 적절한 문맥이 주어지

면 쓰일 수 있음을 지적하 다.

(34) a. 순호가 아니라 수가 학교에 다니지? 예, 수가 학교입니다. 순호는 무역회사

구요. (남기심 1986에서 인용).

b. 누가 밥을 하고, 누가 빨래를 하기로 했던가? 순이가 밥이고, 순이가 빨래입

니다.“

위와 같은 ‘비분류문’의 존재는 ‘이다’를 ‘속성 집합’이라는 ‘관계 지정’으로 파악

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 주는데, 위에서 ‘이다’로 지정된 둘째 명사구가 무엇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해석과 관계된다고 할 수 있다. (34a)의 {학교}와 {무역회사}, 

(34b)의 {밥}과 {빨래}를 그 자체가 지시체의 유형(혹은 종류)을 나타내는 지시적 

용법의 명사로 해석한다면 위의 문장이 비문이어야 한다. 그러나 (34)와 같은 예문

이 일상 생활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은, (34a)와 (34b)의 ‘학교’와 ‘무역

회사’, ‘밥’과 ‘빨래’가 발화 상황(혹은 문맥)에서 파악되는 화용적인 속성 집합의 

‘이름’(label)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석은 ‘비분류

문’의 예들을 ‘분류문’과 평행하게 설명할 수 있다. 즉 {학교}라는 집합은 여러 종

류의 학교들의 유형이 아니라 선행 문맥(혹은 상황)에 의해 유표화된 {y| y는 ‘학

는 점에서 설명의 일관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다’로 지정된 고유 명사 ‘김철

수’가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개체’를 의미(지시)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속

성들 중의 하나인 ‘이름=김철수’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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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 다닌다’는 속성}이라는 열린 집합으로, {밥}은 {y| y는 ‘밥을 한다’는 속성}이

라는 열린 집합으로 파악함으로써 ‘이다’ 구문의 선행 명사구와 후행 명사구의 상

관관계를 집합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번째 명사구를 의미적(지시적 명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화용적으로 설정된 집합의 ‘이름’으로 해석하는 것의 타당성은 아래에서 살펴 보는 

‘아니다’ 구문이나 ‘되다’ 구문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두 대상에 대한 ‘선택 지정’이 필수적임은, 흔히 ‘이다’의 

부정을 나타내는 서술어로 언급되어 온 ‘아니다’ 구문에서 조사 ‘-가’가 중출하는 

현상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35) a. x-가 y-가 아니다: 발화상황에서 예상가능한 개체(x)들의 집합 A={{ 이}, {순

이}, {철수}, ... , {민수}}, 발화상황에서 예상가능한 속성(y)

들의 집합 S'={{학생}, {친구}, {남자}, ... , {아들}}

a'. [NOT [BE/+ident (x, [AT(y)])]]

b. x-가 학생-이 아니다: ‘학생={y}’의 속성을 가진 집합 S={x|x를 원소로 하는 집

합}에 속하지 않는다.

b'. 철수-가 학생-이 아니다:  {철수} ⊆A, {철수}={x} ⊈ S  ({철수}가 A의 부분집

합인데, x이므로 S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c. 철수-가 y-가 아니다: 철수={x}의 속성 집합 T={z|z를 원소로 하는 집합}에 속

하지 않는다.

c' 철수-가 학생-이 아니다: {학생} ⊆ S', {학생}={y} ⊈ T ({학생}이 S'의 부분집합

인데, y이므로 T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서술어 ‘아니다’는 (35a')에서처럼 ‘관계 부정’을 나타내는 서술어로 분석되는데, ‘이

다’와 달리 ‘선택 지정’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변항이 쓰이기 위해서는 

(35b)와 (35c)에서처럼 조사에 의해 지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88) 이는 아

188) x나 y 어느 한 쪽이 문맥(혹은 발화 상황)에 의해 상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3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조사 ‘-가’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첫 번째 명사구 전체가 생략될 수

도 있다. ‘아니다’를 송석중(1993)에서는 ‘안+이다’로 분석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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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와 같은 분열문 구성의 예를 통해서 확인된다.

(36) a. 철수가 꽃을 준 것-이 이-에게-∅/*가/*는-이었다.

b. 민수가 간 것-이 부산-에-∅/*가/*는-이었다.

c. 이가 간 것-이 철수-에게-∅/*가/*는-이었다.

(37) a. 철수가 꽃을 준 것-이 이-한테-*∅/가/??*는 아니었다.

b. 민수가 간 것-이 부산-에-*∅/*가/*는 아니었다.

c. 이가 간 것-이 철수-에게-*∅/가/??*는 아니었다.

(38) a. 철수가 꽃을 준 것은 이-??*∅/가/는 아니었다.

b. 민수가 간 것-이 부산-??*∅/이/은 아니었다.

c. 이가 간 것-이 철수-*∅/*가/*는 아니었다.

(36)∼(38)에서 알 수 있듯이, ‘이다’ 구문의 경우에는 ‘이다’ 자체에 ‘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사 ‘-가’가 쓰일 수 없지만, ‘아니다’의 경우에는 오히려 조사 ‘-가’가 

쓰이지 않으면 비문이 된다는 사실에서, ‘아니다’는 ‘지정’의 의미가 없으며 두 변

항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사 ‘-가’에 의한 지정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니다’ 구문의 경우에도 두 변항 사이의 관계가 유일한 것

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택 지정’의 조사 ‘-가’가 쓰이지 않는다.

(39) a. 너-∅/*가 김철수-∅/*가 아니야?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에게)

b.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김철수-∅/가 아닙니다.

(39)에서는 오히려 조사 ‘-가’가 쓰이면 비문이 되는데, 이는 (39a)의 화자가 보는 

상대방이 유일하며, 또 그 상대방을 보고서 떠올릴 수 있는 이름이 유일할 수밖에 

없어서 그 어느 쪽도 조사 ‘-가’로 ‘선택 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서술어가 명시적인 어휘적 의미를 갖지 못해 두 변항을 필요로 하

가 ‘이다’와 달리 두 번째 명사구에 조사 ‘-가’가 쓰인다는 점에서, 공시적 관점에서 ‘아

니다’를 부정의 ‘안’과 지정의 ‘이다’로 분석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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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조사 ‘-가’에 의해 지정하는 것은 서술어 ‘되다’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판

단된다.

(40) a. x-가 y-가 되다:  발화상황에서 예상가능한 개체(x)들의 집합 A={{ 이}, {순이}, 

{철수}, ... , {민수}}, 발화상황에서 예상가능한 속성(y)들의 집

합 S'={{학생}, {12살}, {남자}, ... , {아들}}

a'. [INCH [BE/+ident (x, [AT(y)])]]189)

b. x-가 12살-이 되다: ‘12살={y}’의 속성을 가진 집합 S={x|x를 원소로 하는 집합}

b'. 철수-가 12살-이 되다: {철수} ⊆ A, {철수}={x} ⊆ S  ({철수}가 A의 부분집합

인데, x이므로 S의 부분집합이다)

c. 철수-가 y-가 되다: 철수={x}의 속성 집합 S'={y|y를 원소로 하는 집합}

c' 철수-가 12살-이 되다: {12살} ⊆ S, {12살}={y} ⊆ S' ({12살}이 S의 부분집합인

데, y이므로 S'의 부분집합이다)

(40a')에서 볼 수 있듯이, ‘되다’는 ‘관계 변화’를 나타내는 서술어로서 명시적인 어

휘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두 개의 변항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관계의 변화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40b)나 (40c)에서처럼 두 변항이 조사에 의해서 지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90) (40)에서 두 번째 논항 ‘12살’은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

189) 여기에서 INCH는 ‘기동성’을 나타내는데, Jackendoff(1990)은 ‘기동성’을 ‘변화가 일어

나고, 그 마지막 상태가 상태로 해석되는 사건’을 뜻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되다’를 

‘기능동사(경동사)’로 간주하는 관점은 사실상 위와 같은 개념구조의 파악과 비슷한 것으

로 판단되는데, ‘되다’ 구문에 쓰이는 두 명사 사이의 관계가 ‘이다’ 구문에서의 두 명사 

사이의 관계와 동일하게 파악된다는 사실에서 (13a')의 타당성을 찾을 수 있겠다.

190) ‘되다’ 구문의 경우에도 많은 부분을 위에서 제시한 방식으로 통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집이 지저분하게/깨끗하게 되었다’와 같은 경우에는 ‘지저분하다/

깨끗하다’가 특정한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서 ‘상태(속성)’를 나타내는 서술어이기 때문에 

‘-가’에 의한 ‘지정’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x=방 + y={지저분하

다} + 되다]와 같은 형식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이러한 분석은 ‘되다’ 구문에서 두 번째 

명사구가, ‘철수는 어떻게/어찌 됐니?−철수는 합격-이 됐어’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응된다는 사실에서 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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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되는데, 이 역시 ‘12살’ 자체가 하나의 의미적 집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화용적으로 설정된 집합의 ‘이름’으로, 여기에서는 ‘나이가 몇 살이야?’와 같은 선

행 문맥이나 발화 상황에 의해서 설정된 집합의 이름으로, 파악할 수 있다.191)

이와 같이 ‘되다’ 동사의 후행 명사구를 단순하게 어휘의미적으로만 파악하지 

않고,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화용적 집합의 ‘이름’으로 해석함으로써 우리는 흔히 

‘어근 분리’라고 주장되어 왔던 아래의 경우들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41) a. 철수-가 대학에 합격-이 되었다.

a'. 철수-가 대학에 합격되었다.

b. 축구 경기-가 시작-이 되었다.

b'. 축구 경기-가 시작되었다.

(41a, b)는 (41a', b')의 ‘합격되다’와 ‘시작되다’라는 동사에서 어근인 ‘합격’과 ‘시작’

이 분리되어 형성된 구문이라는 주장이 많았었다. 그러나 (41a)에서는 {철수}가 발

화 상황에서 화용적으로 설정된 {합격이라는 특성을 가진 집합}에 속하는 개체로, 

(41b)에서는 {축구 경기}가 {시작이라는 특성을 가진 집합}에 속하는 개체로 파악

함으로써, 다른 ‘되다’ 동사 구문과 평행한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일관성 있게 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서 왜 부사형 어미 ‘-게’가 쓰이는지, 쓰일 수 있는 부사형 어

미가 한정된 목록으로 제시될 수 있는지, ‘집이 오래 되었다’와 같이 ‘부사’가 쓰이는 구

성도 같은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다른 경우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자

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떠날 시간이 되었다’와 같이 ‘되다’가 1항 서술어로 파악되

는 경우에 {x=시간 + y={떠날 시간} + 되다}}와 같이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데, 이 역시 ‘되다’ 구문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필요로 한다.

191) (40)의 예문은 ‘철수-의/가 나이-가 12살-이 되었다’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는 있

다는 점에서 ‘나이-가’가 생략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철수가 학생이 되었

다’와 같은 예는 ‘??철수-의/가 직업/지위/신분/-이 학생-이 되었다’와 같이 생략된 내용

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또한 아래에서 제시되는 예들의 경우를 볼 때, 후

행 명사를 화용적으로 파악되는 {속성 집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분석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다’나 ‘아니다’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명의 일

반성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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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할 수 있다.

‘되다’ 구문에서의 조사 ‘-가’ 역시 발화 상황에서 파악될 수 있는 여러 개체들 

중의 한 개체에 대한 ‘선택 지정’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로 분석되는데, 아래의 예

를 통해 입증된다.

(42) a. 철수가 이번에 승진했다며?

b. 응, 철수-∅/가/는 과장-∅/이/은 됐어.

(43) a. 너희들 중에서 네가 제일 빠르다며?

b. 아니야, 철수-*∅/가/??#는 제일 먼저 과장-∅/이/??은 됐어.

(44) a. 철수가 부장이 됐다며?

b. 아니야, 철수-는 (부장이 아니라) 과장-*∅/이/??#은 됐어.

(42)에서 볼 수 있듯이, ‘되다’ 구문이 단순 사실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 ‘-가’는 

실현되지 않거나 다른 조사(‘-는)와 대응될 수 있다. 그러나 (43)이나 (44)에서처럼 

발화 맥락에서 각각의 변항에 해당될 수 있는 다른 개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

드시 조사 ‘-가’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조사 ‘-가’의 유무가 발화 맥락에 따

라 제약을 보이는 현상은 조사 ‘-가’가 ‘지정’의 양태 조사임을 입증한다.

3.1.3 ‘-가’의 실현 제약

이와 같이, 조사 ‘-가’가 ‘주어’를 나타내는 ‘격 조사/격 표지’가 아니라 발화 상

황에서 파악될 수 있는 여러 개체 중의 하나를 ‘선택 지정’하는 의미의 ‘양태 조사’

로 분석하는 것의 타당성은 조사 ‘-가’의 실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약 현상

을 통해서 확인된다.

먼저, 앞에서 제시한, 의문 대명사 ‘누구’나 ‘무엇’이 평서문의 주어 자리에서 보

조사 ‘-나’와 함께 쓰여서 ‘부정’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가’가 나타날 수 없다는 사

실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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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a. 요즘은 누구- { *
가
∅}-나 대학에 간다.

a'. 요즘은 누구- { *
가

*∅} 대학에 간다.

b. 그 무엇- { *
이
∅}-도 교실에 남아 있지 않았다.

b'. 그 무엇- { *
이

*∅} 교실에 남아 있지 않았다.

한국어에서 의문 대명사는 (45)에서 볼 수 있듯이 평서문에서 보조사와 함께 ‘부정

칭’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쓰일 수 있는데, 주어 ‘누구’와 ‘무엇’에 조사 ‘-가’가 쓰일 

수 없으며 아무 조사 없이 쓰일 수도 없다.

(46) a. 철수는 누구-에게-나 인사를 한다.

a'. *철수는 누구-∅-나 인사를 한다.

b. 이의 마음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었다.

b'. ??* 이의 마음은 무엇-∅-도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누구’나 ‘무엇’이 ‘주어’와 ‘목적어’가 아닌 다른 문

장 성분으로 쓰이면서 ‘부정칭’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 ‘-에(게)’, ‘-로’ 등이 반드

시 나타나야 하며(46a, b), 조사가 쓰이지 않으면, (46a')에서처럼 ‘주어’로 해석되거

나 (46b')처럼 선행 명사 ‘마음’의 한 부분으로 해석되는 것과 같이, 전혀 다른 뜻

이 된다. 보조사 ‘-나’가 쓰이면 (45)에서처럼 조사 ‘-가’는 쓰일 수 없지만 (46)에서

처럼 명사의 의미적 기능을 나타내는 다른 조사들은 반드시 쓰여야 한다는 사실

은, 조사 ‘-가’가 문장의 ‘주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개체

들 중의 한 개체를 ‘선택 지정’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조사 ‘-가’가 ‘누구’와 ‘무엇’이 그 문장의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조사/격 표지’가 

아니라 일정한 의미를 가진 ‘양태 조사’라는 것은, 평서문에서 주어로 쓰인 ‘누구’

나 ‘무엇’에 조사 ‘-가’가 쓰일 수 있지만 조사의 유무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192)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평서문에서 ‘누구’나 ‘무엇’에 

조사 ‘-가’가 쓰이면, ‘누구’나 ‘무엇’이 (45)와는 달리 ‘부정’을 의미하지 않고, 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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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잘 모르거나 알고는 있지만 청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대상을 ‘선택 지정’하거

나, 화자가 무엇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대상을 ‘선택 지정’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193)

(47) a. 지금 밖에 누(구)- {
가

??*∅} 찾아왔다.

b. 이 안에 무엇- {
이

??*∅} 들어 있다.

(45)∼(47)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의 유무에 제약이 나타나는 현상은 부정 대

명사 ‘아무’의 경우와 동일하게 설명되는데, 지정하지 않는다는 ‘부정’의 의미는, 여

러 개체들 중의 한 개체에 대한 ‘선택 지정’을 나타내는 조사 ‘-가’의 의미나, 당연

하게 파악될 수 있는 개체임을 나타내는 ‘조사의 비실현’과, 논리적으로 상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화 상황에서 여러 개체들이 주어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발화 

상황에서 예상될 수 있는 여러 개체들 중에서 ‘누구’와 ‘무엇’으로 지칭되는 ‘불명

확한 개체’가 서술어의 주어임을 조사 ‘-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194) 이처럼 

192) 조사 ‘-에’, ‘-와’ 등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어디-∅/에 갈 데가 있으니 빨리 끝

내도록 하자.”나 “너 누구-∅/와 비슷하다‘와 같이 조사의 유무가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

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193) 최현배(1937/1983)에서는 전자의 뜻을 ‘모름(不知)’이라고 하 고, 후자의 뜻을 ‘똑똑하

지 아니함(不明)’이라고 하여 모두 ‘안잡힌 대명사(부정 대명사)’의 쓰임으로 분석하 다. 

여기에서는 ‘불특정한 대상’을 나타낼 때는 ‘부정’으로, ‘불명확한 대상이나 모르는 대상’

을 나타낼 때는 ‘불명확’으로 기술한다.

194) 조사 ‘-가’가 어떤 개체에 대한 ‘선택 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래의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i) a. 화장실에 누구 있어?

b. 화장실에 누가 있어?

    (ii) a. 안에 누구 없어요?

b. 안에 누가 없어요?

   위에서 (ib)는 ‘어떤 특정 개체가 있는지’를 묻는 반면에, (ia)는 ‘화장실에 특정한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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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와 ‘무엇’에 조사 ‘-가’가 쓰이면 ‘부정’으로 해석되지 않고 ‘불명확한 개체’로 

해석된다는 사실도, ‘-가’의 의미가 여러 개체들 중에서 한 개체를 ‘선택 지정’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195)

조사 ‘-가’의 의미가 발화 상황에서 파악될 수 있는 여러 개체들 중의 한 개체

를 ‘선택 지정’하는 것임은, 아래의 예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48) a. 철수-는 먼저 학교에 갔다.

b. 우리-는 부산에서 가장 힘들었다.

(48‘) a. 철수-가 먼저 학교에 갔다. (중의적)

b. 우리-가 부산에서 가장 힘들었다. (중의적)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먼저’나 ‘가장’은 비교되는 다른 개체의 존재를 전제하기 때

문에, 주어 자리에 후행 표현이 나타내는 사태의 범위를 지정하는 조사 ‘-는’이 쓰

인 (48a)에서는 ‘다른 장소보다 먼저 학교’에 갔음을, (48b)에서는 ‘다른 장소보다 

부산’에서 힘들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에 조사 ‘-는’ 대신에 ‘선택 지정’을 나타내는 ‘-가’가 쓰인 (48‘a, b)

는 (48a, b)의 의미로 분석될 수도 있지만 다른 의미로도 분석된다. (48a')의 경우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든 사람이 있느냐’를 묻고 있다. 그리고 (iia)는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는 함축을 가지고, (iib)는 ‘특정한 사람이 있다’는 

함축을 가진다. 물론 의도적으로 반대의 함축을 표시하기 위해서 쓰일 수는 있다.

      이와 같이, 조사 ‘-가’의 의미가 개체의 ‘선택 지정’으로 파악된다는 것은 조사 ‘-가’

(와 ‘-를’)의 실현을 ‘한정성’(definiteness)이나 ‘특정성’(specificity)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조사와 ‘한정성’ 혹은 ‘특정성’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한정성’이나 ‘특정성’은 일반적으로 ‘명사’와 관련된 범주인데 

반해, 조사 ‘-가’나 ‘-를’은 명사가 아닌 문장 성분에도 쓰이고, 위의 (i)과 (ii)에서처럼 

조사의 실현이 ‘한정성’이나 ‘특정성’과 일대일의 대응 관계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한

정성’과 ‘특정성’에 대해서는 Lambrecht(1994, 107∼118쪽)와 특히 Lyons(1999)를 참조.

195) 이와 같은 ‘-가’의 쓰임은 담화에 새로운 개체를 도입하기 위해 쓰이는 (옛날 이야기 

시작의) ‘옛날옛날에 어떤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와 같은 ‘제시문’(presentational 

sentence) 에서의 ‘-가’의 쓰임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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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먼저 학교에 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철수’라는 의미로, (48b')의 경우

에는 ‘부산에서 가장 힘든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의미로 분석될 수 

있다. 즉, ‘선택 지정’을 나타내는 조사 ‘-가’가 쓰여서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개체가 여럿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일한 문장임에도 조사의 차이로 이와 같은 

중의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현상 역시 조사 ‘-가’의 의미가 ‘선택 지정’이기 때문에, 즉 발화 상황에

서 파악될 수 있는 여러 개체들 중의 한 개체에 대한 ‘지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196) 이는 다시 아래의 예문을 통해서 확인된다.

(48") a. 철수-??#∅/가/#는/#도 제일 빨리 학교-에 도착했다.

b. 우리-#∅/가/#는/#도 가장 부산에서 힘들었다.

(48")는 주어에 조사 ‘-가’만이 쓰일 수 있는데, (48"a)에서는 (48)의 ‘가다’와 달리 

‘도착하다’가 한 장소에 도달하는 것만을 의미하므로 ‘학교’ 이외의 장소는 파악될 

수 없어서 ‘제일 빨리’로 비교되는 개체는 주어일 수 밖에 없고, (48"b)에서는 ‘가

장’이 장소 명사 앞에 쓰임으로 해서 비교되는 대상이 주어일 수 밖에 없기 때문

이다. (48")와 같이 여러 개체의 존재를 전제하는 표현이 쓰 을 경우에는, 주어에 

조사가 실현되지 않거나 다른 보조사가 쓰인 문장은 비문이 되고, 주어 자리에 반

드시 ‘-가’가 쓰여야 한다는 사실은 조사 ‘-가’의 의미가 여러 개체들 중의 하나에 

대한 ‘선택 지정’임을 입증한다.

위의 예에서 조사가 쓰이지 않으면 문장이 비문인 것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196) 물론, 조사 ‘-는’이 쓰인 (29)가 ‘대조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도 주어로 파악될 수 있

는 개체가 여럿이다. 그러나 그 의미가 다른데, (29a)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다른 곳

에 먼저 갔다’의 의미에서, (29b)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은 다른 곳에서 가장 힘들었다’는 

의미에서 ‘대조적’으로 해석된다. 이는 조사 ‘-는’의 의미가 ‘범위 지정’으로 파악될 수 있

음을 보여 주는데, (29a)에서는 조사 ‘-는’에 의해 ‘철수’가 후행 표현 ‘학교에 먼저 간 사

람’의 범위로 지정되기 때문에 다른 개체는 다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29b)에서는 ‘우리’가 후행 표현이 나타내는 범위로 지정되기 때문에 다른 개체는 다른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조사 ‘-는’이 ‘대조’로 파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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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명사가 나타내는 개체가 발화 상황에서 예상

되는 유일한 개체임을 뜻하는데 반해, ‘제일 빨리’나 ‘가장’은 발화 상황에서 여러 

개체가 있음을 뜻하기 때문에, 조사의 비실현이 함축하는 것과 ‘제일 빨리’나 ‘가

장’이 함축(전제)하는 의미가 서로 모순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는’이나 ‘-도’가 

쓰인 경우에 비문이 되는 것 역시, 이들 조사가 지닌 의미(‘범위 지정’과 ‘동일 지

정’)와 ‘제일 빨리’나 ‘가장’의 함축 의미가 서로 모순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철수보다 이-*∅/가/*는/*도 공부를 잘 한다”와 같이 비교되는 

대상이 주어에 선행하는 경우에, “우리반 학생 중에서 이-*∅/가/*는/*도 아직 

안 왔다”와 같이 주어가 속하는 복수 표현이 문장 내에 있을 경우에는 조사 ‘-가’

만이 쓰일 수 있다는 사실도 조사 ‘-가’가 ‘선택 지정’의 의미를 가진 ‘양태 조사’임

을 보여 준다. 또한, “철수-∅ 역시 공부를 잘 한다”와 “철수-가/는/??도 역시 공

부를 잘 한다”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조사 ‘-가’의 유무와 조사의 종류에 따

른 의미 차이도 조사 조사 ‘-가’가 ‘선택 지정’의 의미를 가진 ‘양태 조사’임을 보여 

준다.197) 

조사 ‘-가’가 발화 상황에서 파악될 수 있는 여러 개체들 중의 한 개체를 ‘선택 

지정’하는 ‘양태 조사’임은, 주어로 판단되는 명사구에 쓰인 조사에 따라서 그 문장

의 의미가 달라지는 아래와 같은 일상 대화에서도 확인된다.

(49) a. 철수야, 너-∅ 점심 먹었어?

b. 철수야, 네-가 점심 먹었어?

c. 철수야, 너-는 점심 먹었어?

(49)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인데, 조사의 쓰임에 일정한 제약이 있음

을 보여 준다. (49a)는 단순 사실에 대한 질문이지만, (49b)는 점심을 먹은 개체에 

대한 확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이냐는) 질문이고, (49c)는 주어가 점심을 먹은 

개체의 범위에 속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조사의 유무와 종

류에 따라 질문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조사 ‘-가’가 무의미한 ‘격 표지’라는 관

197) 이는 조사 ‘-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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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은 타당하지 않으며 ‘선택 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양태 조사’라는 관점이 타당

함을 보여 준다.

(49)의 각 문장은 조사의 유무와 종류에 따라 문장에서 파악되는 전제(함축)가 

달라진다.198) (49a)의 질문은 ‘너’가 ‘점심을 먹었느냐의 여부와 관련된 유일한 개

체’라는 ‘전제’가 파악되는 반면에, (49b)는 ‘점심을 먹은 누군가가 있다’는 전제를, 

(49c)는 ‘점심을 먹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전제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아래와 같이 

각각의 질문에 선행될 수 있는 문장의 차이에서 확인된다.

(50) 이제 그만하고 점심 먹자. 철수도 같이 먹을 건지 물어 봐.

a. (철수야,) 너-∅ 점심 먹었어? (49a)

b. #(철수야,) 네-가 점심 먹었어? (49b)

c. #(철수야,) 너-는 점심 먹었어? (49c)

(51) 자기 혼자만 몰래 점심을 먹은 사람이 있다는데. 누구야?

a. #(철수야,) 너-∅ 점심 먹었어? (49a)

b. (철수야,) 네-가 점심 먹었어? (49b)

c. #(철수야,) 너-는 점심 먹었어? (49c)

(52) 모두 점심 먹으러 가자. 철수야 너 왜 가만히 있어? 

a. (철수야,) 너-∅ 점심 먹었어? (49a)

b. #(철수야,) 네-가 점심 먹었어? (49b)

c. (철수야,) 너-는 점심 먹었어? (49c)

(50)∼(52)에서 볼 수 있듯이, (49a), (49b), (49c)는 선행 발화에 따라 그 쓰임에 제

약이 나타나는데, 이는 곧 조사의 유무와 종류의 차이가 단순히 하나의 문장 안에

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보여 준다. 특히, 조사 ‘-가’가 기존의 연구들에

서 주장된 것처럼 무의미한 ‘격 표지’라면 (49b)가 (50)∼(52)와 같은 맥락에서 자

198) 여기에서 ‘전제’는 단순히 화용론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함축’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

용한다. ‘전제’나 ‘함의’, ‘함축’에 대한 정의는 이익환(1995, 4장)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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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게 쓰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주어에 어떠한 조사가 쓰 느냐에 따라 그 문장이 쓰일 수 

있는 맥락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조사의 유무와 종류가 각기 상이한 전제를 불

러일으키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어에 조사가 없는 (49a)은, ‘점심을 먹는 사태와 

관련된 유일한 개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50)처럼 질문의 대상이 유일한 경

우와 (52)처럼 점심을 먹지 않은 사람들의 범위와 대조되는 경우에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49b)에서는 ‘점심을 먹은 누군가가 있다’는 전제 의

미가 파악되는데, 이는 조사 ‘-가’의 의미가 발화 상황에서 파악될 수 있는 여러 

개체들 중의 한 개체에 대한 ‘선택 지정’이기 때문이며, 이러한 의미로 인해 (50)과 

같이 주어가 유일한 개체로 파악되는 경우나 (51)과 같이 선행 발화와 대조되는 

범위에 속하는 개체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49b)가 쓰일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49c)에서 ‘점심을 먹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전제가 파악되는 것은, 조사 ‘-는’의 

의미가 ‘범위 지정’이고 ‘점심 먹다’라는 것이 그 범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범위 밖

에 있는(점심을 먹지 않은) 개체’의 존재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각각의 문장이 맥락에 따른 제약을 보이는 것은 각각의 조사가 가진 일정한 

의미가 특정 전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199)

발화 상황에서 파악될 수 있는 유일한 개체가 주어 논항일 때는 조사 ‘-가’가 

쓰일 수 없는 예는 아래에서도 관찰된다.

(53) a. 이거-∅/*#가/는 얼마예요?

b. 이거-∅/*#가/는 청바지에다 입어도 돼.200)

(54) a. 이거-*∅/가/는 나아요. 

b. 언니한테는 이거-*∅/가/?는 멋있어.

지시 대명사로 지칭된 개체는 발화 상황에서 유일한 개체로 파악되는데, (53)에

199) 즉, 선행 발화를 통해서 설정된 전제와 후행 발화의 ‘조사’에 의해서 파악되는 전제가 

상충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후행 발화의 용인가능성이 결정된다.

200) 당연히 여러 개체들 중에서 ‘어느 것이 청바지에 잘 어울리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

으로는 조사 ‘-가’가 쓰일 수 있다. 이 역시 조사 ‘-가’가 ‘선택 지정’임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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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조사 ‘-가’는 쓰이지 못한다. 그러나 (54a)에서처럼 서

술어의 어휘의미적 특성으로 다른 개체의 존재가 필수적이거나 (54a)에서처럼 특

정 조건(‘언니한테는’)이 주어질 경우에는 조사 ‘-가’가 반드시 쓰여야 한다. 이러한 

현상에서도 조사 ‘-가’는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조사의 쓰임에 제약이 나타나는 현상은, 곧 조사 ‘-가’가 의미

가 없는 ‘격 표지’가 아니라 ‘선택 지정’의 의미를 가진 ‘양태 조사’임을 보여 준다. 

또한, 문장에 쓰인 조사의 종류에 따라 각기 상이한 전제가 파악된다는 사실은, 곧 

조사 ‘-가’의 사용이 그 문장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제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반

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아래와 같이, (49a)와 (49c)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가’가 쓰이면 비문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55) (49a=)‘철수야, 너-∅ 점심 먹었어?’의 대답으로,201)

a. 응, 나-∅ 점심 먹었어/아니, 나-∅ 점심 안 먹었어.

b. #응, 내-가 점심 먹었어/#아니, 내-가 점심 안 먹었어.

c. ?응, 나-는 점심 먹었어/?아니, 나-는 점심 안 먹었어.

(55') (49b=)‘철수야, 네-가 점심 먹었어?’의 대답으로,

a. ?응, 나-∅ 점심 먹었어/아니, 나-∅ 점심 안 먹었어.

b. 응, 내-가 점심 먹었어/아니, 내-가 점심 안 먹었어.

c. ?응, 나-는 점심 먹었어/아니, 나-는 점심 안 먹었어.

(55") (49c=)‘철수야, 너-는 점심 먹었어?’의 대답으로,

a. 응, 나-∅ 점심 먹었어/아니, 나-∅ 점심 안 먹었어.

b. #응, 내-가 점심 먹었어/#아니, 내-가 점심 안 먹었어.

c. 응, 나-는 점심 먹었어/아니, 나-는 점심 안 먹었어.

(55)∼(55")은 주어에 쓰일 수 있는 조사의 종류와 유무와 관련해서 다양한 양상을 

201) 선행 발화가 없이 쓰이는 맥락에서의, 예를 들어 점심 때쯤에 우연히 만났을 때의, 질

문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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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주는데, 조사의 실현이 발화의 맥락과 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특

히, 조사 ‘-가’의 실현과 비실현은 선행 질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55')에서 볼 수 있듯이 선행 질문에서 조사 ‘-가’가 쓰여 지정된 개체에 대한 질문

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만 후행 문장에서 ‘-가’가 쓰일 수 있다. 이러한 현상 역시 

조사 ‘-가’의 의미가 여러 개체들 중의 ‘선택 지정’임을 보여 주는데, 이는 곧 조사 

‘-가’의 사용에 의해 파악되는 전제(의미)―여러 개체들 중의 한 개체를 지정함으로

써 여러 개체들이 있다는 전제―가 선행 발화나 발화 상황에서 파악되는 전제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반 된 것임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조사 

‘-가’는 문장의 의미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반 한다는 점에서 ‘양태 조사’로 분류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02)

조사 ‘-가’가 ‘선택 지정’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화자의 판단을 반 하는 ‘양태 

조사’로 파악된다는 것은 아래와 같이 ‘-가’가 나타날 수 없는 예들을 통해서도 확

인된다.

(56) a. 갑: 너(-∅/가/는) 뭐 샀니? (김지은 1991, (62))203)

202) 당연히, 조사의 ‘비실현’이나 ‘-는’의 사용도 화자의 판단을 반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흔히 주어에 조사가 쓰이지 않은 경우를 ‘생략’이라고 해 왔으나, 

(49)∼(55")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본래의 조사를 상정해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생략’

이 아니라, 조사의 ‘비실현’ 자체가 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반 하는 것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사의 ‘비실현’도 하나의 유의미한 ‘무형 형태소’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로 미룬다.

203) 문법성 판단은 김지은(1991)에서 제시된 것이다. 김지은(1991)에서는 ‘네-가 뭐 샀니?’

의 경우도 적절한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하 는데, 필자의 직관으로는, 이 경우

는 ‘너-∅ 뭐 샀니?’나 ‘너-는 뭐 샀니?’와 다른 의미로, 즉, 질문의 초점이 ‘무엇’에 있지 

않고 ‘사다’라는 행위에 있는 것으로만 해석되고, ‘무엇’에 질문의 초점이 있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너-는 뭐 샀니?’의 경우에도 ‘너’가 대조적으로 해석되는 경우와 비-

대조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대조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를 말한다. (58c)의 ‘을’의 대답에서는 맥락에 따라 조사 ‘-가’가 쓰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화자’라는 비교의 대상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 역시 조사 ‘-

가’가 여러 개체들 중의 ‘선택 지정’임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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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나-∅/*가/?는 옷 한 벌 샀어.

b. 갑: 철수가 어제 안 들어왔지? (김지은 1991, (65))

   을: 아뇨, 철수-∅/*가/?는 어제 들어왔어요.

c. 갑: 너-∅/가/는 취직 됐던가? (김지은 1991, (66))

   을: 예, 저-∅/*#가/?는 취직됐어요.

(57) 갑: 거기 생선회 한 번 싱싱한 거 내대요. 아, 제가 사요, 제가. 형님 보구 돈 내란 

소리 안해요. (김미형 1990, (25))

을: 싫어. 나-∅/#가/는 그런 데서 먹으면 배탈 나.

(56)과 (57)도 후행 발화에서 조사 ‘-가’가 쓰일 수 없음을 보여 주는데, 특히 (59)

의 경우에는 선행 발화에서 쓰인 조사와 무관하게 후행 문장의 주어에 조사 ‘-가’

가 나타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현상 역시 조사 ‘-가’가 ‘선택 지정’의 의

미를 가진 ‘양태 조사’임을 보여 준다.

선행 질문에서 주어 자리에 ‘-만’이나 ‘-도’가 쓰인 경우에도 후행 문장의 주어 

자리에 조사 ‘-가’가 나타날 수 없는데, 이 역시 ‘-가’가 주어를 나타내는 ‘격 표지’

가 아니라 의미를 가진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임을 보여 준다.

(58) a. 철수-만 왔어?

b. 응, 철수-*∅/*#가/만 왔어.204)

c. 아니, 철수-*∅/*#가/만 오지(-는) 않았어.

(58') a. 철수-도 왔어?

b. 응, 철수-??*∅/*#가/도 왔어.

c. 아니, 철수-??*∅/*#가/??*도/는 안 왔어.

204) 여기에서 조사 ‘-가’가 쓰이지 못한다는 사실은 조사 ‘-가’의 의미가 ‘배타성’이 아님을 

보여 준다. 선행 질문에서 조사 ‘-만’이 쓰여 행위와 관계된 개체의 ‘유일성’을 나타내므

로, 즉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철수가 왔음’을 나타내므로, 만일 조사 ‘-가’가 

‘배타성’의 의미를 가진다면 단독으로 쓰이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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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래와 같이, 일반적 진리를 나타내는 문장의 경우에는 조사 ‘-는’이 쓰이

고 ‘-가’가 쓰이면 비문이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특정 발화 상황에서만 

쓰인다)는 사실도 조사 ‘-가’가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임을 보여 준다.

(59) a.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a'. ??#사람-이 누구나 죽는다.

b. 그래도 지구-는 돈다.

b'. ??#그래도 지구-가 돈다.

위와 같이, 조사 ‘-가’가 ‘선택 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서 

쓰이지 못하는 것은, 청자에 대한 혹은 질문의 대상에 청자가 포함된 1인칭 복수

에 대한 질문에 의문대명사가 쓰인 대부분의 경우에서 관찰된다.

(60) a. 너-∅/*가/는 어렸을 때 어디에서 살았니?

b. 너-∅/*가/는 과일을 얼마나 샀니?

c. 너-∅/*가/는 뭘 먹을래?

d. 너-∅/*가/는 누구를 만나고 싶어?

(61) a. 우리-∅/*가/는 어디로 갈까?

b. 우리-∅/*가/는 무슨 화를 볼까?

c. 우리-∅/*가/는 누구랑 놀까?

d. 우리-∅/*가/는 언제 만날까?

(60)과 (61)은 질문의 대상이 ‘청자’나 ‘화자와 청자’인 경우에는 주어 자리에 조사

가 실현되지 않거나 ‘-는’은 쓰일 수 있지만 조사 ‘-가’는 쓰일 수 없음을 보여 주

는데, 이는 ‘너’나 ‘우리’가 발화 상황에서 항상 유일한 개체로 파악되는데도 이를 

조사 ‘-가’로 ‘지정’하고 있어서 ‘너’나 ‘우리’에 대한 단순 질문으로 파악될 수 없기 

때문이다.205) 이와 같이 조사 ‘-가’의 유무나 조사와 종류에 따라 문장의 의미와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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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달라지는 것은, 곧 조사 ‘-가’가 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임을 입증한다.

이와는 달리 삼인칭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의문대명사가 쓰인 의

문문에서 조사 ‘-가’의 실현이 자유로운데, 이는 발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를 제

외한 모든 개체들이 삼인칭으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2) a. 그 아이/철수/ 이-∅/가/는 어디로 갈까?

b. 그 아이/철수/ 이-∅/가/는 무슨 화를 볼까?

c. 그 아이/철수/ 이-∅/가/는 누구랑 놀까?

그리고, 의문대명사가 쓰인 의문문이 ‘반문’으로 쓰이거나, ‘확인 질문’으로 파악

될 때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가’의 실현이 가능한데, 이는 질문의 관계

된 개체가 다른 사람이 아닌 ‘청자’라는 ‘선택’을 조사 ‘-가’로 지정함으로써 질문의 

내용을 확인,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205) 그러나, 서술어 부분(문장의 끝부분)의 억양을 올리는 경우에는 (60)과 (61)의 예문들

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가’만이 쓰일 수 있다.

   (60‘) a. 너-*∅/가/*는 어렸을 때 어디에서 살았니? ↗

b. 너-*∅/가/*는 과일을 얼마나 샀니? ↗

c. 너-*∅/가/*는 뭘 먹을래? ↗

d. 너-*∅/가/*는 누구를 만나고 싶어? ↗

   (61‘) a. 우리-*∅/가/*는 어디로 갈까? ↗

b. 우리-*∅/가/*는 무슨 화를 볼까? ↗

c. 우리-*∅/가/*는 누구랑 놀까? ↗

d. 우리-*∅/가/*는 언제 만날까? ↗

   위와 같이 조사 ‘-가’가 쓰이는 경우에는, 주어가 후행 표현이 나타내는 가능한 사태에 

관계될 리 없다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유일한 개체를 조사 ‘-가’

로 지정함으로써 의문의 대상(초점)이 의문사가 아니라 주어임을 표현하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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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a. 너-∅/가/는 어렸을 때 어디에서 살았냐고/살았는데?

b. 너-∅/가/는 과일을 얼마나 샀냐고/샀는데?

c. 너-∅/가/는 뭘 먹었냐고/먹었는데?

d. 너-∅/가/는 누구를 만나고 싶냐고/싶은데?

(64) a. 우리-∅/가/는 어디로 가냐고/가는데?

b. 우리-∅/가/는 무슨 화를 보냐고/보는데?

c. 우리-∅/가/는 누구랑 노냐고/노는데?

d. 우리-∅/가/는 언제 만나냐고/만나는데?

위와 같이, 질문의 대상이 ‘삼인칭’이거나 질문이 ‘반문’ 혹은 ‘확인’으로 파악되

는 경우에는, (60)이나 (61)과 달리 조사 ‘-가’가 쓰일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조사 ‘-

가’가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임을 입증한다.

조사 ‘-가’가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임은, 홍재성(1990)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2인칭 주어가 실현되지 않는 ‘명령문’이나 1인칭 복수 주어가 실현되지 

않는 ‘청유문’, 주어의 비실현이 가능한 내포문과 같은 문장들에서 조사 ‘-가’가 실

현되는 것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65) a. (너-∅/*가) 빨리 갔다 와.

b. (우리-∅/*가) 이제 그만 일어서자.

(66) a. 왜 날 보고 그래. 너-*∅/가 빨리 갔다 와.

b. 우리-*∅/가 여기서 나가자.

(65)와 (66)의 대조에서 드러나듯이, ‘명령’이나 ‘청유’의 대상이 유일한 경우에는 

조사 ‘-가’가 쓰일 수 없지만, 화용적 맥락에 따라 다른 개체들의 존재가 전제되는 

경우에는 위에서와 같이 조사 ‘-가’가 쓰일 수 있다는 데에서도 조사 ‘-가’의 양태

적 의미가 ‘선택 지정’임을 알 수 있다.206)

206) 홍재성(1990)에서는 위와 같은 예들에서 조사 ‘-가’는 대조의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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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가’가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임은 ‘심리 형용사 구문’에서의 조사 ‘-가’

의 실현 제약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한국어 문법에서 조사 ‘-가’의 실현과 관련하

여 논란이 많았던 것 중의 하나가 ‘심리 형용사 구문’인데, 주로 조사 ‘-에게’와 ‘-

가’의 대응이나 ‘경험주’(Experiencer)라는 의미역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다. 

통사론 중심의 많은 연구들에서는 ‘심리 형용사 구문’에서 ‘경험주’로 파악되는 논

항에서 조사 ‘-가’가 쓰일 수 있으며, ‘동일 조사 중출 구문’을 형성하는 것으로 파

악해 왔다.207) 그러나 이는 실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4300만 어절의 연세 말뭉치에서 아래와 같은 예문이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다.

(67) a. *내-가 이가 좋다.

b. *나-에게 이가 좋다.

(68) a. *철수-가 호랑이가 무섭다.

b. *철수-에게 호랑이가 무섭다.

(69) a. * 이-가 철수가 싫었다.

b. * 이-에게 철수가 싫었다.

‘심리 형용사’가 문장의 주 서술어로 쓰인 예에서 ‘경험주’로 파악되는 논항에 쓰일 

으로 보았는데, 이는 ‘배타성’과 마찬가지로 조사 ‘-가’의 의미가 ‘선택 지정’이기 때문에 

‘선택 지정’된 개체와 그렇지 않은 개체들 간에 서로 대비되는 맥락에서 파악되는 의미

로 분석된다.

207) 필자의 판단으로는 한국어 문법에서 이 ‘심리 형용사 구문’이 문제로 다루어지게 된 

것은 생성 문법을 전공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어에서의 ‘fear’와 ‘frighten’의 ‘의미역’

과 ‘격 할당’과의 불일치를 한국어의 ‘좋다’와 ‘좋아하다’와의 관계에 적용하려는 시도에

서 무리하게 적용된 결과라고 판단한다. 그리고 아래에서 제시되듯이 복문에서 ‘내가 

이가 좋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와 같이 ‘-가’가 결합한 명사구가 연속해서 

나타나는 경우를 확대해석한 데에도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관찰되

듯이, ‘심리 형용사 구문’은 일반적인 문맥에서 그 사용이 제약된다. 유현경(1998)에서 

‘심리 형용사’, ‘감각 형용사’, ‘판단 형용사’를 묶어서 ‘주관 형용사’라고 하 는데, 이 

에서는 편의상 이 모두를 ‘심리 형용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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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조사는 ‘-는’이나 두 조사가 중첩된 ‘-에게는’이 쓰인 예들 뿐이다. 특히 

‘시점바꾸기’에 의해 ‘인칭제약’이 해소된 경우에서도 조사 ‘-가’가 중출한 예는 찾

을 수 없다.

3060 이화에게는 처음 와보는 고장의 국민학교에 와서 그네를 타본다는 것이 

그렇게 싫지는 않았다.

0574 그 날 이후 철에게는 명혜가 자신을 좋아하고, 자신이 명혜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여럿에게 알려지는 게 갑자기 두렵고 싫었다.

0499 좁은 집이나 울타리 속에서 엄마와 함께 자라는 어린이들에게는 할머니

와 부드러운 자정이나 같은 연령의 어린 친구들과의 놀이가 그립다.

0289 샹젤리제, 빼빼에게는 가슴에 사무치게 그리운 이름이었다.

0357 나는 더 이상 황병일의 말을 듣기가 싫어서 전화를 끊었다.

0283 목포댁은 여자의 태평한 대답이 오히려 놀라웠다.

02479 그녀도 역시 여성 특유의 세심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답을 했

지만, 웬일인지 내게는 그러한 일이 참으로 어려웠다.

0462 흥민이는 어린 마음에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다. 

2704 그녀는 자기를 맞아 가지고 떠들썩거리는 광경이 마음에 기뻤다.

2766 나는 술 한잔 받아 마시지 못하는 것이 무척 마음에 언짢습니다.

2268 그러나 지금 그는 그런 것들이 조금도 마음에 얹짢지 않고 슬프지가 않

았다.

다음으로, 한국어에서는 동일 조사 중출 구문의 경우에 (21)에서 볼 수 있듯이 

후행 명사(구)에 조사 ‘-는’을 써서 문장의 첫머리에 위치시킬 수 있으나, ‘심리 형

용사 구문’의 경우에는 후행 명사의 위치와 관계없이 비문으로 판단된다.

(70) a. 철수-가 학생-이 아니다./학생-은 철수-가 아니다.

b. 철수-가 합격-이 됐다/ 합격-은 철수-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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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a. *내-가 이-가 좋다./* 이-는 내-가 좋다.

b. *나-에게 이-가 좋다./* 이-는 나-에게 좋다.

(72) a. *철수-가 호랑이-가 무섭다./*호랑이-는 철수-가 무섭다.

b. *철수-에게 호랑이-가 무섭다./*호랑이-는 철수-에게 무섭다.

(73) a. * 이-가 철수-가 싫었다./*철수-는 이-가 싫었다.

b. * 이-에게 철수-가 싫었다./*철수-는 이-에게 싫었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조사의 비실현이 가능한데 ‘심리 형용사 구문’

의 경우에 조사의 실현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비문으로 판단된다.

(74) a. 내-가 이- { *
가

*∅} 좋다.

b. 나-에게 이- { *
가

*∅} 좋다.

(75) a. 철수-가 호랑이- { *
가

*∅} 무섭다.

b. 철수-에게 호랑이- { *
가

*∅} 무섭다.

(76) a. 이-가 철수- { *
가

*∅} 싫었다.

b. 이-에게 철수- { *
가

*∅} 싫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서술어는 어미의 활용이 자유로우나 기존의 연구에서 ‘심

리 형용사 구문’으로 제시된 구문은 서술어의 활용이 가능한 예를 찾을 수 없다. 

어미가 활용된 예는 모두 확실한 비문으로 판단된다.

(77) a. *내-가 이-가 좋겠다.

b. *철수-가 호랑이-가 무섭겠다.

c. * 이-가 철수-가 싫겠다.

(78) a. ??* {
내-가나-는} 이-가 좋으면 손에 장을 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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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철수- { *
가

*는} 호랑이-가 무서우면 운다.

c. 이- { *
가

*는} 철수-가 싫으면 도망간다.

위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심리 형용사 구문’에서 조사 ‘-가’가 중출될 수 

있는 것처럼 분석해 왔던 것은 아래와 같은 예문의 존재 때문인 것 같다.

(79) a. 흥민이는 어린 마음에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다. (2148)

b. 그녀는 자기를 맞아 가지고 떠들썩거리는 광경이 마음에 기뻤다. (2704)

c. 해춘이 마지막 던지고 간 말이 아무래도 마음에 꺼림직했다. (03554)

위의 예문들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마음’이라는 명사구인데, ‘마음’은 ‘소

유주’를 변항(논항)으로 가지는 ‘부분 명사’이기 때문에 (79)와 같이 그 소유주가 

문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08) (79a)의 ‘심리 형용사 구문’은 (80)과 

같이 파악할 수 있다.

(80) a. x의 마음에 어머니의 품이 그립다

b. 홍민이-는 어린 마음에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다.

c. {홍민} ⊇ {x의 마음에 {어머니의 품이 그립다}}

d. *홍민이-가 어린 마음에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다.

e. {홍민} ⊆ 발화 맥락에서 상정된 집합 S={{홍민}, {철수}, { 이}, ...}

208) 그리고 바로 이 ‘마음’이라는 명사 때문에 ‘인칭 제약’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위의 심리 형용사 구문은 어휘개념구조 상에 다음과 같이 ‘마음’이 표상되고, 그 문

장으로 기술되는 사태가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화자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0a)를 바꾸어 말하면, 대략 ‘어머니의 품이 z의 마음에 있는 그리움에 있다’ 정도로 해

석할 수 있겠다. 개념구조를 이용한 심리 형용사의 어휘의미 표상에 대해서는 김세중

(1994)를 참조.

     (i) a. [BE (x, [[AT(y)] IN MIND OF ( z )])]

b. [BE (어머니의 품, [AT(그리움)] IN MIND OF ( z )])]



- 165 -

(81) a. 홍민이의 어린 마음에는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다.

b. 그녀의 마음에는 자기를 맞아 가지고 떠들썩거리는 광경이 기뻤다.

c. 해춘이 마지막 던지고 간 말이 그녀의 마음에는 꺼림칙했다.

(80c)의 분석은 (81)의 예들이 정문임을 통해서 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80b)와 같이 ‘홍민이’가 조사 ‘-는’에 의해서 후행 표현이 포함되는 ‘범위’로 지정되

는 경우에는 자연스러우나, (80d)와 같이 조사 ‘-가’에 의해 여러 개체들 중의 한 

개체로 ‘선택 지정’되는 것은 부자연스럽거나 비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 형용사 구문에서 조사 ‘-는’은 쓰일 수 있는 반면에 조사 ‘-가’

가 쓰일 수 없는 현상도 조사 ‘-가’가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라는 것을 입증한다.209) 조사 ‘-는’은 ‘범위 지정’을 의미하므로 심리 형용사로 

표현된 사태는 발화 상황에서 ‘홍민이’와만 관련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조

사 ‘-가’는 여러 개체 중의 한 개체에 대한 ‘선택 지정’을 나타내므로, 심리 상태가 

기술되는 개체를 조사 ‘-가’로 ‘선택 지정’한다는 것은 화자가 발화 상황에서 파악

될 수 있는 여러 개체의 심리 상태를 모두 판단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심리 형용사로 표현된 심리 상태와 관계된 

개체를 조사 ‘-가’로 지정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210)

209) 만일 조사 ‘-가’가 의미가 없는 구조적으로 할당되는 ‘격 표지’라면 쓰이지 못하거나 

쓰이면 아주 어색한 문장으로 판단될 이유가 없을 것이다.

210) 그리고 조사 ‘-가’가 쓰이면 실제로 화자/청자가 파악해야 하는 집합이 모두 네 개가 

됨으로써 파악해야 하는 관계가 너무 많다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 a. ??*홍민이가 어린 마음에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다.

b. {a-가 b의 c-에, d-가 그립다}

b'. {홍민이} ⊆ {a| a의 집합}, {b| b(소유주)의 집합}, {마음} ⊆{c| c의 집합}, 

{품} ⊆{d| d의 집합} {그립다} ⊆ {속성들의 집합}

b". {품} ⊆ {그립다}, {마음} ⊆{c-에 품-이 그립다}, {홍민이} ⊆{b} ⊆ {b의 마

음-에 품-이 그립다}

c. 시점바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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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형용사 구문에서 ‘-가’의 중출이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심리 형용사

가 화자의 추측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적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경우이다.211)

(82) a. 목포댁-*이/은 여자의 태평한 대답-이 오히려 놀라웠다. (0283)

a'. 목포댁-이/은 여자의 태평한 대답-이 오히려 놀라운 모양이다.

b. 흥민이-*가/는 어린 마음에 어머니의 품-이 그리웠다. (0462)

b'. 흥민이-가/는 어린 마음에 어머니의 품-이 그리운지 모르겠다.

c. 철수-가/는 호랑이-가 무서운 척했다.

d. 이-가/는 철수-가 싫은가 봐.212)

(82)에서와 같이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적 표현이 쓰이는 경우에는 조사 ‘-

가’와 ‘-는’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조사 ‘-가’가 ‘양태 조사’임을 입증하는데, 

‘모양이다’, ‘모르다’, ‘척하다’, ‘-어 보다’ 등으로 표현된 화자의 판단과 관계된 개체

가 발화 상황에서 여러 개체가 있을 수 있고 그 중의 한 개체를 조사 ‘-가’로 ‘선

택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심리 형용사’ 구문에서 조사 ‘-는’은 일반적으로 

쓰일 수 있으나 ‘-가’는 쓰일 수 있는 환경이 극히 제한되는 현상 역시 조사 ‘-가’

가 ‘-는’과는 개별 의미가 다른 같은 계열의 ‘양태 조사’임을 입증한다.

   (ib', b")에서 볼 수 있듯이, 파악해야 하는 집합과 관계가 너무 많은 데다가 다시 (ic)에

서처럼 ‘시점바꾸기’라는 또 다른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어의 경우에 ‘심리 형용

사 구문’에서는 조사 ‘-가’의 쓰임이 제약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211) 유현경(1998)에서는 2, 3인칭에 대한 인칭제약이 화자의 추측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양

태적 표현과 함께 쓰이면 해소된다는 사실을 지적하 는데, 양태적 표현으로 ‘∼은 모양

이다’, ‘∼은지’, ‘∼ㄴ 것 같다’, ‘∼ㄴ 듯(이)’, ‘-겠-’의 예를 들고 있다. 

212) 김지은(1998)에서는 서술어 ‘보다’를 ‘화자 중심 양태 용언’이라고 하 는데, ‘보다’는 

본용언이 아니라 ‘보조용언’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보다’를 ‘보조용언’으로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가’가 중출하는 것은 본용언인 ‘심리 형용사’ 때문이 아니

라 보조용언 ‘보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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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조사의 중첩과 ‘-가’ 중출

지금까지는 주로 주어의 자리에서 단독으로 쓰인 조사 ‘-가’가 ‘선택 지정’의 의

미를 가진 ‘양태 조사’라는 것을 살펴 보았는데, 이는, 앞에서 제시했던, 주어의 자

리에서 조사 ‘-가’가 다른 조사들과 중첩되어 쓰이는 경우에도 그 ‘의미’와 ‘쓰임’이 

동일하다.

(83) a. 19세기에는 미국-에서-만-이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다. (053)

b. 다른 대학들은 모두 편입생을 뽑는다고 했으나 연대-에서-만-이 편입생을 뽑지 

않겠다고 했다.

(83') a. *19세기에는 미국-에서-가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다.

b. *다른 대학들은 모두 편입생을 뽑는다고 했으나 연대-에서-가 편입생을 뽑지 

않겠다고 했다.

(84) a. 김 선생님-께서-만-이 그 사실을 아셔.

b. 할아버지-께서-만-이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셨다.

(84') a. *김 선생님-께서-가 그 사실을 아셔.

b. *할아버지-께서-가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셨다.

(83)에서는 ‘미국’과 ‘연대’가, (84)에서는 ‘김 선생님’과 ‘할아버지’가 주어로 파악되

는데, (83a, b)와 (84a, b)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께서’나 ‘-에서’와 ‘-만’ 다음에 ‘-

가’가 중첩되어 쓰일 수 있다. 그러나 (83'a, b)와 (84'a, b)에서 볼 수 있듯이 보조

사 ‘-만’이 없으면, ‘-에서’나 ‘-께서’와 ‘-가’의 중첩이 불가능하다. 이는 ‘-에서’나 ‘-

께서’가 각기 명사가 ‘존대의 대상’, ‘단체’임을 ‘지정’한다는 의미가 있어서,213) 이들 

조사와 ‘-가’가 직접 결합하면 ‘-가’의 ‘선택 지정’이라는 의미로 인해 ‘지정된 개체

213) 이 연구에서는 ‘-께서’와 ‘-에서’도 ‘격 표지’가 아니라 ‘존대 대상 지정’과 ‘단체 지정’

의 의미를 가진 ‘보조사’인 것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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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택 지정’이라는 기묘한 의미가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보조사 ‘-만’

이 두 조사 사이에 있을 경우에는 ‘-만’의 ‘유일성’이라는 의미가 ‘선행 명사가 유

일한 것’임을 나타냄으로써 ‘-가’가 결합하여 ‘지정된 개체가 유일한 선택임’을 ‘지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214)

이와 같이 의미의 충돌 때문에 조사 ‘-가’가 조사 ‘-에서’에 직접 결합할 수 없

다는 것은 조사 ‘-에서’가 쓰인 명사(구)가 ‘장소’를 뜻하는 경우에는 ‘-가’가 중첩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에서처럼 ‘-에

서’만이 쓰일 수도 있고 ‘-가’만이 쓰일 수도 있다.

(85) a. 나는 도서관-에서-가 공부가 잘 된다.

b. 나 이런 진심어린 격려와 사랑을 받아본 것은 이곳 농장-에서-가 처음이었습니

다. (436)

(85') a. 나는 도서관- {
에서
이} 공부가 잘 된다.

b. 나 이런 진심어린 격려와 사랑을 받아본 것은 이곳 농장- {
에서
이} 처음이었습니

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에서’가 결합한 명사구는 모두 ‘장소’의 의미로 파악되는데, 

(85)에서처럼 보조사 ‘-만’ 없이 ‘-가’가 결합할 수 있고, (85')에서처럼 ‘-에서’나 ‘-

가’만이 쓰일 수도 있다. (85)와 (85')에서 조사 ‘-가’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에

서’의 유무와 관계 없이, 여러 장소들 중의 한 장소를 ‘선택 지정’하는 것으로 분석

되는데, ‘도서관’과 ‘농장’이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이기 때문이다. 특히 (85')에서 

조사 ‘-에서’ 없이 ‘-가’만이 쓰여도 문장이 나타내는 사태에서의 ‘도서관’과 ‘농장’

의 역할이 ‘장소’로 파악된다는 사실은 조사 ‘-가’가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임을 입증하는데, ‘도서관’과 ‘농장’이 조사 ‘-에서’가 없어도 ‘장소’로 파악될 

수 있는 개체라고 화자가 판단했기 때문에 조사 ‘-에서’를 생략한 채 조사 ‘-가’로 

214) 앞의 (3)∼(6)의 에에서 ‘-만’ 다음에 조사 ‘-가’, ‘-는’, ‘-도’가 자유롭게 대응될 수 있

는 것도 ‘-만’의 ‘유일성’이라는 의미가 조사 ‘-가’의 ‘지정’이라는 의미, ‘-는’의 ‘범위 지

정’이라는 의미, ‘-도’의 ‘동일성’이라는 의미와 양립될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169 -

그 ‘개체(장소)를 지정’하는 것이다.215)

조사 ‘-가’가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라는 것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에

서’가 쓰인 명사 자체에서 ‘장소’의 의미가 파악되지 않을 때는 조사 ‘-가’가 ‘-에서’

에 직접 결합할 수 없으며, 홀로 쓰이지도 못한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86) a. 결국 국가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일본 자본사회의 반 이란 점-에서-만-이 그의 

작품의 전체 면모는 이해될 것이다. (082)

b. 엘리트와 대중간의 간격은 너무나 커서 대중의 요구와 이익은 단지 극한 상황-

에서-만-이 엘리트에게 전달된다. (060)

c. 이 사회의 일처다부혼은 경제적인 필요성으로 빈민층-에서-만-이 실시되는 것이

며 ... (057)

(86') a. ... 일본 자본사회의 반 이란 점- {
에서

*에서-가
*이} 그의 작품의 전체 면모는 이해

될 것이다. (082)

b. ... 대중의 요구와 이익은 단지 극한 상황- {
에서

*에서-가
*이} 엘리트에게 전달된다.

c. 이 사회의 일처다부혼은 경제적인 필요성으로 빈민층- {
에서

*에서-가
*이} 실시되는 

것이며 ... (057)

(86)과 (86')는 조사 ‘-가’와 ‘-에서’와의 결합에 제약이 있으며, 그 제약이 명사구의 

의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216) 조사 ‘-가’가 자유롭게 쓰일 수 있는 (85)와 (85')의 

경우에는 ‘-에서’가 붙은 명사가 구체적 ‘장소’로 파악될 수 있지만, (86)과 (86')의 

215) 이와 같이 명사구가 ‘장소’로 파악되는 경우에 조사 ‘-에서’ 없이 조사 ‘-가’가 쓰여서 

동일 조사 중출 구성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논의된다.

216) (86c)의 경우에는 보조사 ‘-만’이 있을 때는 조사 ‘-에서’ 없이 ‘-가’가 쓰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6c") 이 사회의 일처다부혼은 경제적인 필요성으로 빈민층-?만-이 실시되는 것이며 

...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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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명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 ‘-에서’에 의해서만

이 ‘추상적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사실에서 파악할 수 있다. (86)에

서처럼 보조사 ‘-만’이 있을 때만 조사 ‘-가’가 중첩되어 쓰일 수 있는 것은, ‘점’, 

‘상황’, ‘빈민층’과 같은 명사의 의미적 역할은 조사 ‘-에서’에 의해서 ‘추상적 장소’

로 파악되고, ‘추상적 장소’가 다시 보조사 ‘-만’에 의해 ‘유일한 추상적 장소(조건

이나 상황)’로 강화되어 ‘유일한 추상적 장소의 선택 지정’으로 파악될 수 있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217) 이와 같이 명사의 문장에서의 역할이 쉽게 파악될 수 있느냐

의 여부가 조사 ‘-가’의 사용과 관련된다는 것도 ‘-가’가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

임을 보여 준다.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조사 ‘-가’의 출현에 제약이 나타나는 현상은, 명사

가 ‘장소’로 파악되지 않을 때는 조사 ‘-에’나 ‘-에게’에 조사 ‘-가’가 중첩될 수 없는 

아래의 문장들에서도 관찰된다.

(87) a. 밭은 많이 있어도 학교 뒤-에-가/뒤-가 제일 잘 되었다. (439)

b. 언제네 언제네 해도 손님은 해질 무렵-에-가/무렵-이 제일 많았다. (282)

(88) a. 이제는 노안이 다 된 얼굴 어디-에-가/??*어디-가 그런 시절이 숨어 있다가는 

마술종이의 암호문처럼 솟아날까 하고 혜는 생각했다. (381)

b. 목이 없이 바로 어깨-에-가/*어깨-가 머리가 붙은 사내가 쭈그리고 앉아서 문

방구집을 보고 있던 자리에, ... (189)

(89) a. 자기의 의지를 관철할 용기를 지니고 있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 용기는 희생

을 감수할 수 있는 자-에게-만-이/자-(만-)이 가능하다. (11)

217) ‘-에서’가 쓰인 명사(구)가 ‘추상적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은 그 역할

이 화자나 청자의 추론에 의해 파악된다는 것을 뜻하는데, 조사 ‘-가’의 여러 개체들 중

의 하나에 대한 ‘선택 지정’이라는 의미 역시 추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중적 추론의 어

려움이 ‘추상적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구에 ‘-가’가 직접 쓰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 

      명사에 조사가 쓰여서 특정한 의미적 역할로 분석되는 것은 이 연구의 주제와 거리

가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데, 각각의 조사가 구체적 의미에서는 차이가 있

지만 이를 일반화할 수 있다는 허웅(1995)의 관점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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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주자학의 격물 치지관은 "사서삼경"의 "공부"를 관통한 자-에게-만-이/자-(만-)이 

격물과 치지가 가능하다는 엘리티즘을 암암리에 전제하고 있었다. (02)

(90) a. 즉 그것은 지식, 이해, 적용, 분석의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진 학생-에게-만-이/*

학생-(만-)이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이다. (16)

b. 천천히 여유있게 앞을 내다보고 신중히 한다는 것은 인생을 통찰한 소수의 사

람-에게-만-이/*사람-(만-)이 미덕일 뿐이요, ... (05)

이와 같이 ‘-가’의 쓰임이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제약되는 현상은, ‘-가’의 실

현이 문장의 구조적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장의 의미에 대한 화자의 판단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과, 이러한 측면에서 조사 ‘-가’가 ‘양태 조사’임을 보여 준

다.218)

보조사 ‘-만’이 쓰여서 조사 ‘-가’가 중첩될 수 있는 경우는 조사 ‘-로’의 경우에

서도 관찰된다.

(91) a. 단결은 어느 한 단체가 주도권을 잡고 다른 한 단체를 합류하는 형태-로-만-이 

가능했지 근간에 있었던 ... (16)

b. 한 사회는 그 어떤 지독한 사상의 철갑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감의 끈-으로-

만-이 가장 자연스러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7)

c. 여자들은 처로서 또는 딸로서의 자격-으로-만-이 간주될 것이고, 그들에게서 태

어난 직계비속들은 외손이라 하여 ... (24)

d. 원한 행복을 위하여 감연히 나서야 할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구원이 있다고 고집하는 기독교인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23)

(92) a. 단결은 어느 한 단체가 주도권을 잡고 다른 한 단체를 합류하는 형태-

{
(으)로

*(으)로가
*이} 가능했지 근간에 있었던 ... 

218) 조사 ‘-에서’, ‘-에’, ‘-에게’ 없이 조사 ‘-가’가 쓰여서 동일 조사 중출을 구성하는 경우

에 대한 논의는 3.3절과 3.4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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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한 사회는 ... 결국은 정감의 끈- {
(으)로

*(으)로가
*이} 가장 자연스러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c. 여자들은 처로서 또는 딸로서의 자격- {
(으)로

*(으)로가
*이} 간주될 것이고, ...

d.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
(으)로

?(으)로가이} 구원이 있다고 ...

e. 이 붓- {
(으)로

?(으)로가이} 씨가 잘 써진다.

(91)은 조사 ‘-로’의 경우에도 조사 ‘-가’가 쓰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데, (52a, b, c)

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가’는 보조사 ‘-만’이 없으면 쓰일 수 없는 경우가 있고, 

(92d, e)에서처럼 보조사 ‘-만’이 없어도 조사 ‘-가’가 쓰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러한 현상 역시, 조사 ‘-가’의 쓰임이 명사의 의미적 역할을 조사 ‘-로’의 유무와 관

계 없이 파악할 수 있는가와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92a, b, c)의 경우에는 명

사의 의미적 역할이 조사 ‘-로’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보조사 ‘-만’에 

의해 명사의 역할이 ‘유일한 도구, 방법, 자격’으로 강화되지 않는 한 조사 ‘-가’가 

쓰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92d, e)의 경우에는 선행 명사의 문장에서

의 의미적 역할이 실제 세계에서 쉽게 파악되는 유일한 관계이기 때문에 조사 ‘-

로’가 없어도 ‘-가’가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조사 ‘-로’가 쓰인 

명사구의 경우에도 조사 ‘-가’가 단독으로 쓰일 수 있는가의 여부가 명사의 의미적 

역할의 파악과 관련된다는 사실과, 보조사 ‘-만’이 있을 때는 조사 ‘-가’가 어떤 경

우에나 자유롭게 쓰일 수 있다는 사실도 조사 ‘-가’가 ‘선택 지정’의 의미의 ‘양태 

조사’임을 보여 준다.

또한, 조사 ‘-가’가 ‘-는’, ‘-도’와 같은 계열의 ‘양태 조사’라는 것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에서’, ‘-에’, ‘-에게’, ‘-로’가 쓰인 명사구에서 ‘-가’와 ‘-는’과 ‘-도’

의 단독 실현 여부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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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a. 19세기에는 미국-이/은/도 여성에게 참정권을 주었다. (053)

(84") a. 김 선생님-이/은/도 그 사실을 아셔.

(85') a. 나는 도서관-이/은/도 공부가 잘 된다.

(86') a. ... 일본 자본사회의 반 이란 점-*이/*은/*도 그의 작품의 전체 면모는 이해될 

것이다. (082)

(87') a. 밭은 학교 뒤-가/는/도 잘 되었다. (439)

(88') a. 이제는 노안이 다 된 얼굴 어디-*가/*는/*도 그런 시절이 숨어 있다가는 마술

종이의 암호문처럼 솟아날까 ... (381)

(89') a. 이 용기는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자-가/는/도 가능하다. (11)

(90') a. 즉 그것은 지식, 이해, 적용, 분석의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진 학생-*이/*은/*도 

기대할 수 있는 능력이다. (16)

(91') a. 단결은 어느 한 단체가 주도권을 잡고 다른 한 단체를 합류하는 형태-*가/*는

/*도 가능했지 근간에 있었던 ... (16)

e. 이 붓-이/은/도 씨가 잘 써진다.

(83")와 (84")는 주어 자리에서, (85')와 (86')는 조사 ‘-에서’가 쓰이는 명사구에서, 

(87')와 (88')은 조사 ‘-에’가 쓰이는 명사구에서, (89')와 (90')은 조사 ‘-에게’가 쓰이

는 명사구에서, 그리고 (91')는 조사 ‘-로’가 쓰이는 명사구에서, 조사 ‘-가’와 ‘-도’와 

‘-는’의 단독 실현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평행한 행태를 보여 준다.219) 

이러한 사실은 곧, 조사 ‘-가’가 명사의 문법적 기능(혹은 격)을 나타내는 조사가 

아니라, ‘-는’, ‘-도’와 동일한 계열의 ‘양태 조사’임을 입증한다.

이와 같이 조사 ‘-가’가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라는 것은 관용적 표현이라고 

생각되는 ‘∼가 아니라 ∼’에서의 조사 ‘-가’의 쓰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20)

219) 조사 ‘-로’와, 일부 구문에서의 조사 ‘-에서’, ‘-에’, ‘-에게’와의 직접 결합 여부에서 ‘-

가’는 ‘-는, -도’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이들 보조사가 가진 의미의 차이와 각각의 구

문이 가진 의미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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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a. 진리는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수단-으로서 인간 생활과 관계를 맺으며, ... 

(15254)

b. 진리는 목적- {
이

*으로서
*∅} 아니라 인간 생활과 수단으로서 관계를 맺으며, ... 

(94) a. 혼자의 힘-으로-가 아니라 ‘사회적 협동’-으로 생산한 추상적‧구체적 ‘자원’이 어

째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02045)

b. 혼자의 힘- {
이

*으로
*∅} 아니라 ‘사회적 협동’으로 생산한 추상적‧구체적 ‘자원’이 

어째서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95) a. 전화는 기도원-에서-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서대문경찰서-에서 왔다. (01566)

b. 전화는 기도원- {
이

*에서
*∅} 아니라 엉뚱하게도 서대문경찰서에서 왔다.

(96) a. 아내는 직장의 경 자-에게-가 아니라 이제 나-에게 짜증을 내고 있었다. 

(02537)

b. 아내는 직장의 경 자- {
가

*에게
*∅} 아니라 이제 짜증을 나에게 내고 있었다.

(97) a. 우리가 기뻐해서-가 아니라 그게 너희에게 이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02045)

b. 우리가 기뻐해서- {
가

*∅} 아니라 그게 너희에게 이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220) <연세말뭉치>에서는 ‘∼가 아니라 ∼’ 형식이 모두 11,000 여개의 예가 관찰된다. 그

러나, 이에 대해서 사전에서 ‘관용구’로 설명한 것을 찾아볼 수 없으며, 문법 연구에서도 

그 언급을 찾을 수가 없다.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왜 조사 ‘-가’가 이렇게 다양한 

문장 성분들에 결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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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우리가 기뻐하기 때문- {
에-가이

*∅} 아니라 그게 너희에게 이롭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위에서 관찰할 수 있듯이, ‘∼가 아니라 ∼’ 형식에 의해서 묶이는 문장 성분은 매

우 다양하고, 조사 ‘-가’가 결합되는 조사 역시 다양하다. 더욱이 (97)에서 볼 수 있

듯이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에도 조사 ‘-가’가 결합할 수 있다. 위의 모든 경우

들에서도 조사 ‘-가’는 부정의 대상에 대한 ‘선택 지정’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93)∼(97)의 각각의 (b)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본래의 조사

가 쓰이지 않고 ‘-가’가 단독으로 쓰여도 부정되는 대상과 관계된 문장 성분이 무

엇인지가 파악될 수 있다는 사실은, 조사 ‘-가’가 화자의 판단을 반 하는 ‘양태 조

사’임이 확인된다. 더욱이, (93b)와 (95)와 (96)에서는 부정되는 대상과 관계되는 문

장 성분 사이에 다른 어휘가 개입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두 성분이 구

조적으로 묶이지 않아도 그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가’가 

‘양태 조사’임을 입증한다. 그리고 각 예문의 (b)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가’가 쓰

이지 않으면 비문이 된다는 사실에서도, 조사 ‘-가’가 ‘아니다’에 의해 ‘부정되는 것’

을 ‘선택 지정’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주어 자리에 쓰인 ‘-가’와, 다른 조사들과 중첩되어 쓰인 ‘-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조사 ‘-가’는 그것이 쓰인 명사의 문장에서의 역할과 

관계 없이 발화 상황에서 그에 속할 수 있는 여러 개체들 중의 한 개체를 ‘선택 

지정’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명사의 문장에서의 역할이 파악될 

수 있는 경우에만 쓰인다는 사실에서 화자의 판단을 반 하는 ‘양태 조사’로 분석

되었다. 조사 ‘-가’의 이러한 특성은, 장형 부정 구문이나 보조동사 구문, 부사어 

다음에 쓰인 ‘-가’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한국어에서 ‘부정’은 ‘안’에 의한 ‘단형 부정’과 ‘-지 않-’에 

의한 ‘장형 부정’ 두 가지가 있다.

(98) a. 이가 예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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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가 예쁘지 않다.

c. 이가 예쁘지 않다.

(99) a. 이가 예쁘지-가 않다.

b. ??# 이-가 예쁘지-가 않다.

(98a)의 문장은 부정되는 것이 ‘개체’인가 ‘속성’인가에 따라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데, 일반적으로 (98b, c)와 같이 강세에 의해서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다. 그런데 

(98a)는 (99a)에서와 같이 ‘예쁘지’에 조사 ‘-가’가 실현됨으로써 부정되는 것이 ‘선

택 지정’되어 그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다. 그리고 (99b)에서 볼 수 있듯이, ‘예쁘

지’에 조사 ‘-가’를 쓰면서 개체를 부정하기 위해 주어에 강세를 두는 것은 이상한 

표현이 된다는 데에서도 ‘장형 부정’ 구문에 쓰인 조사 ‘-가’가 ‘선택 지정’의 의미

를 가진 ‘양태 조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221)

아래와 같이 부사어 다음에서 쓰이는 조사 ‘-가’는 일반적으로 ‘강조’를 나타내

는 쓰임으로 기술되어 왔는데, 위에서 논의한, 명사(구)에 쓰이는 양태 조사로서의 

‘-가’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된다.

(100) a. 동대문 시장은 밤 늦게-∅/가 손님이 많다.

a'. 동대문 시장은 밤 늦은 시간-에/가 손님이 많다.

221) 조사 ‘-가’의 이러한 의미와 용법은 아래와 같은 ‘싶다’ 구문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판

단된다. ‘싶다’는 주어의 희망을 나타내는 ‘보조동사’로 분류되는데, 연세말뭉치 4300만 

어절을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예문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조사 ‘-가’의 의미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즉, ‘-가’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

에 대한 ‘선택 지정’을 나타내는데, 주어가 곧 화자라는 인칭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어가 

희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발화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예상될 수 없어서, ‘싶다’ 서술문

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문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에 의한 ‘선택 지정’이 자유로운 것으로 분석된다.

     (i) 나는 네가 너무도 보고-가 싶었다. (남기심, 1991에서 인용)

     (ii) a. 음료수를 마시고-가 싶었니?

b. 그렇게 놀고-가 싶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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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속초의 중앙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중 반 넘게-#∅/가 원산, 안변 등 강원

도와 접경한 함경도 사람들이었다.

b‘. 속초의 중앙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중 반 넘은 수-가 원산, 안변 등 강원도

와 접경한 함경도 사람들이었다.

(101) a. 그 꼴을 보면 도대체-∅/가 메스꺼워 죽겠거든. (허웅, 1995에서 인용)

b. 올 사람은 거의-∅/가 다 왔다.

c. 원래-∅/가 그 부근은 깍정이들의 소굴이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가’는 (100)에서는 부사형 어미 ‘-게’ 다음에, (101)에서

는 부사 다음에 쓰 다. 이러한 경우들에서도 ‘-가’의 의미는 여러 가지들 중의 하

나를 ‘선택 지정’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100)과 (101)이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100a)에서는 ‘손님이 많을 수 있는 여러 시간들 중에서 하나’를, (100b)에서는 ‘출

신 지역 사람들의 수의 범위에 대한 여러 가지 중의 하나’를 지정하는 것으로 파

악된다. (101a)에서는 ‘메스꺼워 죽겠다’의 ‘여러 가지 정도 중의 하나’를, (101b)에

서는 ‘온 사람들의 수의 범위’를, (101c)에서는 ‘소굴로 파악되는 여러 시점의 하나’

를 지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101)의 경우에는 부사에 조사 ‘-가’가 쓰이

지 않아도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 ‘-가’가 쓰인 것은, 의도적으로 ‘-가’를 으

로써 여러 가지 중의 하나가 ‘선택 지정’되었다는 의미를 불러일으켜 ‘주의 집중’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부사어에 쓰인 ‘-가’도, 발화 상황에서 파

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의 하나를 지정하며 그 문장의 의미에 대한 화자의 판

단이 반 되었음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로 판단된다.222)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조사 ‘-가’는 ‘선택 지정’의 의미를 가진 ‘양태 조사’로 분

222)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101)의 경우에는 부사 다음에서 쓰일 수 있는 보조사에서 차

이를 보여 주는데, 이 역시 ‘-가’가 일정한 의미를 가진 양태 조사임을 보여 준다.

    (101')a. 그 꼴을 보면 도대체-∅/가/*는/*도 메스꺼워 죽겠거든.

b. 올 사람은 거의-∅/가/*는/*도 다 왔다.

c. 원래-∅/가/??#는/??#도 그 부근은 깍정이들의 소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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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되었는데, 그 쓰임에서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는 사실, 특

히 주어의 자리에서도 명사의 의미적 특성 때문에 쓰일 수 없다는 사실은 조사 ‘-

가’가 의미가 없는 ‘격 표지’가 아니라 일정한 의미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타당함을 보여 준다. 이는, 부정 대명사 ‘아무’의 경우와 의문 대명사 ‘누구’나 ‘무

엇’이 ‘부정’을 의미하는 경우에 조사 ‘-가’가 결합할 수 없음을 통해서 분명히 입

증되었다. 

또한 맥락(선행 발화)에 따라 주어 자리에 조사 ‘-가’가 쓰일 수 없다는 사실도 

조사 ‘-가’가 ‘격 표지’나 ‘주어 표지’가 아님을 보여 주는데, ‘-가’는 ‘주어’를 지정하

는 것이 아니라 발화 상황에서 ‘주어’로 파악될 수 있는 여러 개체들의 집합에서 

한 개체(원소)를 ‘선택 지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가’가 명사의 문법적 

기능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조사 ‘-가’가 ‘-에’, ‘-에게’, ‘-에서’, ‘-로’ 등의 

다른 조사들과 중첩되어 쓰일 수 다양한 예문들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조사 ‘-가’가 선행 조사 없이 쓰일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명사의 의미적 특성과 관계가 있으며, 이는 다시 그 명사의 문장에서의 문법적 기

능에 대한 파악이 조사 ‘-에’, ‘-에게’, ‘-에서’, ‘-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의 여부

와 관련됨을 보 다. 조사 ‘-가’의 이러한 특성은 문장의 의미적 내용에 대한 화자

의 판단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가’를 ‘양태 조사’로 분석하게 하는데, 조사 ‘-가’

가 여타의 ‘보조사’들과 동일한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양태 조사’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 다. 마지막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보조사적 쓰임’으로 인정되어 

온, 부정문이나 부사어 다음에 쓰이는 조사 ‘-가’도 명사에 쓰이는 경우와 동일한 

의미와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 ‘-가’는 여러 경우들에서 중출할 수 있는데, 이

들 각각의 경우에 대해 살펴 보겠다. 기존의 연구에서 ‘격 중출’로 불리워 온 ‘동일 

조사 중출 구문’은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된 것처럼,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문장 

성분들 간의 자리 바꿈이 자유로우나, 동일 조사 중출 구문의 경우에는 주어와 다

른 문장 성분들 간의 자리 바꿈이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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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a. 저 산- {
이
에} 소나무-가 많다/있다.

b. 소나무-가 저 산- { ??*
이
에} 많다/있다.

c. 소나무-는 저 산- {
이
에} 많다/있다.

(103) a. 저 아이- {
가
에게} 부모의 사랑-이 필요하다.

b. 부모의 사랑-이 저 아이- { *가에게} 필요하다.

c. 부모의 사랑-은 저 아이- {
가
에게} 필요하다.

(102)와 (103)은 동일 조사 중출 구문의 경우에 어순에 제약이 있음을 보여 주는

데, (102c)와 (103c)에서 볼 수 있듯이,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에 조사 ‘-는’이 쓰일 

경우에는 자리 바꿈이 가능하다. 조사 ‘-가’와 ‘-는’이 동일한 계열의 ‘양태 조사’임

에도 어순에서 상이한 현상을 보이는 것은 한 가지 의문을 갖게 하는데, 왜 장소

를 나타내는 부사어에 조사 ‘-는’이 쓰이면 자리 바꿈이 가능하고, ‘-가’가 쓰이면 

그렇지 못한가라는 의문이다. 이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제부터 살펴 보

아야 하겠다.

먼저 살펴 볼 문제는 (102)이나 (103)과 같은 동일 조사 중출이 언제나 가능하

지는 않다는 것이다.223)

(104) a. 저 식탁-에 소설책이 있다/많다.

b. *저 식탁-이 소설책이 있다/많다.

(105) a.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녹이 슨 곳-에 기름칠이 필요해.

b.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녹이 슨 곳-이 기름칠이 필요해.

223)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되는데, 남기심(1988, 1991)에서는 이와 같이 명사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동일한 서

술어에서 동일 조사 중출 현상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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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와 (105)는 각기 (102)와 (103)과 동일한 서술어가 쓰 음에도 ‘N-에 N-가 V’ 

구성은 가능하지만 ‘-가’ 중출은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가’ 중출 현

상이 단순히 서술어의 의미와만 관계가 있다는 설명으로는 부족하며, 3장에서 살

펴 본 바와 같이 동일 조사 중출이 명사의 의미적 특성과도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동일 서술어에서 ‘-가’ 중출 구성은 가능하지만 ‘N-에 N-가 V’ 구성이 가

능하지 않은 예도 관찰된다.

(106) a. 철수-가 빚-이 많아/있어.  (‘철수가 나에게 빚이 많다/있다’)

b. *철수-에게 빚-이 많아/있어.  (‘내가 철수-에게 빚이 많다/있다’)

(107) a. 철수 방-이 청소-가 필요해.

b. ??*철수 방-에 청소-가 필요해.

(106)과 (107)을 각기 위의 (102)와 (103), (104)과 (105)에 대비시켜 볼 때, 서술어가 

어떠한 명사(구)와 같이 쓰 는가에 따라 동일 조사 중출이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

하지 않기도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가’ 중출이 서술어

만이 아니라 ‘명사’와 ‘명사’ 사이의 상관관계와도 관련됨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

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의 경우에 ‘-가’ 중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108) a. 철수-가 교회-에 갔다.

b. *교회-가 철수-가 갔다.

(109) a. 김철수-가 어제 신촌-에 있었다.

b. *신촌-이 어제 김철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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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발화 맥락에 따라서는 동사가 문장의 서술어인 경

우에도 ‘-가’ 중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110) a. 태린이-가 프랑스-에 (유학을) 갔고 선희-가 미국-에 (유학을) 갔어.

b. (누가 어디에 갔는지 혼동하고 있는 사람에게) 프랑스-가 태린이-가 (유학을) 

갔고 미국-이 선희가 (유학을) 갔어.

(111) a. 철수-가 신촌-에 있었다.

b. (강남-이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고) 신촌-이 철수-가 있었다. 

c. (전화번호부를 보니까) 신촌-이 철수-가 있었다.

(110b)는 동사 ‘가다’의 경우에, (111b)는 동사로 쓰인 ‘있다’의 경우에 조사 ‘-가’의 

중출이 가능함으로 보여 준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111c)의 ‘있다’ 구

문에서 ‘철수’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으로 해석되며, ‘있다’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

사로 분석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111b)의 경우에는 ‘있다’가 동사로 분석되는 반면

에 모든 것이 동일한 (111c)에서는 ‘있다’가 형용사로 분석되는 것은, 곧 각각의 문

장 성분에 대한 파악이 단순히 문장의 형식 자체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

라 발화 맥락에 대한 판단과도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며, 이는 나아가 조사 ‘-가’

의 중출 현상이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는 앞절에서의 분석이 타당함을 보여 준

다. 

위와 같이 맥락에 따라서 ‘-가’ 중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는, 타동사의 경

우에도 관찰된다.

(112) a. 철수-가 아침에 김치볶음밥-을 먹었다.

b. ??*김치볶음밥-이 철수-가 아침에 먹었다.

(113) a. 누-가 신촌반점-을 운 하지?.

a'. ?신촌반점-이/을 철수-가 운 하지, 아마?.

b. 짜장면-을 누가 시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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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짜장면-이/을 아마 철수-가 시켰지?

(112)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타동사가 쓰인 문장에서 ‘-가’ 

중출이 불가능한데, (113)은 발화 맥락에 따라서는 ‘-가’ 중출이 가능함을 보여 준

다. 

이상에서 살펴 본 현상들은 ‘-가’ 중출이 ‘서술어’에 의해서만은 혹은 통사적 기

제(서술어와의 문법적 관계)에 의해서만은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동일한 서

술어임에도 명사에 따라서 ‘-가’ 중출이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기도 하다는 

사실, 명사에 따라서 ‘-가’ 중출만이 가능하고 ‘N-에 N-가 V’ 구성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동사의 경우에도 ‘-가’ 중출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가’ 중출 현상을 다른 관

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제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로 돌아 가서, ‘-가’ 중출이 불가능한 예들도 일반적

으로는 조사 ‘-는’이 쓰이면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받아들여지는 문제에 대해서 살

펴 보자.

(114) a. 소나무- { ??*
가
는} 저 산-이 많다.

b. 부모의 사랑- { ??*
이
은} 저 아이-가 필요하다.

c. 기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녹이 슨 곳- { ??*
이
은} 기름칠이 필요해.

d. *교회- { ??*
가
는} 철수-가 갔다.

e. *김치볶음밥- { ??*
이
은} 철수-가 아침에 먹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14)는 조사 ‘-가’가 쓰인 경우에는 문장 성분의 자리 바꿈

이 불가능하지만 조사 ‘-는’이 쓰인 경우에는 자리 바꿈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그

러나,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는’이 쓰인 경우에조차도 여전히 자리 바꿈이 

가능하지 않은 예들이 관찰된다.224)

224) 여기에서는 ‘-가’ 중출이 가능한 용언으로 대표적인 ‘있다’, ‘많다’를 중심으로 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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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a. 저 식탁- {
??*이
??*은에(-가/는)} 소설책-이 있다/많다.225)

b. 도서관- {
이
은

에(-가/는)} 소설책-이 있다/많다.

(116) a. 길거리- {
??*가
??*는에(-가/는)} 사람-이 많다/있다.

b. 종로- {
가
는

에(-가/는)} 사람-이 많다/있다.

(117) a. 벽- {
??*이
??*은에(-가/는)} 벌레-가 많다/있다.

b. 풀밭- {
이
은

에(-가/는)} 벌레-가 많다/있다.

위의 예들은 (115)∼(117)의 a의 경우에 ‘-가’ 중출 구문만이 아니라 조사 ‘-는’이 쓰

인 경우에도 자리 바꿈이 가능하지 않은 반면에 (115)∼(117)의 b는 조사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자리 바꿈이 가능함을 보여 준다. 그런데 (115)∼(117)은 ‘장소’를 나타

내는 조사 ‘-에’와 ‘-가’나 ‘-는’이 중첩될 경우에는 항상 자리 바꿈이 가능하다는 것

도 보여 준다.

무엇이 이와 같이 조사의 쓰임을 결정하는 것인가? 그 해답은 각각의 a와 b의 

비교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 위의 예문들에서 a와 b의 차이는 ‘선행 명사’가 조사 

다. 그러나 아래에서 지적하는 문제들은 대부분의 형용사에서 관찰된다.

225) 직접 가리키면서 강한 악센트를 주어 발음하면 용인 가능성이 조금 좋아진다. 그러나 

정문이라고 판정한다 해도 이 경우에는 ‘초점’인 것으로 해석되어 ‘배타성’이나 ‘대조’의 

의미로 파악되지, 앞에서 살펴 본 ‘선택 지정’의 의미나 ‘범위 지정’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그리고 식탁이 여러 개가 있고 특정 식탁에만 책이 있는 상황이 전제되는 경우

에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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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이 후행 명사로 표현된 개체가 존재할 수 있는 ‘장소’로 파악될 수 있는 명

사구인가 아닌가의 차이로 분석된다. 이는 문장에서 조사 ‘-가’나 ‘-는’이 쓰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서술어’나 ‘문장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명사구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됨을 뜻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조사 ‘-가’나 ‘-는’의 쓰임에 대한 제약이 ‘선행 명사’의 의미

적 특성에 의해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아래의 예문에서 확인된다.

(118) a. 이- {
가
는

*에게(-가/는)} 미련-이 많아/있어.

   (‘내가 이에게 미련이 많아/있어’와 비교)

b. 이- {
가
는

에게(-가/는)} 책-이 많아/있어.

   (‘*내가 이한테 책이 많아/있어’와 비교)

(119) a. 철수- {
가
는

*에게(-가/는)} 빚-이 많아/있어.

  (‘내가 철수에게 빚이 많아/있어’와 비교)

b. 철수- {
가
는

에게(-가/는)} 친구-가 많아/있어.

   (‘*내가 철수에게 친구가 많아/있어’와 비교)

(118a)와 (119a)는 조사 ‘-가’와 ‘-는’이 쓰일 수 있고 없고가 선행 명사가 조사 없이 

‘장소’로 파악될 수 있느냐의 여부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후행 명사의 

의미적 특성과도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각각의 a에서는 후행 명사가 ‘추상적 

개체’인 반면에, b에서는 ‘구체적 개체’가 쓰 다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

한 명사의 의미적 차이가 조사의 쓰임에 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추상적 개체’가 쓰일 경우에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가’나 ‘-

는’뿐만 아니라 조사 ‘-에’가 쓰 을 때조차도 ‘자리 바꿈’과 관계 없이 비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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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226)

(120) a. *미련-이 이- {
가
는
에게} 많아/있어.

b. 책-이 이- {
가
는
에게} 많아/있어.

(121) a. ??*빚-이 철수- {
가
는
에게} 많아/있어. (‘철수가 빚이 많다’는 의미로)

b. 친구-가 철수- {
가
는
에게} 많아/있어.

또한,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가’나 ‘-는’의 쓰임에서는 (118a, b)나 (119a, b)

와 평행한 행태를 보이는 (122a, b)가 자리 바꿈에서는 (120a, b)나 (121a, b)와 평

행한 행태를 보이지 않는다.

(122) a. 김선생- {
이
은

*에게} 수업-이 많다/있다.

a'. 수업-이/은 김선생- {
이
은

?에게} 많다/있다.

b. 김선생- {
이
은
에게} 애들-이 많다/있다.

b'. 애들-이/은 김선생- {
이
은

*에게} 많다/있다.

226) 물론,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한정적인 경우에는 발화 맥락에 따라 조사 ‘-가’나 ‘-는’

의 실현이 가능하다.

    (55') a. 그 일에 대한 미련-이 이-?가/는/*에게 많아/있어.

    (56') a. 은행 빚-이 철수-?가/는/*에게 많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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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들은 조사 ‘-가’나 ‘-는’의 쓰임이 선행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의해

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후행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도 

아닌,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하나의 문장 안에서 ‘-가’나 ‘-는’의 쓰임이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이 조사들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라 화

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라는 앞절에서의 분석이 타당함을 확인해 준다. 

이제 앞에서 제시했던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 보겠다. 편의상 앞에서 제

시한 예문을 다시 든다.

(123) a. 도서관- {
이
은} 소설책-이 있다/많다.

a‘. ?소설책-이 도서관- {
이
은} 있다/많다.

b. 종로- {
가
는} 서점-이 많다/있다.

b‘. ?서점-이 종로- {
가
는} 많다/있다.

c. 풀밭- {
이
은} 벌레-가 많다/있다.

c. ?벌레-가 풀밭- {
이
은} 많다/있다.

(124) a. 저 식탁- { ??*
이

??*은} 소설책-이 있다/많다.

a‘. 소설책-이 저 식탁- { ??*
이

??*은} 있다/많다.

b. 길거리- { ??*
가

??*는} 사람-이 많다/있다.

b‘. 사람-이 길거리- { ??*
가

??*는} 많다/있다.

 c. 벽- { ??*
이

??*은} 벌레-가 많다/있다.

c‘. 벌레-가 벽- { ??*
이

??*은} 많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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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124)의 예들이 (123)의 예들과 달리 비문으로 판단되

는 것은, 선행 명사가 나타내는 ‘식탁’, ‘길거리’, ‘벽’이 후행 명사가 나타내는 ‘구체

적인 개체’가 실제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124)에서처럼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에’가 없으면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의 관계

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123)의 경우에는 선행 명사구가 나타내

는 ‘도서관’, ‘종로’, ‘풀밭’이 ‘소설책’, ‘사람’, ‘벌레’가 실제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존

재할 수 있는 ‘장소’로 파악된다는 사실과, 이들 명사의 경우에 조사 ‘-에’가 없이 

쓰일 수 있으며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의 자리 바꿈도 가능하다는 데에서 확인된

다.227) 이와 같이 두 명사 사이의 관계에 의해 조사 ‘-가’나 ‘-는’의 쓰임이 결정된

다는 사실은, 곧 두 명사 사이의 관계가 그 명사의 의미적 역할을 나타내는 조사

가 없어도 파악될 수 있다는 화자의 판단이 이들 조사의 쓰임을 결정한다는 것이

고, 조사 ‘-가’와 ‘-는’이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임을 입증한다.

조사 ‘-가’와 ‘-는’이 두 명사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라는 것은 ‘조사 대응’으로 분석되지 않는 예에서도 확인된다.

(125) a. 이- {
가/는
*에게} 미련-이 많아/있어.

b. 철수- {
가/는
*에게} 빚-이 많아/있어.

c. 김선생- {
이/은

*에게(는)} 수업-이 많다/있다.

(126) a. 내가 이에게 미련이 많아/있어.

b. 내가 철수에게 빚이 많아/있어.

c. *내-가 김선생-에게 수업-이 많다/있다.

227) 앞에서 언급했듯이, ‘북한산-이 물-이 많이 난다’나 ‘이 붓-이 씨-가 잘 써진다’와 

같은 문장에서 ‘-가’ 중출 현상도 위에서와 같이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두 명사구 사이

의 관계에 의해서 용인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필기도구’와 

‘필기’의 관계가 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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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는 선행 명사에 조사 ‘-가’나 ‘-는’은 쓰일 수 있지만 ‘-에(게)’가 쓰일 수 없음

을 보여 주는데, 이는 선행 명사가 결코 후행 명사가 존재하는 ‘장소’로 해석되는 

관계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조사 ‘-가’나 ‘-는’이 쓰일 경우에는 (125a)에서 ‘

이’는 ‘미련’을 가진 존재로 해석되고, (125b)에서 ‘철수’는 ‘빚’을 진 존재로 해석되

고, (125c)에서 ‘김선생’은 ‘수업’을 하는 존재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조사 ‘-에게’가 

쓰이면, (125a)의 ‘ 이’는 (126a)와 같이 누군가가 ‘미련’을 가진 ‘대상’으로 해석되

고, (125b)의 ‘철수’는 (126b)에서처럼 누군가가 ‘빚’을 갚아야 하는 ‘대상’으로 해석

되는데, 이는 실제 세계에서 (126a), (126b)로 표현되는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25c)에서 ‘김선생’은 ‘수업’을 하거나 듣는 ‘주체’로만 해석될 뿐이지 누

군가가 ‘수업’을 해야 하는 대상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데, (126c)와 같은 관계가 

실제 세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조사 ‘-가’의 중출이 두 명사 사이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은, 

청자의 입장에서는 두 명사 사이의 관계를 추론에 의해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고, 화자의 입장에서는 두 명사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또한 

어떤 명사가 문장에서 쓰일 때는 ‘서술어’의 어휘의미적 특성과 접히 관련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결국 조사 ‘-가’ 중출 구문은 그 구문에 쓰이는 모든 어휘들의 관

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뜻한다.

그런데, 한 문장 안에서 쓰인 표현들의 ‘관계’는 정확히 무엇이며, 그 관계는 어

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조사 ‘-에’를 쓰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서 왜 

‘-에’ 대신에 ‘-가’를 쓰는가?

앞에서 우리는 조사 ‘-가’가 ‘주어’ 자리나 다른 문장 성분에 해당될 수 있는 

‘개체’를 ‘선택 지정’하고, 이 개체는 그 문장이 나타내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위에서 주어가 아닌 문장 성분에 ‘-가’가 쓰일 때는 일반적으

로 주어보다 앞에 위치해야 함을 보았다. 이를 통해서 ‘-가’ 중출 구문은 아래와 

같이 분석할 수 있다.

(127) a. 도서관-이 소설책-이 있다/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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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서관}=x1 ⊆ {소설책-이 {x}-에 있다/많다}

b. 종로-가 사람-이 많다/있다.

b'. {종로}=x1 ⊆ {사람-이 {x}-에 많다/있다}

c. 풀밭-이 벌레-가 많다/있다.

c'. {풀밭}=x1 ⊆ {벌레-가 {x}-에 많다/있다}

(128) a. 이-가 미련-이 많아/있어.

a'. { 이}=x1 ⊆ {{x}-가 가진 미련-이 많다/있다}

b. 철수-가 빚-이 많아/있어.

b'. {철수}=x1 ⊆ {{x}-가 진 빚-이 많다/있다}

c. 김선생-이 수업-이 많다/있다.

c'. {김선생}=x1 ⊆ {{x}-가 하는 수업-이 많다/있다}

즉, 조사 ‘-가’는 선행 명사를, 후행 표현에서 표현되지 않은 문장 성분(변항)의 부

분집합으로 ‘선택 지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의 관

계가 이 두 명사로 표현된 개체들이 실제 세계에서 가지는 관계들 중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를 사용해서 그 부분집합을 지정하는 것으

로 분석된다. 이것은 실제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

가’가 쓰일 수 없다는 앞에서의 관찰을 통해서 확인된다.

(129) a. ??*저 식탁-이 소설책-이 있다/많다.

a'. {저 식탁}=y1 ⊈ {소설책-이 {x}-에 있다/많다}

b. ??*길거리-가 사람-이 많다/있다.

b. {길거리}=y1 ⊈ {사람-이 {x}-에 많다/있다}

 c. ??*벽-이 벌레-가 많다/있다.

 c'. {벽}=y1 ⊈ {벌레-가 {x}-에 많다/있다}

(129a)는 화자/청자가 가지고 있는 두 명사에 대한 지식으로는 둘 사이의 관계가 

실제 세계에서 ‘식탁’이 ‘소설책’이 존재할 수 있는 장소로 쉽게 파악되지 않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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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지시 표현이 쓰 음에도 조사 ‘-에’가 없이는 비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129b)는 ‘길거리’가 불특정한 ‘장소’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서 비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129c)도 ‘벽’이 실제 세계에서 ‘벌레’가 있을 수 

있는 일반적인 장소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에’가 없이는 비문이 된다.

이와 같이 실제 세계에서의 두 명사(로 표현된 개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판

단이 조사 ‘-가’의 실현과 관련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가’ 중출이 가능하지 

않은 동사 구문임에도 ‘-가’ 중출이 가능한 경우들에서도 확인된다.

(130) a. (누가 어디에 갔는지 혼동하고 있는 사람에게) 프랑스-가 태린이-가 (유학을) 갔

고 미국-이 선희가 (유학을) 갔어.

b. (전화번호부를 보니까) 신촌-이 김철수-가 있었다.

c. ?신촌반점-이 철수-가 운 하지, 아마?.

d. ?짜장면-이 아마 철수-가 시켰지.

위에 제시한 예들에서, 서술어 ‘가다’, (동사적 쓰임의) ‘있다’, ‘운 하다’, ‘시키다’는 

일반적으로 ‘-가’ 중출이 가능하지 않은데, 위에서처럼 특정한 맥락에서는 ‘-가’ 중

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130a)와 (130b)의 경우에는 ‘가다’나 ‘있다’는 

그 행위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아니라 ‘장소’와 ‘개체’와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표

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 중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228) 또한 (130c)와 

(130d)에서도 ‘운 하다’와 ‘시키다’라는 행위가 아니라, ‘아마’라는 단어를 통해서, 

‘대상’과 ‘개체’와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가’ 중출

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발화 맥락에 의해서 두 

명사 사이의 관계가 한 가지 관계로만 한정됨으로써 명사의 의미적 역할을 나타

내는 조사 없이도 그 관계를 쉽게 추론할 수 있어서 ‘-가’ 중출이 가능한 것으로 

228) (130c, d)에서 종결 어미로 쓰인 ‘지’는 일반적으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로 분석되는데, 이러한 ‘양태 어미’가 쓰인 (130c, d)가 ‘신촌반점이 

철수가 운 했다’나 ‘짜장면이 철수가 시켰다’보다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되는 것도 조사 

‘-가’가 화자의 판단에 의한 것임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증거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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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다.229)

지금까지 살펴 본 예들을 통해서 명사의 의미적 역할을 나타내는 조사와 대응

되는 것으로 보이는 조사 ‘-가’ 역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230) 서술어와 관계에서 파악되는 명사의 의미적 역할인 ‘장소’ 또는 

‘도구’를 나타내는 ‘-에’나 ‘-(으)로’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조사 ‘-가’를 사용한 것은, 

그 문장에 쓰인 명사구들 사이의 관계를 추론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는 관계로 

화자가 판단하 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처럼 화자의 판단에 의해 조사 ‘-가’가 

쓰 다는 점에서 조사 ‘-가’는 ‘양태 조사’임을 확인하 다. 화자는 ‘-가’를 사용함으

로써 조사 ‘-에’나 ‘-(으)로’를 써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관계를 더 많은 노력을 기

울여야 파악할 수 있는 관계로 표시함으로써, 더욱이 ‘-가’가 결합한 명사구가 ‘구

정보’가 아니라 ‘신정보’인 경우에는 청자로 하여금 훨씬 더 많은 주의와 추론을 

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조사 대응 구문’의 경우에 조사 ‘-가’가 ‘강조’의 효과를 

229) 가령, ‘철수가 이가 갔다’라는 문장이 가능하다고 할 때, 실제 세계에서 ‘철수’와 ‘

이’ 사이에 추론할 수 있는 관계는 무수히 많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붓이 

씨가 잘 써진다’에서 ‘붓’과 ‘ 씨’ 사이에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관계라고는 단 하나

밖에 없다. 그리고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된 것처럼, ‘-가’가 쓰인 명사구가 주어에 선행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주어에 ‘-가’가 쓰인다는 사실 때문에 무엇이 주어인지

를 판단할 수 없어서 일반적으로 비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앞의 예문 (45)

에서처럼 두 명사구 사이의 관계가 유일한 관계로 파악될 때는 자리 바꿈이 가능하다. 

또한, ‘-가’가 중출하는 문장에 대한 문법성의 판단이 화자/청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연구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판단의 기준이 점점 불분명해진다는 것에서도, 화자/청자가 

이와 같이 두 명사구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론에 의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한다는 사실

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230)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가’ 중출 구문에서의 ‘-가’가 강세를 동반하고 ‘배타성’의 의

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했던 것과, 전통 문법을 중심으로 ‘-가’가 중출하는 문장을 서

술절로 분석했던 것은, 사실상 조사 ‘-가’가 화자의 판단과 관계가 있음을 인식했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조사 ‘-가’가 쓰인 명사에서 파악되는 ‘배타성’은, 3.1절에서 언급했듯

이, 발화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는 다른 개체와 관계에서 판단되는 의미이다. ‘서술절’은, 

조사 ‘-가’가 일반적으로 주어 자리에 쓰이고 그것이 쓰인 명사가 후행 표현과 관계된 

개체이기 때문에 그 문장이 ‘-가’가 쓰인 선행 명사와 관계된 기술이라는 판단을 반 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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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도, 조사 ‘-가’는 명사의 서술어와의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라, ‘선택 지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3.2 ‘-를’의 의미와 문법

3.2.1 ‘-를’과 ‘전체성’

조사 ‘-를’의 의미는 조사 ‘-가’와 달리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는데,231) 대부분의 

231)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사 ‘-를’을 풀이하고 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에서

의 설명은 조사 ‘-를’을 ‘격조사’와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의 두 가지로 나누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연세한국어사전>과 <표준국어대사전>만을 

제시한다. 편의상 용례는 제외한다.

<표준국어대사전>

   1-1 동작이 미친 직접적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 1-2 행동의 간접적인 목적물이

나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1-3 어떤 재료나 수단이 되는 사물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1-4 ‘가다’, ‘걷다’, ‘뛰다’ 따위의 이동을 표시하는 동사와 어울려서 동작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내는 격 조사./ 1-5 ‘가다’, ‘오다’, ‘떠나다’ 따위의 동사들과 

어울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고자 하는 곳을 나타내는 격 조사./ 1-6 ‘가다’, 

‘오다’ 따위와 함께 쓰여, 그 행동의 목적이 되는 일을 나타내는 격 조사./ 1-7 행동

의 출발점을 나타내는 격 조사./ 1-8 어떤 행동이 비롯되는 곳. 또는 그 일을 나타내

는 격 조사./ 1-9 동작 대상의 수량이나 동작의 순서를 나타내는 격 조사. // 2. ( (조

사 ‘-에, 으로’,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받침 없는 일부 부사 뒤에 붙어)) 강

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연세한국어사전>

   Ⅰ 목적격 조사. ① 서술어의 행위로 직접 향을 받아 변화를 입는 대상임을 나타

냄./ ② 어떤 움직임의 결과로 생겨난 대상임을 나타냄. ㉠ 생겨난 대상이 구체적인 



- 193 -

사물임. ㉡ 생겨난 대상이 감각이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임./ ③ 어떤 움직임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받는 대상물임을 나타냄./ ④ 대상이 어떤 행위를 받는 신체의 

일부임을 나타냄. ㉠ 구체적인 신체의 일부가 동사의 향을 받음을 나타냄. ㉡ 동사

의 향을 받아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신체의 일부와 함께 쓰임./ ⑤ 의향을 나타내

는 동사의 대상임을 나타냄./ ⑥ 어떤 동작의 행위를 받는 객체임을 나타냄./ ⑦ 인

지 동사와 같이, 내적인 행동성을 띠는 동사의 대상임을 나타냄./ ⑧ 상호성 동사의 

일방적 행위를 입는 대상이거나 상태 동사의 대상임을 나타냄. ㉠ 상호성을 나타내

는 동사의 일방적 행위를 입는 대상임을 나타냄. ㉡ 상호성을 나타내는 상태 동사의 

대상임을 나타냄./ ⑨ 동작의 주체가 어떤 상태나 장소에서 멀어지는 움직임을 나타

내는 그 기점인 대상임을 나타냄./ ⑩ 움직임이 지향하는 곳을 나타냄. // Ⅱ 목적(대

상)을 나타내는 격조사 외의 쓰임. ① 움직임이 이루어지는 곳 전부를 나타냄. ㉠ 행

동이 진행되는 장소를 나타냄. ㉡ 행동이 이루어져야 할 목표 장소를 나타냄. ㉢ 행

동이 시작되는 곳을 나타냄. ㉣ 움직임의 경로를 나타냄./ ② [ ∼하기 위하여, ∼

할 목적으로, ∼을 하러 의 뜻으로] 어떤 행위를 실행하기 위한 움직임을 나타냄. 

㉠ [ 여행, 소풍, 유학  등의 명사와 함께 쓰이어] 그러한 행위를 함을 나타냄. ㉡ 

[구체적인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이어] 어떤 행위를 반복적으로 또는 습관적

으로 함을 나타냄./ ③ 서술어의 움직임을 받는 장소로서의 대상임을 나타냄./ ④ 서

술어의 행위에 기준점이 되는 대상임을 나타냄./ ⑤ [ ∼를 ∼로  구문에 쓰이어] 

기준이 되는 대상임을 나타냄./ ⑥ 에게 로 나타내는 간접 목적어를 를 로 써

서 지목하는 뜻을 나타냄. 수혜자 대상임을 나타냄. 간접적 대상이 됨을 나타냄./ ⑦ 

사동사문에서 서술어의 행위를 받는 대상임을 나타냄./ ⑧ 변화되어 이루어진 대상

을 나타냄./ ⑨ 행동에 필요한 재료를 나타냄./ ⑩ 몇몇 동사에서 그 동사와 꼴이 같

은 명사형을 목적어로 쓸 때에 쓰임./ ⑪ [한자어 명사와 하다 의 사이에 쓰이어] 

한자어 명사를 지정하여 드러냄을 나타냄./ ⑫ [ ∼를 ∼를 의 구조에 쓰이어] 앞

에 나온 명사의 범위를 한정해 줌을 나타냄./ ⑬ 움직임이 반복되거나 계속되는 시

간이나 횟수를 나타냄./ ⑭ [ ∼(를) ∼를 의 구조에 쓰이어] 앞에 나온 명사의 수

를 한정해 줌을 나타냄./ ⑮ ∼를 을 대상화하여 나타냄. [ 에를 의 꼴로 쓰이어] 

움직임의 방향과 목적을 동시에 대상화하여 나타냄. // Ⅲ 화용의 양상에 따른 쓰임. 

① 선택하거나 지정하여 말하는 뜻을 나타냄./ ② 강조함을 나타냄. ㉠ [ 않다, 못하

다  등과 함께 쓰이어] 이것의 앞에 오는 요소에 붙어 이를 강조함을 나타냄. ㉡ 

[일부 부사나 용언의 연결 어미 뒤에 붙어 쓰이어] 그 행위나 상태를 대상화함을 나

타냄./ ③ [ 말하기를, 이르기를  따위의 꼴로 쓰이어]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의 

내용을 직접 인용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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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대상성’과 ‘전체성’이라는 의미적 특성이

다. ‘전체성’이라는 의미는 임홍빈(1979)에서 제시되었는데, ‘-를’이 ‘목적격 조사’라

는 관점에서 ‘목적격성’의 의미적 특성에 ‘피행동주성’, ‘직접성’, ‘목적 대상성’, ‘주

어 작용성’, ‘잠재적 의도성’, ‘전체성’의 의미적 특성이 있다고 하 고, ‘-를’이 중출

하는 구문에 나타나는 ‘비-목적어’의 ‘-를’에 대해서는 ‘주제화’로서 ‘비대조적 대립’

이라는 의미적 특성이 있다고 하 다. 이광호(1988)에서는 임홍빈(1979)의 논의를 

받아들여 타동성 동사 구문에서 ‘-를’은 동사에 의해 ‘목적격’이 배당되는 것으로, 

비타동성 동사 구문이나 그 밖의 경우에 나타나는 ‘-를’에 대해서는 주제화 표지로

서 ‘비대조적 대립’으로 설명하 다.232) ‘전체성’의 의미는 홍재성(1983, 1986a)에서

도 제시되었는데, 정희정(1988)에서는 ‘-를’과 ‘-에’와의 비교를 통해 ‘전체성’의 의미

를 다시 확인하 고, 우형식(1996)에서는 ‘전면성’이라는 용어로 제시되었다.233) 그

리고 이정택(1989)에서는 최현배(1937/1983)의 ‘주관적 지배 관계’라는 개념을 도입

하여 ‘-를’을 ‘말할이의 시각에서 본 작용의 대상성을 나타낸다’고 하 다.

232) 그러나,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이들 연구는 조사 ‘-를’을 일정한 조건이 주어지면 자동

적으로 실현되는 ‘목적격 조사’로 보고 있고, 제시된 의미적 특성이라는 것이 조사 ‘-를’

의 의미이기보다는 ‘-를’이 나타나는 구문의 서술어가 지니는 ‘타동성’(transitivity) 또는 

‘목적어’를 어떻게 볼 것이라는 논의와 관련되어 제시되고 있다. 이들의 논의 외에도 ‘-

를’의 실현을 동사의 의미적 특성과 관련하여 구조적으로 ‘목적격’이 할당된 것으로 설명

한 대표적인 논의로는 [-상태성]을 제시한 강 세(1986), Dowty(1979)의 [+행위성]이라

는 동사 자질을 도입한 김 주(1990), [±결정자]와 [±피결정자]를 도입한 홍기선(1994), 

목적어의 성분 의미를 [대상성], [피 향성], [한정성], [전체성]으로 정리한 우형식(1996), 

Hopper & Thompson(1980)에서 제시된 ‘타동성’ 변수 10가지를 도입해 ‘정도성’의 문제

를 다룬 연재훈(1997)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제시된 의미적 특성도 모두 ‘-

를’이 실현될 수 있는 동사의 의미적 자질에 대한 것이며, 동사가 그러한 의미적 자질을 

가지고 있을 때 ‘목적격’을 할당할 수 있는 구조로 분석된다는 식의 논의일 뿐이다. 그러

나, 2.2절에서 입증했듯이 조사 ‘-를’은 구조적으로 할당되는 ‘목적격 조사’가 아니므로 

이들의 논의는 이 에서 다루고자 하는 조사 ‘-를’의 의미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233) 기존의 논의에서는 ‘전체성’, ‘전체적 관여’, ‘전면성’ 등의 용어가 쓰 는데, 동일한 의

미적 특성에 대한 명칭 상의 차이이므로 이 에서는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적

다고 판단되는 ‘전체성’을 사용한다.



- 195 -

조사 ‘-를’이 일정한 의미를 가진 ‘보조사’로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은 홍재성의 

일련의 논의(1983, 1986/1987, 1987a)에서 강하게 제시되었는데, 홍재성(1986/1987)

에서는 조사 ‘-를’이 ‘목적격 조사’ 이외에 ‘강조의 특수조사’라는 보조사(양태조사)

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 고,234) 홍재성(1990)에서는 ‘양태 후치사’로 분석될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235) 이 에서 홍재성(1986/1987)의 조사 ‘-를’의 쓰임에 대한 

234) 홍재성(1986/1987)에서는 보조사(양태조사)로서의 ‘-를’을 설정하는 이유로 조사 ‘-를’

이 ‘-는’, ‘-도’, ‘-만’ 등과 같은 여타 보조사와 통사적으로 평행한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

라고 하면서, 평행성을 확인시켜 주는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한다(홍재성 1987: 53쪽의 

각주 6) 참조).

     (i) 다른 격 조사와의 폭넓은 결합이 가능하다.

철수는 광주에-(는+도+만+를) 갔었다.

     (ii) 부사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이 차-(가+는) 빨리-(는+도+만+를) 가지 않아.

     (iii) 비분리성 요소가 통합된 ‘-하다’류 동사구문에서 선행요소를 분리시켜 결합이 가

능하다.

정말 서울이 조용-(은+도+을) 하구나!

   그리고 다른 목적어(목적보어)와는 달리 ‘무엇’, ‘어디’, ‘누구’에 대응되지 않고 ‘전체성’의 

의미로 파악될 수 있는 ‘얼마’에 대응되는 아래의 예를 제시한다(홍재성 1987: 54쪽의 각

주 8) 참조).

     (iv) ‘N-를’이 거리, 시간, 무게, 가격 등을 표현하는 구문.

a. 철수는 급해서 (학교부터 역까지 +4km)-를 뛰어갔다.

b. 철수는 공원에서 두 시간-을 보냈다.

c. 철수는 책값으로 사천원-을 치 다.

235) 홍재성(1990)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사 ‘-를’이 보조사(양태후치사)로 분석됨을 보이고 

있다(홍재성 1990, 각주 9)를 참조):

-를의 단일 기능후치사 가정에 대해 강한 의혹을 품게 해 줄 수 있는 자료를 하

나만 분석해 보기로 한다.

홍재성(1987: 65∼78)에서 우리는 타다 동사의 다음 두 용법을 각각 자동사/타동

사 구문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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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희는 차-(에-를) 탔다.

이때 N-에/N-를의 통사적 지위의 다름은 N 위치에서의 명사 분포의 차이/대응

되는 의문사의 차이에서 그 단초를 찾았다.

ix) ㄱ. 희는 (차+버스+승강기+화물칸+앞+뒤+기 이가 탔던 데)-에 탔다.

ㄴ. 희는 (차+버스+승강기+*화물칸+*앞+*뒤+*기 이가 탔던 데)-를 탔다.

x) ㄱ.ꀊ 희는 (어디+*무엇)-에 탔니?
ꀈ
ꀖ(운전수 옆+뒤)-에 탔어.

ㄴ.ꀊ기 이는 광주가는 데 (*어디+무엇)-을 탔니?
ꀈ
ꀖ(고속버스+기차+비행기)-를 탔어.

우리는 그 이외의 또 다른 논거들에 입각하여 viii)의 타다 구문에서 N-에는 목

적지 표현의 부사적 비목적어 성분이고 N-를은 목적보어 성분임을 분명히 하 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을 보면, -에 보어에 대응되는 어디가 -를과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xi) ㄱ. 네가 어딜 탄다고?

ㄴ. 네가 어딜 타니?

-를을 목적보어 표지로만 보려는 입장에서는 이들 문장을 분석하기 어렵다. 더구

나, xi)ㄱ∼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에와 -를이 연쇄된 문장이 각각 같은 의미로, 같

은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xii) ㄱ. 네가 어디엘 탄다고?

ㄴ. 네가 어디엘 타니?

xi)∼xii)의 ㄱ∼ㄴ은 모두 정의성(affectivité)이 강한 대화체 문장이다. xi)∼xii)의 

ㄱ은 어디가 강조‧부각되면서 청자 너가 이동하는 목적지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의

외성이 강하게 표출되는 반문이고, xi)∼xii)의 ㄴ은 ‘너는 여기 타지 못한다’는 강한 

부정(금지)의 단언을 의미하는 수사 의문문이다. 이들 문장에서 -를을 삭제해 보자.

xiii) ㄱ. 네가 어디-(E+에) 탄다고?

ㄴ. ?네가 어디-(E+에) 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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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에서 주목하는 것은 조사 ‘-를’이 다른 보조사 ‘-는’, ‘-도’, ‘-만’ 등과 평행한 행

태를 보인다는 지적인데, 이는 아래의 예를 통해서 확인된다.

(131) a. 우리집 강아지는 그냥 맨밥- {
만
∅}- {

은
도
을} 잘 먹어.

b. 이 미장원은 코팅- {
만
∅}- {

은
도
을} 해 준다.

c. 이 가게는 사과 한 가지- {
만
∅}- {

은
도
을} 판다.

(131)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를’은 목적어 자리에서 보조사 ‘-만’의 유무와 관계 

없이 보조사 ‘-는’, ‘-도’와 대응되며 각각의 경우에서 일정한 의미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는 조사 ‘-를’이 ‘-는’, ‘-도’와 같은 계열의 보조사로 분석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236) 또한, 조사 ‘-를’은 조사 ‘-에’ 다음에서 ‘-는’과 ‘-도’와 서로 대응되며 

부사어 다음에서도 서로 대응된다는 사실, 그리고, 널리 알려진, ‘장형 부정 구문’

의 ‘-지 않-’ 사이에서 이들 조사가 자유롭게 대응된다는 사실도 ‘-를’이 보조사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237)

xiii) ㄱ은 화자의 놀라움이나 의외성의 맥락은 표출되지 않는, 청자 너가 이동하

는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자 하는 단순한 반문이고, xiii)ㄴ은 수사 의문문으

로뿐만 아니라 직설적 의미의 의문문으로도 성립될 수 없는 듯하다. 네가를 너는으

로 바꾸어야만 다음과 같이 이동의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직설적 의미의 

의문문이 된다.

xiii) ㄴ'. 너는 어디-(E+에) 타니?

따라서 xi)∼xii)의 ㄱ∼ㄴ에서 -를은 목적어 성분이 아닌 부사적 성격의 비목적

어 성분에 부착된 양태후치사로서의 기능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xi)

ㄱ∼ㄴ은 xii)ㄱ∼ㄴ에서 -에가 삭제되어 실현된 문장으로 분석되는 것이다.

236)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위의 예에서처럼 ‘-만’의 출현 유무와 관계 없이 서로 대응될 수 

있음을 보건대, ‘-만’은 조사 ‘-를’, ‘-는’, ‘-도’와 완전히 같은 계열이기보다는 서로 어느 

정도 겹쳐질 수 있는 다른 계열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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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성(1983/1987)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를 제시하면서 조사 ‘-를’의 의미가 ‘전

체성’과 관련됨을 지적하 다.

(132) a. 철수는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으러 (온+여러) 동네를 (다+E) 돌아다녔다.  (홍재

성 1983/1987에서 인용)

b. *철수는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으러 (온+여러+E) 동네에서 다 돌아다녔다.

홍재성(1983/1987)에서는, (132a)에서는 ‘전체성/복수성’을 나타내는 수식어들이 결

합할 수 있으나 (132b)에서는 ‘전체성/복수성’의 수식어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은, 

조사 ‘-를’은 ‘전체성’을 나타내지만 조사 ‘-에서’는 ‘부분’의 뜻만을 나타내기 때문

이라고 설명되었다.

정희정(1988)에서는, 조사 ‘-를’에 ‘전체성’의 의미적 특성이 있다는 임홍빈(1979)

와 홍재성(1986/1987)의 논의를 받아 들여, 조사 ‘-에’와 ‘-를’의 의미 차이가 ‘부분/

전체’의 대립으로 파악된다고 하 다.

(133) a. 민이가 계단- {
에
을} 오른다. (정희정 1988에서 인용)

b. 민이가 아직 계단- { *
에
을} 오른다.

(134) a. 철수는 벽- {
에
을} 칠한다. (정희정 1988에서 인용)

b. 철수는 벽- { *
에
을} 다 칠했다.

정희정(1988)에서는 이동동사의 경우에, ‘-에’는 장소에 도착하는 것만을 의미하므

로 그 장소의 한 부분만을 필요로 하지만 ‘-를’의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의 전 역

237) 조사 ‘-에’ 다음에서 ‘-를’, ‘-도’, ‘-는’이 서로 대응될 수 있다는 것, 부사어 다음에서 

대응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널리 알려진 문제인, ‘장형 부정 구문’의 경우에 ‘-지 않-’ 

사이에서 이들 조사가 자유롭게 대응됨은 여기에서 굳이 예를 들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

는 이후의 논의에서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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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133b)에서 ‘-에’가 쓰이면 비문이 되는 것으로 설명하 다. 

그리고 이동동사가 아닌 경우인, (134a)의 예에서는 “부분적 관여”를 나타내는 ‘-

에’와 “전체적 관여”를 나타내는 ‘-를’이 모두 쓰일 수 있는 반면에, (134b)의 경우

에는 부사어 ‘다’가 “전제된 공간 전체에서 완료됨”의 의미를 가지도록 하기 때문

에 ‘-를’만이 쓰일 수 있다고 하여, 조사 ‘-를’에 ‘전체성’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설

명하 다.

그런데, 이정택(1989)에서는 정희정(1988)에서 제시된 ‘-를’의 의미 ‘전체성’은 ‘-

를’의 고유 의미가 아니라, ‘-를’의 의미인 ‘대상성’에서 기인하는 함의라는 분석이 

제시되었다.

(135) a. 희는 벽- {
에
을} 유리창을 했다. (이정택, 1989에서 인용)

b. 희는 벽- {
에
을} {

부분적으로
조금만 } 유리창을 했다.

이정택(1989)에서는, (135b)에서 볼 수 있듯이, ‘-를’이 쓰인 명사구에서 파악되는 

‘전체성’의 의미는 후행 표현인 ‘부분적으로’나 ‘조금만’ 등에 의해 삭제될 수 있으

므로 ‘전체성’은 ‘-를’의 고유 의미가 아닌 것으로 분석하 다. ‘전체성’이 ‘-를’의 고

유 의미가 아니라는 지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

서 그 타당성이 입증된다.

(136) a. 페인트 한 통-을 다 벽- {
에
을} 칠했는데도, 벽은 아직 칠할 곳이 많이 남았다.

b. 철수가 세 시간 동안-을 담장- {
에
을} 페인트-{

를
로} 칠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담장 페인트칠이 끝나지 않았고 페인트도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일을 열심히 

안한 것이 틀림없다.

(136a)에서 ‘전체성’의 의미는 밑줄 친 ‘페인트 한 통’에서 파악되지 조사 ‘-에’와 ‘-

를’가 대응을 보이는 ‘벽’에서 파악되지 않고, (136b)에서는 ‘-에’과 ‘-를’의 대응을 

보이는 ‘담장’도, ‘-로’와 ‘-를’의 대응을 보이는 ‘페인트’도 아니라, ‘세 시간 동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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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파악된다. 이와 같이 ‘-를’이 쓰인 명사구에서 항상 ‘전체성’의 의미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기존의 연구에서 ‘-를’의 의미로 제시된 ‘전체성’이 ‘-를’의 고유 

의미가 아니라 ‘대상성’에서 파악될 수 있는 함의라는 이정택(1989)의 지적이 타당

함을 보여 준다.238)

조사 ‘-를’의 의미가 ‘전체성’으로 파악될 수 없다는 것은 조사 ‘-에’와 ‘-를’이 대

응을 보이는 아래의 예에서도 확인된다.

(137) a. 방금 우리들 앞- {
에
을} 지나간 차가 공항에 가는 차다.

b. 심사위원이 이 쪽- {
에
을} 점수를 많이 줬다.

c. 의사가 아이의 왼쪽 엉덩이- {
에
를} 주사를 놓았다.

d. 놀부가 흥부의 호박- {
에
을} 말뚝을 박았다.

(137a)의 ‘앞’과 (137b)의 ‘쪽’은 어휘의미적으로 ‘전체’의 범위를 파악할 수 없는 단

어이지만 조사 ‘-를’이 쓰일 수 있고, (137b)의 ‘엉덩이’와 ‘호박’은 ‘전체’의 범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조사 ‘-를’ 쓰인 경우에 ‘엉덩이 전체’에 주사를 놓

거나 ‘호박 전체’에 말뚝을 박은 것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들은 조사 

‘-를’이 쓰인 구문에서 ‘전체성/복수성’의 수식어가 올 수 있다거나, ‘-를’이 쓰인 명

사에서 ‘전체성’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를’의 ‘대상성’이라는 의미에서 기

인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함을 보여 준다.

즉, ‘-에’는 ‘장소’를 나타내기 때문에 서술어가 나타내는 의미적 특성에 따라 

그 장소의 ‘전제’와 ‘부분’ 어느 것이나 행위와 관계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반면

에, 조사 ‘-를’은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대상을 한정하는 특정 표현

238) 이정택(1989)에서는 목적어에 쓰인 ‘-를’과 비-목적어에 쓰인 ‘-를’이 동일한 형태소로

서 ‘말할이의 시각에서 본 작용의 대상성을 나타내는 형태소’로 분석하 는데, 조사 ‘-를’

이 서술어와 체언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를’을 ‘목적

격 조사’로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하 다. 이 점에서 이정택(1989)은 ‘-를’이 ‘격 조사/격 

표지’가 아니라는 이 연구와 관점의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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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결합한 ‘명사’ 전체를 행위와 관계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2.2 ‘-를’의 실현 제약과 ‘대상성’

그러나, 앞에서 제시된 ‘-를’이 ‘대상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보조사’라는 관점은, 

2.2절에서 제시했던, ‘-를’이 구조격 조사이거나 ‘대상성’을 나타내는 조사라면 실현

되거나 실현될 수 있어야 하는 목적어 자리에서 결코 나타나지 못하는, 아래의 예

를 통해서 수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138) ( 이는 요즘 누구-를 만나?)

a. 이는 요즘 아무- { *
를
∅}-나 만나.

b. 이는 요즘 아무- { *
를

*∅} 만나.

(139) (철수는 뭐-를 잘 먹어?)

a. 철수는 아무것- { *
을
∅}-이나 잘 먹는다.

b. 철수는 아무것- { *
를

*∅} 잘 먹는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를’은 목적어로 쓰인 부정 대명사 ‘아무’나 ‘아무것’에 

결합할 수 없는데, 이러한 현상은 조사 ‘-를’이 구조적으로 할당된 ‘목적격’을 나타

내는 의미가 없는 ‘목적격 표지’가 아니라, 일정한 의미를 가진 ‘조사’이며, 그 의미

가 ‘아무’의 의미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쓰일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138)과 (139)에서 목적어 ‘아무’와 ‘아무것’은 조사 ‘-를’이 쓰이지 못해도 각기 

‘만나다’와 ‘먹다’의 ‘대상’으로 파악된다. 이는 조사 ‘-를’이 단순히 ‘대상성’만을 나

타내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데, 조사 ‘-를’의 의미는 

(138)과 (139)에서 부정 대명사 ‘아무’와 ‘아무것’이 ‘대상’을 나타내는 목적어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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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를’이 쓰이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파악될 수 있다. 부정 대명사 ‘아무’와 ‘아

무것’의 의미는 (138)과 (139)에서 ‘부정(不定: 지정하지 않은) 대상’이므로 ‘부정’과 

의미적 상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살펴 본 조사 ‘-가’의 경우와 평행하

게, ‘선택 지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조사 ‘-를’은 단순한 ‘대상성’이 아니라 동

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대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개체들 중의 하나를 ‘선택 

지정’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239) (138)과 (139)에서 목적어에 ‘-를’이 쓰이지 못

하는 것은,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나 작용의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 ‘지정’되지 않

은 ‘아무’와 ‘아무것’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240)

조사 ‘-를’의 의미가 ‘대상의 선택 지정’이라는 것은 의문 대명사가 ‘부정칭’을 

나타내는 구문에서도 확인된다.

(140) a. 철수는 누구- { *
를
∅}-(나) 만나지 않는다.

b. 철수가 무엇- { *
을
∅}-(이나) 잘 먹는다.

(140a, b)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에서 의문 대명사 ‘누구’나 ‘무엇’은 평서문에서 

보조사와 함께 ‘부정칭’을 나타내는 목적어로 쓰일 수 있는데, ‘부정칭’을 의미할 

때는 조사 ‘-를’이 쓰일 수 없다.241) (140a, b)에서 조사 ‘-를’이 행위의 대상을 나타

239) 여기에서 ‘대상’은 서술어가 나타나는 행위나 동작, 작용 등이 향을 미치는 ‘대상’을 

뜻한다.

240) ‘대상 지정’이라는 조사 ‘-를’의 의미도 집합 표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데, 대략 아래와 같이 표상할 수 있다.

     (i) a. x가 y-를 보았다: ‘보다’의 집합 S={{x, y}| x가 y를 본 집합}

b. 철수가 y-를 보았다: 발화 상황에서 알려진 y의 집합 A={y1, y2, y3, ... , yn}

c. 철수가 이-를 보았다: 이=y1 ⊆ S (‘ 이’가 A의 부분집합 x1인데 ‘보다’의 

집합 S에 속한다)

241)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의문 대명사 ‘누구’나 ‘무엇’이 ‘주어’나 ‘목적어’가 아닌 다른 문

장 성분으로 쓰여서 ‘부정칭’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부정 대명사 ‘아무’의 경우와 마찬가

지로, 조사 ‘-에게’, ‘-로’ 등이 반드시 나타나야 하며, 조사 ‘-에게’나 ‘-로’가 쓰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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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목적어에 쓰일 수 없다는 것은, ‘-를’이 의미가 없는 ‘목적어(목적격) 표지’가 

아니라, ‘부정칭’의 의미와 상충되는 의미인 ‘대상의 선택 지정’을 나타내는 조사임

을 보여 준다. 이는 ‘누구’나 ‘무엇’이 내포절에서 ‘부정칭’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

되는 아래의 예에서도 확인된다.

(141) a. 어제 혹시 누구- {
*를
∅

*나} 만난 사람 없어?

b. 뭐- {
*를
∅

*이나} 먹을 만한 것 있으면 좀 갖다 줘.

(141a, b)는 내포절에 쓰인 ‘누구’와 ‘무엇’이 ‘부정칭’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는

데, 조사 ‘-나’뿐만 아니라 ‘-를’도 결합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242) 이처럼, 목적어

으면 비문이 되거나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된다는 데에서도, 조사 ‘-를’이 ‘목적격 표지’

가 아님을 알 수 있다.

      (i) a. 철수는 누구/아무-*∅/에게-나 인사를 한다.

b. 이의 마음은 무엇/아무것-*∅/으로-도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의문 대명사가 쓰인 의문문의 경우에는 ‘누구’나 ‘무엇’ 등에 보조사 ‘-는’, ‘-

도’, ‘-만’ 등이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조사 ‘-를’이 쓰여야 한다는 사실도 ‘-를’이 의미가 

없는 ‘구조격 표지’라는 관점이 타당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242) (141)에서 조사 ‘-를’이 쓰이지 못하는 것은 ‘누구’와 ‘만난 사람’, ‘뭐’와 ‘먹을 것’이 동

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래의 문장들은 그렇게 볼 수 없음을 보여 준다. 

    (141')a. *어제 혹시 누구-가 만난 사람 없어?

a'. *어제 혹시 누구-가 만난 사람-이 없어?

b. *뭐-가 좀 먹을 것 있으면 갖다 줘. 

b'. ??*뭐-가 좀 먹을 것-이 있으면 갖다 줘.

      (141)은 조사의 실현과 관련된 현상 외에, 다른 측면에서도 매우 흥미로운 문제를 제

기한다. 일반적으로 문장의 한 성분이 관계 관형절의 핵심 명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자

리에 다른 어휘가 나타날 수 없는데, (141)은 ‘목적어’ 자리에 부정 대명사가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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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쓰인 명사에 조사 ‘-를’이 쓰일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조사 ‘-를’이 의미가 없는 

‘격 표지’가 아니며, ‘부정칭’과 상충되는 ‘대상의 선택 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 준다. 

조사 ‘-를’의 의미가 ‘대상의 선택 지정’이라는 것은, 평서문에서 ‘누구’나 ‘무엇’

이 ‘부정칭’이 아니라 ‘불특정 대상’을 나타낼 때는 ‘누구’나 ‘무엇’에 반드시 조사 ‘-

를’이 쓰여야 한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142) a. 순이는 누구- {
를

??#∅} 만나러 외출했다.

b. 철수가 누구- {
를

??#∅} 때려서 경찰서에 끌려 갔대.

c. 민수는 지금 방에서 무엇- {
를

??#∅} 하고 있다.

d. 이가 너한테 주려고 무엇- {
를

??#∅} 가져 왔어.

(142)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를’이 쓰인 ‘누구’나 ‘무엇’은 ‘부정칭’이 아니라 화

자에게 확인되지 않은 대상이나 화자는 알고 있으나 청자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대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누구’나 ‘무엇’이 ‘부정칭’을 나타내는 (141)의 

경우에는 조사 ‘-를’이 쓰이지 못하지만, (142)에서처럼 청자가 파악할 수 없는 ‘불

명확한 대상’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조사 ‘-를’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조사가 

실현되지 않으면 오히려 비문으로 파악된다는 것은, 조사 ‘-를’이 ‘목적어’를 표시

하는 의미가 없는 ‘격 표지’가 아니라 ‘대상의 선택 지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보조

사’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목적어로 판단되는 명사구에 조사 ‘-를’이 쓰일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일

상 대화에서도 찾을 수 있다.

(143) 네가 여기 있던 과자 먹었어?

있다. 이는 다른 부정 대명사의 경우에도 관찰되는 현상인데(‘오늘은 어디-∅/*에 가 볼 

만한 데가 없을까?’). 이러한 현상은 더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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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응, 내가 (그 과자-∅) 먹었어. / 응, 그 과자-∅ 내가 먹었어.

a'. ??#응, 내가 그 과자-를 먹었어./ ??#응, 그 과자-를 내가 먹었어.

b. 아니, 내가 (그 과자-∅) 안 먹었어./ 아니, (그 과자-∅) 내가 안 먹었어.

b'. ??#아니, 내가 그 과자-를 안 먹었어. / ??#아니, 그 과자-를 내가 안 먹었어.

(143') 누가 여기 있던 과자 먹었어?

a. 내가 (그 과자-∅) 먹었어. / 그 과자-∅ 내가 먹었어.

a'. ?내가 그 과자-를 먹었어. / ??#그 과자-를 내가 먹었어.

b. 내가 (그 과자-∅) 안 먹었어. / 그 과자-∅ 내가 안 먹었어.

b'. ??내가 그 과자-를 안 먹었어. / ??#그 과자-를 내가 안 먹었어.

(143)과 (144)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를’은 발화 맥락에 따라 목적어에 쓰일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143)과 (144)의 예들에서 ‘과자’는 조사 ‘-를’의 실현 

여부와 관계 없이 행위의 ‘대상’(목적어)으로 파악된다.243) 그런데 (143)과 (144)에

서 행위의 ‘대상’(목적어)에 조사 ‘-를’이 쓰이면 이상한 것은, 선행 발화에서 언급

된 대상이 후행 문장에서 다시 언급될 때는 당연히 발화 맥락에서 예상되는 유일

한 대상으로 파악되는데도 이를 여러 대상들 중의 하나인 것으로 지정하기 때문

이다. 즉, 이미 유일한 것으로 파악된 대상은 조사 ‘-를’에 의해 ‘선택 지정’될 필요

가 없는데 이를 여러 대상들 중의 하나로 지정을 함으로써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

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목적어 자리에서 조사 ‘-를’의 쓰임이 발화 맥락에 의해서 

제약되는 현상은, 조사 ‘-를’이 목적어를 나타내는 통사적 ‘표지’가 아니며, ‘대상의 

243) (143)의 경우에는 주어와 목적어의 어순과 관계 없이 조사 ‘-를’이 쓰이지 못하는 반면

에, (143'a', b')에서는 목적어가 주어 앞에 오는 경우에는 조사 ‘-를’이 쓰이지 못하는 

현상도 매우 흥미로운 문제이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흔히 한국어는 ‘조사’가 문장 성분

의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라고 해 왔다. 그러나, (143'a', 

b')에서 볼 수 있듯이, 목적어에 조사 ‘-를’이 쓰이면 어순의 재배치가 불가능한 현상은, 

조사 ‘-를’이나 ‘-가’가 명사의 문법적 기능을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라 발화 맥락과 접

한 관계가 있는 ‘보조사’임을 보여줄 뿐더러, 한국어 어순의 문제가 하나의 문장 단위 안

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더 나아가 문법 연구의 방향에 대해 재고를 요하는 

새로운 도전 거리를 던져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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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지정’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조사임을 보여 준다.

또한, 조사 ‘-를’의 경우에도 조사 ‘-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행 질문에서 목

적어에 보조사 ‘-만’이나 ‘-도’가 쓰인 경우에는 후행 대답에서 조사 ‘-를’이 목적어 

자리에 쓰일 수 없다. 이 역시 조사 ‘-를’이 의미가 없는 ‘목적어 표지’나 ‘격 표지’

가 아니라 의미를 가진 조사임을 보여 준다.

(144) a. 철수가 이-만 때렸니?

b. 응, 철수가 이-*#∅/*#를/만 때렸어.

b'. 아니, 철수가 이-*#∅/*#를/만 안 때렸어.

(144')a. 철수가 이-도 때렸니?

b. 응, 철수가 이-*#∅/*#를/도 때렸어.

b'. 아니, 철수가 이-*#∅/*#를/도 안 때렸어.

발화맥락에서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개체가 유일한 경우에 조사 ‘-를’이 쓰

이지 않는 현상은 아래와 같은 예에서도 볼 수 있다.

(145) a. (못보던 옷을 보고) 너 새옷- { ??#
을
∅} 샀구나.

b. 응, (나) 새옷- { ??#
을
∅}  샀어.

c. 아니, (나) 새옷- { ??#
을
∅} 안 샀어.

(146) a. (전화 통화에서) 내가 지금 너- { ??#
를
∅} 보러 갈게.

b. 이거- { ??#
를
∅} 어떻게 먹어?

c. 이상 있으면, 이 물건 { ??#
을
∅} 바꾸러 올 거예요.

(145)에서 조사 ‘-를’이 쓰이지 못하는 것은, ‘사다’라는 행위의 대상이 ‘옷’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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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일반적으로 ‘새옷’이지 ‘헌옷’은 아니라는 사실에서 ‘새옷’이 유일한 개체로 예

상되므로 다른 개체를 예상할 수 없어서 여러 대상 중의 하나에 대한 ‘선택 지정’

의 ‘-를’이 쓰일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146)의 경우에는 이인칭 대명사 ‘너’나 

지시 대명사의 특성 상 그 지칭 대상이 발화 맥락에서 항상 유일한 것으로 파악

되기 때문에 역시 ‘선택 지정’의 조사 ‘-를’이 쓰일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발화 상황에서 행위의 대상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에 조사 

‘-를’이 쓰이지 못한다는 사실은, 조사 ‘-를’이 의미가 없는 ‘격 표지’이기 때문에 

(145)나 (146)에서 생략된 것이 아니라, 조사 ‘-를’의 ‘선택 지정’이라는 의미가 발화 

맥락에서 파악되는 의미와 상충되기 때문에 쓰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해야 함을 

보여 준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사 ‘-를’의 지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목적어 자리에서의 조사의 유무와 관련해서 조사 ‘-를’의 실현이 ‘강조’

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해 왔으며, 홍재성(1986, 1987, 1990)에서는 비-목적어 성

분에 쓰인 조사 ‘-를’의 경우에 ‘대조적 강조’라는 양태 의미를 나타내는 ‘양태 조

사(후치사)’로 처리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는 사실이다.244) 

그러나, 조사 ‘-를’의 의미가 ‘강조’ 혹은 ‘대조적 강조’라는 것은, 3.1절의 조사 

‘-가’의 의미에 대한 연구에서 ‘배타성’의 의미가 조사 ‘-가’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의해 파악되는 의미임을 지적했듯이, 굳이 조사 ‘-를’이 아니더라도 

‘문맥’이나 ‘강세’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못한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조’라는 의미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로 조사 ‘-는’의 의미

로 지적되어 왔는데,245) 조사 ‘-를’의 ‘대조적 강조’라는 양태 의미가 조사 ‘-는’의 

244) 정희정(1988)에서도 ‘양태화된’ ‘-를’을 설정하 는데, 연구의 주제가 조사 ‘-에’이기 때

문에 ‘-를’의 의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고 하 다.

245) 그러나 ‘-는’의 의미적 특성은 3.1절에서 살펴 보았듯이 ‘대조’이지는 않다. ‘대조’ 역시 

문맥에 의해서 파악되는 의미로서, 대비되는 무엇인가가 선후행 문맥이나 상황 속에서 

존재할 때만이 나타나는 것이다.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사 ‘-는’을 풀이하고 있다.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에서의 설명은 조사 ‘-는’을 ‘대조’와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나누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연세한국어사전>과 <표준

국어대사전>만을 제시한다. 편의상 용례는 제외한다. (이 에서 파악하고 있는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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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하기가 힘들다는 사실도 조사 ‘-를’의 의미를 ‘대조적 

강조’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한다.246)

는’의 의미는 각주 180)을 참조.)

   <표준국어대사전>

   1 ((받침 없는 명사구나 부사어, 연결 어미 ‘-아’, ‘-게’, ‘-지’, ‘-고’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따위의 뒤에 붙어))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2 ((받

침 없는 명사구 뒤에 붙어)) 문장 속에서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3. ((받침 없는 명사구나 부사어, 일부 연결 어미 뒤에 붙어))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연세한국어사전>

   Ⅰ 주제를 나타냄. ① ㉠ 이야기가 전개되는 앞뒤 관련의 측면에서 볼 때 일단 이야

기에 등장하여 소개된 대상을 그 다음에 다시 나타내는 데에 쓰이어 옛 정보를 나타

냄. ㉡ 이미 언급된 요소의 하위 개념으로 유추될 수 있는 주제를 나타냄./ ② 정의, 

선언, 명제, 공리나 판단 등을 나타내는 데에서 주체에 해당하는 말에 쓰이어, 일반

적인 상식에 근거하여 이를 주제로 쓸 때 사용됨. // Ⅱ 대조의 뜻을 나타냄. ①㉠ 

문장의 어디에서나 쓰이어, 언급된 어떤 요소와의 대조를 나타냄. ㉡ 말하는 이의 진

술 의도의 측면에서 볼 때, 같은 종류의 여러 대상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 가운데에

서 한 요소를 선택하여 이를 나타낼 때에 쓰임./ ② 행동하는 자로 하여금 그 행동

을 마땅히 수행하도록 강한 요구를 제기하는 명령문의 주어를 나타내는 데에 쓰임. 

// Ⅲ 특수한 용법. ① 〔연결 어미 뒤에 쓰이어〕강조를 나타냄./ ② ㉠ 〔 -다가

는 의 꼴로 쓰이어〕 조건의 뜻을 나타냄. ㉡ 〔 -지 않고(서)는, -아서는 의 꼴

로, 뒤에는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이어〕 조건의 뜻을 나타냄./ ③ 〔 가기

는 간다 와 같이 반복되는 두 말을 잇는 곳에 쓰이어〕 앞의 사실이 전제되기는 하

지만 일말의 조건 따위가 뒤따름을 나타냄./ ④ 〔 -기는/-긴 의 꼴로 쓰이어〕 

문장의 끝처럼 쓰이는 관용적 용법을 나타냄. 

246) 이 연구에서는 사전에서의 조사에 대한 설명을 길게 인용하 는데, 각주 153)의 조사 

‘-가’에 대한 설명, 각주 225)의 ‘-를’에 대한 설명, 각주 240)의 ‘-는’에 대한 설명을 비

교해 보라. 모두 ‘강조’라는 의미가 제시되어 있다. 만일 사전에서의 설명이 맞다면, 그리

고 기존의 연구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제시되어 온 ‘강조’라는 의미가 이들 조사의 의

미가 맞다면, 아마도 한국어에서는 조사치고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조사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들 조사가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

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들 각각의 조사가 실제로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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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a. 철수가 학교에 갔어?

b. 응, 철수는 학교-에/??#를 갔어. 

c. 아니, 철수는 학교가 아니라 극장-에/??#을 갔어.

(148) a. 철수가 어느 차에 탔니?

b. 철수는 1호차-에/??#를 탔어.

c. 철수가 서울에서 기차-??#에/를 탔니 아니면 버스-??#에/를 탔니?

(149) a. 철수가 아니라 민수-가 왔어.

b. 철수는 이와 사귀지 않고 순이-와 사귀어.

c. 철수가 이를 주먹-으로 때렸어.

d. 우리는 처음에 도서관-에서 만났어.

위의 문장들은 ‘대조적 강조’가 특정 조사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발화 맥락에 의

해서 파악되는 의미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여 준다. (147)과 (148)은 선행 

질문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에 조사 ‘-에’가 쓰이면 후행 문장에서 ‘대조적 강

조’를 나타내기 위해 항상 조사 ‘-를’이 사용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주고, (149)는 

조사의 종류와 관계 없이 ‘강세’나 ‘발화 맥락’에 의해서 ‘대조적 강조’가 파악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조사의 종류와 관계 없이 ‘대조적 강조’의 의미가 파악될 수 있고, 

‘대조적 강조’를 나타내는 구문에서 조사 ‘-를’이 언제나 쓰일 수 있지는 않다는 사

실은, 비-목적어 성분에 쓰인 조사 ‘-를’에서 파악되는 ‘대조적 강조’가 조사 ‘-를’의 

고유 의미가 아님을 보여 준다. 실제로, ‘대조적 강조’는 ‘-를’의 ‘선택 지정’이라는 

의미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어떤 것이 ‘대조적’으로 파악된다는 것은 

‘대조’되는 다른 것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선택 지정’이라는 것 역시 발화 

상황에서 ‘지정’될 수 있는 개체가 여럿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화 맥

락에서 파악될 수 있는 여러 개체들 중의 한 개체가 ‘선택 지정’되면, ‘선택 지정’

때문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쓰이지 않아도 되는데 쓰 다는 측면에서 ‘강조’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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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개체는 그렇지 않는 개체들과 ‘대조’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

고, 조사 ‘-를’이 쓰이지 않아도 되는 구문에서 ‘선택 지정’의 ‘-를’이 쓰 다는 것

은, 화자의 의도가 어떤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다른 것과의 ‘대조’를 ‘강조’하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 ‘-를’의 고유 의미는 ‘대조적 강조’가 아니

라 ‘대상의 선택 지정’으로 파악된다.

조사 ‘-를’의 고유 의미가 ‘대상의 선택 지정’이고 ‘대조적 강조’는 맥락에 따라 

‘-를’의 의미에서 기인하는 것임은 목적어에 ‘-를’이 쓰인 구문에서도 ‘대조적 강조’

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150) a. 철수는 이가 아니라 순이-를 좋아한다.

b. 이는 남들이 따분해 하는 국어학-을 재미있어 한다.

c. 철수는 강아지-*∅/를 제일/가장 좋아해.

c‘. 철수는 강아지-∅ 좋아해.

d. 이는 친구-∅/를 더 좋아해.

d'. 이는 친구-∅ 좋아해

(150a)에서 ‘순이를’은 ‘대조적 강조’로 파악될 수 있는데, 발화 상황에서 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체( 이, 순이) 중에서 ‘순이’가 ‘대상’으로 ‘선택 지정’되었기 

때문이고, (150b)에서 ‘국어학’은 관형절의 내용이 주절의 의미와 상반됨으로써 ‘대

조적 강조’의 의미가 파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150c)와 (150d)는 조사 ‘-를’

의 의미가 ‘대상 지정’임을 분명하게 보여 주는데, 각기 (150c')와 (150d')와의 비교

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제일/가장’이나 ‘더’와 같이 다른 개체의 존재를 함축하

는 표현이 쓰일 경우에는 조사 ‘-를’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이를 입

증한다. 

이처럼 비-목적어 성분만이 아니라 목적어의 경우에도 다른 개체의 존재가 함

축되는 맥락에서 ‘-를’이 쓰인 명사에서 ‘대조적 강조’의 의미가 파악된다는 것은, 

‘대조적 강조’가 특정 문장 성분과 관계 없이 조사 ‘-를’의 ‘대상의 선택 지정’으로 

인해 발화 맥락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확인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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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조사의 중첩과 ‘-를’ 중출

조사 ‘-를’의 의미가 ‘대상의 선택 지정’이라는 것은 남기심(1993)에서 제시한 아

래와 같은 ‘조사 대응’ 구문에서 확인된다.

(151) a. 그는 베트남 전쟁- {
에
을} 참전했다.

b. 그는 전쟁- {
에

*을} 참전했다.

(152) a. 불법 정치 집회- {
에
를} 참가하는 학생들은 ....

b. 그 날도 아내는 선착순 분양- {
에

*을} 참가하기 위해 집을 비웠었다.

(153) a. 모든 사람이 이러한 우정의 아름다운 향연- {
에
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b. 문화인은 문화적 유산을 즐기며 문화- {
에

*를} 참여할 수 있는 생활인이다.

위에 제시한 예문들은 남기심(1993)에서 조사 ‘-에’가 ‘대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

우로 제시된 것인데,247) (151a), (152a), (153a)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에’가 쓰인 

247) 남기심(1993: 64∼73쪽) 참조. 남기심(1993)에서는 이와 같이 조사의 대응이 가능한 동

사들로 다음과 같은 동사를 예시하고 있다. 

전념하다, 주력하다, 주목하다, 집착하다, 간여하다, 관여하다, 상관하다, 역행하다, 거

역하다, 공감하다, 보답하다, 대적하다, 대처하다, 대응하다, 응수하다, 맞서다, 조심하

다, 노력하다, 힘쓰다,  ...

 홍재성(1986/1987)에서도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는데, 아래의 (ia)의 경우에 ‘철수는 

대학-에/*을 합격했다/응시했다/지원했다’와 같이 비한정적인 명사가 쓰이면 조사 ‘-에’

와 ‘-를’이 대응되지 못한다.

      (i) a. 철수는 광주대학-(에+을) (합격했다+응시했다+지원했다).

b. 철수의 할아버지는 지팡이-(에+를) 의지해서 겨우 걸어다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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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구가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을 때는 조사 ‘-를’이 

대응될 수 있다.248) 그러나, (151b), (152b), (153b)는 조사 ‘-에’가 쓰인 명사구가 

‘대상’의 의미로는 파악되지만, ‘-를’과 대응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데, 이와 같이 

동일 서술어가 쓰인 구문에서 조사 ‘-에’와 ‘-를’의 대응이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

지 않기도 한 현상도, 조사 ‘-를’의 의미가 ‘대상의 선택 지정’임을 보여 준다.

(151)∼(153)에서 조사 ‘-에’와 ‘-를’의 대응이 가능한 구문과 불가능한 구문은, ‘-

에’가 쓰인 명사구가 그 문장에서 ‘선택 지정’된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선

택 지정’된 ‘대상’으로 해석될 수 없는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151a)∼(153a)에

서 조사 ‘-에’와 ‘-를’이 대응될 수 있는 것은, 그 명사구가 나타내는 개체가 ‘한정

적’이어서 문장에서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개체들 중의 하나가 ‘선택 지

정’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151b)∼(153b)의 명

사구들은 ‘비한정적’이어서 문장에서 그와 동일한 역할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개

체들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상의 선택 지정’을 나타내는 ‘-를’이 쓰일 수 없

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상의 선택 지정’을 나타내는 조

사 ‘-를’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개체들이 여럿임을 전

제로 하는 것인데, (151b)∼(153b)의 경우에는 명사구 ‘전쟁’, ‘선착순 분양’, ‘문화’

는 ‘비한정적’이어서 문장에서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대상’들을 쉽게 파

248) <연세한국어사전>에서는 비이동동사로서 조사 ‘-에’와 ‘-를’의 대응을 보여주는 동사

들로 아래와 같은 동사들을 제시하고 있다.

간섭하다(干涉―), 개의하다(介意―), 거스르다, 거역하다(拒逆), 결근하다(缺勤―), 결

석하다(缺席―), 결장하다(缺場―), 기준하다(基準―), 누이다Ⅰ, 달관하다(達觀―), 대

비하다Ⅱ(對備―), 덮씌우다2, 반대하다(反對―), 반역하다(反逆,, 叛逆―), 배겨나다, 

부수하다(附隨―), 사기치다(詐欺―), 상관하다1(相關―), 상관하다1(相關―), 손대다, 

손찌검하다, 스치다, 신경쓰다(神經―), 실패하다2(失敗―), 안타까워하다, 예배하다

(禮拜―), 유의하다(留意―), 육박하다(肉薄―), 윽박지르다, 응낙하다(應諾-), 잇따르

다, 자원하다(自願―), 재촉하다1, 제하다Ⅱ(際―), 주먹질하다, 즈음하다, 지원하다Ⅱ

(志願―), 직면하다(直面―), 찬성하다(贊成―), 참견하다(參見―), 참관하다(參觀―), 

천착하다(穿鑿―), 추기다, 패스하다1, 편들다, 포상하다(褒賞―), 풀먹이다, 풀칠하다, 

하대하다(下待―), 회칠하다(灰漆―), 힘입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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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할 수 없기 때문에 ‘-를’이 쓰일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249) 이처럼 발화 맥락

에서 파악되는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조사 ‘-를’의 쓰임에 제약이 있다는 것 

역시 조사 ‘-를’이 ‘대상의 선택 지정’의 의미를 가진 ‘조사’임을 확인해 준다.

조사 ‘-를’의 ‘대상의 선택 지정’이라는 의미는, 조사 ‘-에’가 ‘대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서로 대응되지 않는 아래의 예문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154) a. K의 얘기로는 자기가 내 과목- {
에
을} 등록한 유일한 학생이라는데 ...

b. K의 얘기로는 자기가 내 과목- {
에

*을} 등록된 유일한 학생이라는데 ...

(155) a. 사람들의 관심 모으기- {
에

*을} 족한 지면이 ...

b. 상인은 상도- {
에

*을} 성실하고 ...

(154)와 (155)도 남기심(1993)에서 제시된 것인데, (154b)와 (155)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에’가 쓰인 명사구는 ‘대상’으로 파악되지만 조사 ‘-를’과 대응되지 않는다. 

(154a)와 (154b)나 (155)와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서술어가 (154a)에서처럼 

능동적인 행위를 나타낼 경우에는 조사 ‘-에’와 ‘-를’과 대응되지만, (154b)에서처럼 

능동적 행위를 나타내지 못하는 동사이거나 (155)에서처럼 ‘상태’나 ‘속성’을 나타

내는 형용사일 경우에는 조사 ‘-에’와 ‘-를’이 대응되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은, 조

사 ‘-에’가 나타내는 ‘대상’은 서술어가 의미하는 사태와 관계된 ‘대상’이지만, 조사 

‘-를’의 의미인 ‘선택 지정된 대상’은 주어의 능동적 행위가 지향하는 ‘대상’임을 보

여 준다.

249) 기존의 연구들에서 조사 ‘-를’의 실현을 단순하게 ‘타동성’이라는 서술어의 특징으로 

분석하려 한 것은, 더 정확히는 서술어의 의미적 특질에 의해 목적어에 ‘목적격’이 할당

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는 것은, 위와 같이 동일한 서술어에서 조사 ‘-를’이 결합할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명사구의 의미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많은 연구들에서 ‘-를’의 실현 조건으로 [+의도성]이라는 

의미 특성을 들고 있으나, 위에서와 같이 ‘-를’이 쓰일 수 없는 예문에서도 주어의 [+의

도성]은 파악된다.



- 214 -

이와 같이 능동적 행위를 나타내는 서술어의 논항에 조사 ‘-에’가 쓰여서 ‘대상’

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경우에, 조사 ‘-에’와 ‘-를’이 대응되는 현상은 일찍이 최현배

(1937/1983)에서 지적되었다.

(156) a. 학생이 학교-에 다니다.

b. 학생이 학교-를 다니다.

(157) a. 사람이 메-에 오르다.

b. 사람이 메-를 오르다.

(156)과 (157)은 최현배(1937/1983, 256쪽)에서 제시된 예인데, ‘한 가지 말이 화자

의 마음먹기에 따라’ 자동사(제움직씨)도 되고, 타동사(남움직씨)도 되는 것으로 설

명되었다.250) 여기에서 주목하는 것은 조사 ‘-를’의 사용이 ‘화자의 마음먹기에 따

250) 이정택(1989)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를’에 ‘주관적 판단’의 요소가 있다는 관점은 일

찍이 최현배(1937/1983)에서 제시되었다. 최현배(1937/1983)에서는 동사 중에서 자/타동

사 두 가지 용법을 공유하는 것이 있음을 보이면서, 자동사로 쓰이거나 타동사로 쓰이는 

것은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 는데, 아래와 같다.

남움직씨(他動詞)는 다른 것(남)을 제움직임 안에 잡아 닥아, 그것을 부리는(支配하

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움직씨를 이름이요; 제움직시(自動詞)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다만 제 만이 움직임을 나타내는 움직씨를 이름이니: ... (중략) ...

이제, 나는, 다른 사물을 부리고 아니 부림으로써, 남움직씨와 제움직씨의 가름의 

표준을 삼았다. 그러나, 이 부림이란 것은 반드시 객관적임을 소용하지(요ㅎ지) 아니

하고, 주관적 부림까지 포함된 것이다. 그러므로, 객관적으로 보면 한가지의 일이라

도,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 먹기의 다름을 따라서 남움직씨(타동사)가 되기도 하고 

제움직씨(자동사)가 되기도 한다. ... (중략) ... 

우리말 가운데서 이와 같이 한 가지 말이, 그 말하는 사람의 마음 먹기에 따라, 

제움직씨도 되고, 남움직씨도 되는 것이 있나니; 이를 테면, 움직씨 ‘가다, 날다, 걷

다, 오르다, 다니다, 떠나가다’가 ...(예문 생략)... 이와 같이 객관적 지배관계를 갖지 

아니하고, 다만 주관적 지배관계를 가진 남움직씨를 주관스런 남움직씨(主觀的 他動

詞)라 한다. (최현배 1937/1983, 255∼262 참조, 밑줄은 필자)

   최현배(1937/1983)의 관점은 허웅(1999)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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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주관적 판단)’라는 것이라는 설명인데, 이는 홍재성(1987, 1990)에서 제시한 조

사 ‘-를’이 ‘양태 조사(후치사)’로 처리될 수 있다는 관점과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서, 조사 ‘-를’의 실현은 어떤 개체가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화자의 판단에 따른 것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점은, 조사 ‘-를’의 실현이 화자의 판단과 관계가 있다는 의미에서 

조사 ‘-를’을 ‘대상의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로 분석하도록 하는데, 이는 지금까지 

살펴 본 문장들에서 관찰된 현상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목적어가 ‘부정칭’을 나타내거나 ‘비한정적’이어서 ‘선택 지정’된 개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조사 ‘-를’이 쓰일 수 없는 현상과, 선행 발화에서 목적어로 쓰인 

명사(구)가 이미 언급되어 그것이 유일한 대상으로 파악되는 경우에 ‘-를’이 쓰일 

수 없는 현상은, 곧 조사 ‘-를’이 의미가 없는 ‘목적어(격) 표지’가 아니라, 문장의 

내용(의미)과 발화 상황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즉 ‘대상의 선택 지정’이 가능한가 

혹은 필요한가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반 하는 ‘양태 조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

조사 ‘-를’이 화자의 판단과 관계가 있는 ‘대상의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동동사’ 구문을 통해서 확인된다.

(158) a. 철수는 학교- {
에
에-를를
∅

} 갔다.

   부림말이란, 남움직씨로 된 풀이말이 나타내는, ‘임자(주체)의 움직임’의 대상, 또는 

대상이 된다고 주관적으로 판단되는 ‘객체’를 나타내는 월조각이다. (허웅 1999, 374

쪽 참조, 밑줄은 필자)

그러나, 최현배(1937/1983)와 허웅(1999)은 위와 같은 관점을 조사 ‘-를’이 명사에 직접 

결합되는 경우에만 국한시켰고, ‘-를’을 명사로 하여금 ‘목적어의 구실’을 하게 하는 ‘격

조사’로 파악하 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관점과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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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는 오랜만에 대학로- {
에
에-를를
∅

} 나왔다.

(158)에서 볼 수 있듯이 이동동사 ‘가다’나 ‘나오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사 ‘-

에’와 ‘-를’이 대응될 수도 있고, 중첩될 수도 있고,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158a, b)에서 모든 문장이 가능한 것은 ‘가다’나 ‘나오다’가 나타내는 ‘행위’와, ‘학

교’나 ‘대학로’ 자체가 가진 ‘장소’의 의미와, 조사 ‘-에’가 나타내는 ‘장소’의 의미와, 

조사 ‘-를’의 ‘대상의 선택 지정’의 의미가 서로 양립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

다.

(158a, b)에서 조사 ‘-를’이 쓰일 수 있는 것은, 조사 ‘-에’의 유무와 관계 없이 

‘학교’나 ‘대학로’가 이동 행위의 대상인 ‘종점’의 장소로 파악될 수 있고, 따라서 

조사 ‘-를’로 ‘행위의 대상(장소)을 지정’할 수 있다는 화자의 판단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처럼, 조사 ‘-에’와 ‘-를’의 대응, 중첩, 비실현이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것임

은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서 입증된다.

(159) a. 내 의자- {
에
에-를
*를
??*∅

} 가면 옷이 있는데 옷 좀 가져 오너라.

b. 그가 요즈음 모임- {
에
에-를
*을
??*∅

} 자주 나온다.

c. 만이가 누이- {
에게
에게-를
*를
*∅

} 갔다. (김 희 1999에서 인용)

(159)는 조사 ‘-를’이 조사 ‘-에’가 있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음을 보여 주는데, 이

는 이동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의자’나 ‘모임’이나 ‘누이’가 (158)의 명사들과 달

리 그 자체에 ‘장소’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에’나 ‘-에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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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면 이동 행위의 대상인 ‘장소’를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명

사만으로 ‘장소’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 조사 ‘-를’이 ‘-에’나 ‘-에게’ 없이

는 쓰일 수 없다는 것은, 화자의 판단이 개입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데, 조사 ‘-를’

만으로 이동 행위의 대상인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있었

음을 보여 준다.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조사 ‘-를’의 실현과 관련된다는 것

은, 이동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뿐만 아니라 주어로 쓰인 명사의 의미적 특성과

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예에서도 확인된다.

(160) a. 이 기차가 부산- {
에
??*에-를
*을
*∅

} 간다.

b. 이 상품이 시장- {
에
??*에-를
*을
*∅

} 나온 후 큰 인기를 끌었다.

(160a, b)는, 주어로 쓰인 명사가 이동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명사의 의미적 특성 자체에 ‘장소’의 의미가 있어도 조사 ‘-에’만이 쓰일 

수 있고 ‘-를’은 결코 쓰일 수 없음을 보여 준다. (158)이나 (159)와 달리, (160)은 

이동 행위가 주어의 능동적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이동이라는 사건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행위의 대상인 장소를 지정’하는 ‘-를’이 쓰일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251) 

251)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조사 ‘-에’가 없이 명사의 의미적 특성 자체만으로 ‘장소’로 

파악될 수 있는가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관계관형절의 형성과도 접한 관계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관형절이 통사적 기제만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 주는 흥미로운 문제로 판단된다.

    (87‘) a. 철수가 가-ㄴ/는/ㄹ 학교.

b. 이가 오랜만에 나오-ㄴ/는/ㄹ 대학로

    (88‘) a. *네가 가-ㄴ/는/ㄹ 내 의자

b. *그가 요즈음 자주 나오-ㄴ/는/ㄹ 우리 모임

c. *만이가 가-ㄴ/는/ㄹ 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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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조사 ‘-를’의 실현이 ‘장소 명사’뿐만 아니라 ‘주어 명사’의 의미적 특성과도 

관계가 있다는 사실 역시, 조사 ‘-를’이 문장의 구조적 조건에 의해 실현되는 ‘목적

어(격) 표지’가 아니며, 문장의 내용(의미)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임을 보여 준다.

조사 ‘-를’이 ‘대상 지정’의 ‘양태 조사’임은 아래의 구문에서도 확인된다.

(161) a. 한 선비가 산길- {
*에
*에-를로
을 } 가다가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만났다.

b. 서울에서 승용차로 대전-

ꀊ

ꀖ

ꀈ

︳︳︳︳︳

︳︳︳︳︳

에
에-를
??*로까지
까지-를을

ꀋ

ꀗ

ꀉ

︳︳︳︳︳

︳︳︳︳︳

 가는 데에만 다섯 시간이 넘게 걸린다.

(161)과 같은 구문은 홍재성(1983)에서 이동동사가 ‘행로/여정의 보어’를 갖는 것으

로 기술되었는데, (161a)의 경우에는 조사 ‘-에’가 쓰이지 못하는 반면에 조사 ‘-로’

가 쓰이고, (161b)의 경우에는 조사 ‘-에’가 쓰이는 반면에 조사 ‘-로’가 쓰이지를 

못한다. 그러나 조사 ‘-를’의 실현은 (161a)와 (161b)에서 모두 가능한데, 이는 조사 

‘-를’이 각각의 장소 명사가 행위의 ‘대상’이라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조

사’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조사 ‘-를’이 아래와 같이 이동 행위의 

‘종점’을 나타내는 명사가 나타날 경우에는 ‘행로/여정’의 보어에 쓰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161') a. 한 선비가 산길- {
*에
*에-를로
*을 } 이웃 마을- {

에
에-를을 } 가다가 함정에 빠진 호랑이

    (89‘) a. ??이 기차가 가-ㄴ/는/ㄹ 부산

b. ??*이 상품이 나오-ㄴ/는/ㄹ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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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만났다.

(161a)와 (161a')의 대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610a)와 같이 조사 ‘-로’가 쓰여 

‘경로’를 나타낼 수 있는 명사(구)는 조사 ‘-를’이 쓰여 ‘행로’의 보어로 기능할 수 

있지만, (161'a)와 같이 행위의 ‘종점’을 나타내는 ‘장소’ 명사가 있을 경우에는 ‘경

로(혹은 행로)’를 나타내는 명사구에 조사 ‘-를’이 쓰일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조사 ‘-를’의 ‘대상의 선택 지정’이라는 의미에서 ‘대상’이라는 의

미가 단순히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도달점’을 의미하는 것

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위의 예에서 ‘경로’를 나타내는 명사도 이동 행위의 

결과로서 주어의 ‘도달점’으로 파악될 수 있고, ‘종점’을 나타내는 명사도 이동 행

위의 결과로서 주어의 ‘도달점’으로 파악될 수 있어서, 각기 하나만이 나타날 때는 

각각의 명사구가 나타내는 곳이 이동 행위에 의한 ‘도달점’이 될 수 있지만, 두 ‘장

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종점’을 나타내는 명사만이 이동이라는 행위에 

의한 ‘도달점’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조사 ‘-를’을 

‘대상의 선택 지정’이 아니라 좀더 명시적으로 ‘행위의 도달점 선택 지정’을 나타내

는 ‘양태 조사’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조사 ‘-를’이 ‘도달점의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라는 것은, 홍재성

(1986/1987)에서 이동동사의 직접목적의 보어로 제시한 명사들에 쓰인 ‘-를’의 경

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162) a. 철수가 학교에 인사-를 갔다.

b. 철수가 학교에 인사하러 갔다.

(163) a. 이는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

b. 이는 제주도에 여행하러 갔다.

홍재성(1986/1987)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에서 ‘-를’이 쓰인 명사는 주절의 행위

의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 (162a)와 (162b), (163a)와 (163b)가 대응된다는 사

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252) 그런데, (162a)와 (163a)에서도 조사 ‘-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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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점의 선택 지정’의 의미로 파악되는데, 조사 ‘-를’이 ‘인사’나 ‘여행’과 같은 행

위가 이동 행위의 ‘도달점(지향점)’임을 선택 지정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개체의 이동을 나타내는 ‘이동 동사’는 발화 상황에 따라서 특정 ‘장소’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고 이동 행위의 ‘도달점(지향점)’으로서의 ‘목적 행위’가 중요

할 수도 있는데, 발화(정보 전달)의 의도가 이동의 ‘목적 행위’를 나타내기 위한 것

이라는 화자의 판단에 따라 (162)와 (163)과 같이 그 목적 행위가 ‘-를’로 지정되어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253) 조사 ‘-를’이 행위의 도달점이 또 다른 행위임

252) (91b)와 (92b)의 ‘-러 가다/오다’의 경우에도 조사 ‘-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연

세 말뭉치에서는 ‘놀러 가다/오다’만이 나타났다. 그러나 아래의 (ii)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의 판단이나 생각을 나타내는 ‘설의법’이 사용된 문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이 역시 조사 ‘-를’이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도달점의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임을 

보여 주는데, 화자가 판단하는 이동 행위의 ‘도달점(지향점)’이 다른 행위가 아니라 ‘-를’

이 결합한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임을 ‘선택 지정’ 함으로써 ‘강조’의 의미가 덧붙는 것

으로 분석된다.

     (i) a. 연희는 자주 놀러-를 왔고, ...

b. 이웃 마을의 총각들이 심의 얼굴 구경을 하러 품을 버려가며 놀러를 올 ...

c. 그런 순금이는 밤이 되기를 기다려서 은님이네 집에 놀러-를 갔다.

d. 포항 보경사라는 절에 그 친구하고 같이 놀러-를 갔는데, ...

     (ii) a. 너 왜 그 사람을 만나러-를 가지 않니?

b. 그런 곳에 뭐 하러-를 가냐?

c. 오늘 왜 점심 먹으러-를 안 왔어?

d. 때 되면 어른한테 인사하러-를 와야지?

253) 조사 ‘-를이 ‘양태 조사’라는 관점은 이동 동사 구문에서 ‘-를’이 쓰인 명사구가 동사의 

필수 ‘보어’가 아니라, ‘부가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장소 보어’의 생략은 자유롭지 않은 반면에, ‘직접목적 보어’의 생략은 언제나 가능하다

는 점과, ‘장소 보어’나 ‘직접목적의 보어’가 다 나타날 수도 있고 어느 하나만 나타날 수

도 있는 것은 그 문장이 사용되는 맥락적 상황에 의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62')a. 철수가 학교-에 인사-를 갔다.

b. *철수가   ∅   인사-를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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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정하는 현상은, 홍재성(1986/1987)에서 지적되었듯이, 아래와 같이 ‘사역 이동 

동사’의 경우에도 관찰된다.

(164) a. 철수가 이-를 진해에 벚꽃구경-을 보냈다.

b. 철수는 이-를 혼자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보냈다.

(162)∼(164)에서 볼 수 있듯이, 이동 동사 구문에서 조사 ‘-를’이 쓰여서 행위의 도

달점으로서의 ‘목적 행위’를 지정하는 현상도, 발화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를’이 ‘도달점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임을 보여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사 ‘-를’이 행위의 ‘도달점의 선택 지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는 것은 이

동 동사 구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데, 일반적인 타동사 구문의 경우에도 

c. 철수가 학교-에    ∅   갔다.

    (163')a. 이는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

b. ?? 이는    ∅    여행-을 갔다.

c. 이는 제주도에    ∅   갔다.

    (164')a. 철수가 이-를 진해-에 벚꽃구경-을 보냈다.

b. *철수가   ∅   진해-에 벚꽃구경-을 보냈다.

c. 철수가 이-를 진해-에   ∅    보냈다.

d. ??철수가 이-를    ∅   벚꽃구경-을 보냈다.

   그러나, 이동 동사 구문에서 ‘직접목적의 보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홍재성(1986/1987)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현상이 주어의 의미적 특성([+human])과 조사 ‘-를’이 결합할 수 있는 명사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통사론만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많은 부분이 어

휘부에서 처리해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한다. Jackendoff(1990)에서는 ‘Babe Ruth 

homered his way into the hearts of America.(베이브 루쓰는 홈런을 치면서 미국인들

의 가슴 속으로 뛰어들어 왔다)’와 같이 동사의 본래의 논항 구조와 관계 없는 ‘one's 

way’가 ‘필수 성분’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일종의 ‘필수 부가어 규칙’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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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를’이 이미 존재하는 ‘개체’를 행위의 ‘도달점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

위의 ‘도달점’으로서 나타나는 ‘결과’ 대상을 지정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예가 관찰

된다. 

(165) a. 철수는 편지-를 쓴다.

b. 두더쥐가 텃밭에 구멍-을 파 놓았다.

c. 인부들이 터널-을 뚫으려고 애를 썼다.

d. 철수가 이의 용서-를 구했다.

(165)에서 볼 수 있듯이, 목적어 ‘편지’, ‘구멍’, ‘터널’, ‘용서’ 등은 동사가 요구 하는 

필수 성분인데, 행위의 향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행위의 목적 ‘결과’로 예상되

는 ‘대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254) 이 역시 조사 ‘-를’이 ‘도달점 선택 지정’

임을 보여 준다.255)

254) 이와 같이 ‘-를’이 행위의 향(작용)을 받는 대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목적’이나 ‘결과’

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은 이미 최현배(1937/1983)에서 지적되었다(750∼751쪽 참조).

나는 위에서 남움직씨를 뜻매겨서 다른 사물을 지배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는 움직씨

라 하 다. 그러하니, 여기에 이르는 부림말은 그 움직임이 지배하는 사물(支配物, 

使用物, 目的物)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지배의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할 수 

있나니: 하나는 그 움직임을 받는 대상(對象, 目的物)을 뜻하고, 다른 하나는 그 움직

임이 이루어 내려고 하는 목적 곧 그 움직임의 결과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밑

줄 필자) 이를테면,

생각을 씨다. 땅을 파다.

의 부림말 “생각”, “땅”은 그 남움직씨의 움직임을 받는 대상물(對象物)이지마는,

편지를 씨다. 구멍을 파다.

의 부림말 “편지”, “구멍”은 그 남움직씨의 움직임의 미래의 목적 곧 장차 될 결과

를 보임과 같으니라(최현배, 1937/1983, 750∼751쪽 참조).

255) 이와 같이, 조사 ‘-를’이 행위의 향을 받는 ‘대상’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목

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결과 대상’을 지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은, 아래에서 살펴 

볼, ‘시간’, ‘거리’ 등을 나타내는 명사(구)에 조사 ‘-를’이 쓰이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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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를’의 의미가 ‘도달점 선택 지정’임은 ‘대칭동사’ 구문에서 조사 ‘-와’와 ‘-

를’이 대응되는 경우에서도 확인된다.

(166) a. 나는 아버지- {
와
를} 닮았다/만났다.

b. 아버지는 나- { ?와
??#를} 닮았다.

c. 아버지는 나- {
와
를} 만났다. 

(167) a. 우리집은 철수네 집- {
과
을} 마주보고/이웃하고 있다.

b. 그는 조강지처- {
와

*를} 이혼했다/헤어졌다/다투었다.

(166)과 (167)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두 명사가 의미적으로 서로 대등한 상호관계를 

맺는 ‘대칭동사’ 구문인데, 조사 ‘-와’와 ‘-를’이 대응될 수 있는 경우와 대응되지 못

하는 경우를 보여 준다.256) 이러한 현상은 조사 ‘-를’의 의미가 ‘도달점 선택 지정’

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166b)에서 ‘-를’이 쓰인 문장이 화

용적 비문이 되는 것은, 조사 ‘-를’의 ‘도달점 선택 지정’이라는 의미로 인해 ‘아버

지’와 ‘나’가 동등한 관계에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닮았다’라는 관계가 ‘아버지’

가 ‘나’를 도달점으로 하는 관계로 파악되어 화용적 지식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167b)의 경우에는 동사의 어휘의미가 두 명사가 쌍방적인 관계가 성립할 것을 필

요로 하는데, ‘-를’의 ‘도달점 선택 지정’으로 인해 ‘그’가 ‘조강지처’를 도달점으로 

하는 일방적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257) 이러한 현상 역시 명사의 

256) 이러한 대칭동사 구문에서 행위의 진행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는 보조 동사 ‘(-어) 

가다’가 쓰인 구문이나 명령문에서는 조사 ‘-와’는 쓰이지 못하고 항상 ‘-를’이 쓰인다는 

사실 역시 조사 ‘-를’이 ‘도달점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임을 입증한다: “철수가 점점 민

수-*와(하고)/를 닮아 간다”, “옆집 순이-*와(하고)/를 좀 닮아라”.

257) 이러한 사실은 이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홍재성(1987), 남기심(1990), 우형식(1996) 

등에서 지적되었다. 대칭동사 구문에서 서술어가 요구하는 두 명사가 서로 대등한 상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홍재성(1987), 남기심(1990), 우형식(1996: 163∼

17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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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적 특성과 두 명사(구)가 나타내는 개체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조사 ‘-

를’의 쓰임을 결정함을, 즉, ‘도달점 선택 지정’의 ‘-를’이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임을 보여 준다.

이제, 조사 ‘-를’ 중출 구문을 살펴 보자. 용언의 어휘의미와 관계가 있는 ‘-를’ 

중출 구문은 대응되는 조사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에(게)’

와 ‘-를’의 대응을 보이는 동일 조사 중출 구문을 살펴 보자.

(168) a. 철수가 이- {
에게
를
∅} 책-을 줬어.

b. 김선생이 민수- {
에게
를
∅} 수학-을 가르쳤어.

c. 어머니가 둘째- {
에게
를
∅} 젖-을 먹 어.

d. 인부들이 두 번째 트럭- {
에
를

?∅} 책-을 실었어.

e. 반장이 이- {
에게
를

??∅} 짐-을 들렸어.

(168)에서 나타나는 ‘-를’ 중출은 조사 ‘-를’의 의미에 의해서 쉽게 설명된다. 앞에

서 우리는 조사 ‘-를’의 의미가 ‘도달점 대상 지정’이라는 것과 조사 ‘-를’이 결합할 

수 있느냐는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았다. 이는 (168)의 경우

에도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168a∼d)에서 조사가 없어도 자연스러운 문장으

로 판단되는 것은 그 명사가 조사의 유무와 관계 없이 일정한 의미적 역할을 가

진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라는 데에서 확인된다.258) 조사가 없는 (168e)가 다른 

258) (168)에서 조사 대응을 보이는 명사의 의미적 역할은, 2.2.2절에서 동사 ‘사다’에서의 

명사의 의미적 역할이 복합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한 가지 의미역만을 가진 것으

로 판단되지 않는데, 이는 이 연구의 주제와 거리가 있으므로 여기에서 논의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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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와 달리 용인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한국어에서는 ‘명사 + 명사’ 구성(‘ 이 

짐’)이 하나의 구로 파악될 수 있다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168)에서 조사 ‘-를’의 중출이 가능한 것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를’이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도달점의 선택 지정’이라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이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즉, 이들 문장에서 ‘-를’이 중출하는 

것은, 화자가 조사 대응을 보이는 명사가 그 문장의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가 도

달하는 ‘도달점’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169) a. 국회의원이 우리 동네의 모든 유권자- {
에게

??*를} 돈-을 주다 말았다.

b. 인부들이 다섯 대의 트럭- {
에

??*을} 책-을 싣다 말았다.

c. 김선생이 1학년 3반- { *
에게
을} 수학-을 가르친다.

d. 보모가 장미반- { *
에게
을} 점심-을 먹 어.

e. 반장이 자기 반- { *
에게
을} 짐-을 들렸어.

(169a)에서 ‘-다가 말았다’라는 표현은 행위의 중단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사 ‘-

에게’의 경우에는 ‘돈’이 ‘모든 유권자에게’ 주어지지 않아 일부에게는 돈이 있지만 

일부에게는 돈이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조사 ‘-를’의 경우에는 ‘도

달점의 선택 지정’을 나타내므로 ‘모든 유권자를’ 각각을 도달점으로 해서 돈을 주

다 만 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되어 비문이거나 이상한 문장으로 판단된다. 이는 

(169b)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반면에, ((169c, d, e)는 ‘-에게’가 

쓰이면 비문이 되지만 ‘-를’이 쓰이면 정문이 되는데, 이는 ‘1학년 3반’, ‘장미반’, 

‘자기 반’이 ‘장소’로도 해석될 수 있고 단체로도 해석될 수 있는 명사인데 조사 ‘-

에게’는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이기 때문에 행위의 대상으로 해석될 수 없지만 ‘-

를’은 ‘도달점 선택 지정’을 나타내는 조사이기 때문에 행위의 도달점으로서의 각 

개체를 파악할 수 있는 단체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에게’와 ‘-를’ 대응을 보이는 예들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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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꿈이 가능한데, 이는 두 명사 사이의 관계가 실제 세계의 관계를 추론함으로써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관계로서 자리 바꿈을 해도 행위의 일차적 도달점과 그 행

위의 이차적 도달점이 서로 일치하는 관계로 파악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59)

(170) a. 철수가 책-을 이- {
에게
를
∅} 줬어.

b. 김선생이 수학-을 민수- {
에게
를

??∅} 가르쳤어.

c. 어머니가 젖-을 둘째- {
에게
를

??∅} 먹 어.

c. 반장이 (그 무거운) 짐-을 이- {
에게
를

??∅} 들렸어.

e. 인부들이 책-을 두 번째 트럭- {
에

?을
??*∅} 실었어.

(168)이나 (169)에서는 후행 명사가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에 향을 받는 대상으

로 파악되고, 위치가 바뀐 (170)에서는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에 이동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이 서술어의 어휘의미를 통해서 파악된다. 즉, 행위의 일차적 도달점과 

이차적 ‘도달점’이라는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의 관계가 서술어를 통해서 쉽게 파

악되며, 두 도달점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두 명사 사이의 관계가 

행위의 ‘도달점’의 일치로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경우에 ‘도달점 선택 지정’의 조사 

‘-를’이 쓰이는 것은 아래에서도 확인된다.

(171) a. 철수가 미국-에/을 여행-을 갔다.

b. 철수는 이-를 혼자 유럽-에/을 보냈다.

259) 초점을 받는 명사구가 일반적으로 서술어 바로 앞에 나타난다는 것은 이정민(1992), 

최재웅‧이민행(1999)에서 지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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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서술어와 관련해서 두 명사 사이의 관계가 쉽게 파악되는 경우에서 조사 ‘-를’이 

중출하는 것은, 앞에서 살펴 본 ‘-가’ 중출 구문과 평행한 것이고, 조사 ‘-를’이 문장의 내용

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도달점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라는 앞에서의 논증이 타

당함을 확인해 주는데, 이는 다른 유형의 ‘-를’ 중출 구문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에서 살펴 볼 것은 조사 ‘로’와 ‘-를’이 대응을 보이는 구문인데, 아래에서 볼 수 있

듯이 ‘로’와 ‘-를’의 대응만을 보이느냐, ‘-에’와 ‘-를’의 대응도 보이느냐에 따라 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로’와 ‘-를’만의 대응을 보이는 예를 살펴 보자.

(172) a. 그가 통나무-를 의자- {
로
를} 만들었다.

a'. 그가 통나무- {
로
를} 의자-를 만들었다.

b. 철수가 이-를 그의 아내- {
로
를} 삼았다.

b'. 철수가 이- { ??*
로
를} 그의 아내-를 삼았다.

(172)의 ‘만들다’, ‘삼다’ 동사는 후행 명사구에서 ‘로’와 ‘-를’의 대응을 보이는데, 

(172a')에서는 선행 명사구에서도 조사 대응을 보이지만 (172b')에서는 조사 대응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명사구가 나타내는 의미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것이지 

동사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172a)와 (172a')가 둘 다 가능한 것은, ‘통

나무’와 ‘의자’가 별개의 개체로 파악될 수도 있고 동일한 개체인데 속성만이 바뀐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어서, ‘통나무’라는 개체를 재료로 삼아서 ‘의자’라는 새로운 

개체를 만들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통나무’라는 개체에 대한 행위가 ‘쓸모 없는 

개체’에서 ‘의자라는 쓸모 있는 개체’로 만드는 ‘도달점’의 일치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면에, (172b')가 불가능한 것은 ‘ 이’와 ‘아내’가 별개의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개체로서 속성만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 이’를 재료로 삼아서 새

로운 개체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아래의 예문에서 확인된다.

(173) a. 그가 둘째 아들-을 의사- {
로
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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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가 둘째 아들- { *
로
을} 의사-를 만들었다.

위에서 (173a')가 비문인 것은, ‘아들’과 ‘의사’가 별개의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개

체로서 속성만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아들’을 재료로 삼아서 새로운 개체를 만든

다는 의미로는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조사 ‘-를’의 대응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 역시 조사 ‘-를’이 ‘도달점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임을 보여 주는데, 아래의 예문을 통해서 확인된다.

(174) a. 경찰이 증거를 조작해 철수-를 사기꾼- {
으로

??*을} 만들었다.

a'. 그가 둘째 아들-을 의사- {
로
를} 만들었다.

b. 철수는 친구들의 방문을 유일한 위안- {
으로
*을} 삼았다.

b'. 철수가 이-를 자기의 아내- {
로
를} 삼았다.

(174a, b)에서는 (174a', b')와 달리 ‘-를’이 ‘로’와 대응되지 않음을 보여 주는데, ‘로’

는 단순한 행위의 방향만을 나타내지만, ‘-를’은 행위의 결과로서의 ‘도달점’을 나

타내기 때문이다. (174a)에서는 선행 표현 ‘증거를 조작해서’가 철수를 ‘사기꾼’이라

는 임시적인 상태에 둘 수는 있지만, 행위의 도달점으로서 철수가 ‘사기꾼’이라는 

속성을 가진 개체에 도달할 수는 없기 때문에, (174b)에서는 ‘만남’이 일시적인 ‘위

안’의 상태가 될 수는 있지만 행위의 목적 ‘대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를’이 

‘로’와 대응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를’이 ‘로’와의 대응에서도 각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를’이 선행 명사

와 후행 명사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판단과 관계가 있음을, 즉 ‘로’ 대신에 ‘-

를’이 쓰 다는 것은 그 명사가 서술어로 표현된 행위의 도달점이라고 화자가 판

단하 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로’와 ‘-를’이 대응하는 ‘만들다’, ‘삼다’의 경우에는 ‘-에’와 ‘-를’ 대응의 경우와

는 달리 자리 바꿈이 불가능한 현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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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a. *경찰이 증거를 조작해서 범인- {
으로
을} 철수-를 만들었다.

b. *그가 의사- {
로
를} 둘째 아들-을 만들었다.

c. *철수는 유일한 위안- {
으로
을} 친구들의 방문-을 삼았다.

d. *철수가 그의 아내- {
로
를} 이-를 삼았다.

(176) a. 이가 종이- {
로
를} 비행기-를 만들었다.

b. 김철수씨가 작은 집 둘째 아들- {
로
를} 양자-를 삼았다.

(175)는 앞에서 살펴 본 (173)과 사실상 평행한 현상인데, (175)가 성립하기 위해서

는 (176)에서처럼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의 ‘재료’(Source)가 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260) 그러나 (175)의 선행 명사는 이미 개별적인 속성을 가진 

별개의 개체로 파악되지 후행 명사의 재료가 될 수 있는 속성을 가진 개체로 해

석되지 않으며 후행 명사 역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구체적인 개체로 파악되기 

때문에, 즉 선행 명사가 행위의 결과로서 목적할 수 있는 대상으로 파악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개체로 파악되기 때문에 조사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자리 바

꿈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명사의 의미적 특성이 어순에 의해서 

달리 파악된다는 사실은, 어순과 함께 조사 ‘-를’의 실현이 화자의 판단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 결국 (175)와 (176)의 문법 현상도 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 반 된 결과로서의 언어 표현을 보여 주고 있다.261) 

마지막으로, 하나의 문장 안에서 ‘-에’와 ‘-를’ 대응과 ‘로’와 ‘-를’ 대응이 둘 다 

가능한 예들이 존재한다.262)

260) 생성 문법을 기반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두 명사의 관계가 ‘주어-술어’의 관계인 

‘소절’ 구성을 이루는 것으로 설명해 왔는데, ‘소절’ 구성이라는 것 자체가 화자의 판단에 

의해서 파악되는 의미적 관계이지 통사적 범주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61)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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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a. 그가 벽- {
에
을} 페인트-를 칠했다.

a'. 그가 벽-을 페인트- {
로
를} 칠했다.

b. 이가 화단- {
에
을} 꽃-을 가꾸었다.

b. 이가 화단-을 꽃- {
으로
을} 가꾸었다.

c. 철수가 빈 병- {
에
을} 물-을 채웠다.

c'. 철수가 빈 병-을 물- {
로
를} 채웠다.

그런데, (177)의 구문은 자리 바꿈을 하 을 경우에는, ‘-에’와 ‘-를’이 대응되느냐, 

‘로’와 ‘-를’이 대응되느냐와 관계 없이 하나의 ‘-를’만을 허용한다. 

(178) a. 그가 페인트-를 벽- {
에

??*을} 칠했다.

a'. 그가 페인트- {
로

*를} 벽-을 칠했다.

b. 이가 꽃-을 화단- {
에

*을} 가꾸었다.

b. 이가 꽃- {
으로
*을} 화단-을 가꾸었다.

c. 철수가 물-을 빈 병- {
에

*을} 채웠다.

c'. 철수가 물- {
로

*를} 빈 병-을 채웠다.

이러한 현상도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의 관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177)에

262) 이러한 동사들로 이선희(1999)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 다.

가꾸다, 감다, 걸다, 깔다, 꽂다, 꿰다, 끼얹다, 끼우다, 널다, 넣다, 놓다, 달다, 담다, 

덮다, 두르다, 매달다, 바르다, 박다, 뿌리다, 붓다, 붙이다, 새기다, 싣다, 심다, 쌓다, 

얹다, 적재하다, 채우다, 칠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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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를’이 중출하는 것은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의 관계가, 3.4절에서 살펴 보는, 

‘전체-부분’의 ‘비분리 관계’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즉, (177)에서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는, 선행 명사로 표현된 대상에 대한 행위가 후행 명사로 표현된 대상에 대한 

행위로도 파악될 수 있고, 후행 명사에 대한 행위가 선행 명사에 대한 행위로도 

파악될 수 있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서술어로 표현된 행위의 ‘도달점’이 동일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서 ‘도달점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 ‘-를’이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178)에서처럼 두 명사의 자리가 바뀐 경우에는 둘 사이의 

관계가 ‘부분-전체’의 관계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둘 사이의 관계가 ‘비분리 관계’

가 아니라 서로 분리되어 있는 개별적인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선행 명사에 

대한 행위가 곧 후행 명사에 대한 행위로 파악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서 그 타당

성이 확인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를’ 중출 구문은, 조사 ‘-를’이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 사이

의 관계와 서술어와의 관계에서 행위의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는 명사에만 쓰인

다는 사실에서 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도달점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임을 확인해 준다.

그러므로, 동일 조사 중출 구문에서의 조사 ‘-가’와 ‘-를’ 역시, 문장의 서술어로 

쓰인 용언의 의미적 특성에 따른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가 없는 ‘표지’가 아

니라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앞에서

의 분석과 일치한다.

조사 ‘-를’이 ‘행위의 도달점 선택 지정’의 의미를 가지며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

는 ‘양태 조사’임은, 아래와 같은 예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179) a. 우리도 그 문제-를 {연구하고 있는/연구} 중이다. (홍재성 1997a에서 인용)263)

263) 홍재성(1997a)에서는 ‘김 의원만이 2차 개정안-을 반대-이다’와 같은 예가 가능한 것

으로 제시하 는데, ‘반대’와 의미적으로 같은 계열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부, 부

인, 부정, 찬성, 수용, 동의’ 등과 같은 명사의 경우에 ‘??*김 의원만이 2차 개정안-을 거

부/부정/수용/찬성-이다’와 같이 정문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그러나 ‘넌 별것-을 다 고민

/걱정/근심-이다’와 같은 경우에는 좀더 용인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차이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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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9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지원 대학 및 지망 학과-를 최종적으로 결정, 원서

를 작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희정 1997에서 인용)

c. 회사측은 상경 농성 투쟁자-를 무단 결근으로 처리, 해고할 음모를 꾸몄다. (정

희정 1997에서 인용)

(179‘) a. *우리도 그 문제-를 연구이다.

b. 29일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지원 대학 및 지망 학과-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함).

c. 회사측은 상경 농성 투쟁자-를 무단 결근으로 처리(를 함).

(179a)는 ‘이다’ 앞에 의존 명사 ‘중’이 쓰이면 그에 선행하는 ‘서술성 명사’가 나타

내는 행위의 ‘대상’으로 판단되는 명사에 조사 ‘-를’이 쓰일 수 있음을 보여 주

고,264) (179b, c)는 ‘서술성 명사’가 쓰인 구문에서 특정 서술어와 무관하게 ‘서술성 

명사’의 행위 ‘대상’에 조사 ‘-를’이 쓰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265) 이는 (179')에서 

확인되는데, (179'a)는 의존 명사 ‘중’이 쓰이지 않으면 조사 ‘-를’이 쓰일 수 없음

부, 부인, 부정, 찬성, 수용, 동의’와 같은 명사는 ‘객관적 행위’를 나타내지만 ‘고민, 걱정, 

근심’은 ‘심리적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조사 ‘-를’의 사용

이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264) (179a)와 같은 예를 ‘이다’가 ‘서술격 조사’이고 ‘∼ 중-이다’가 하나의 서술어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의존 명사 ‘중’은 ‘이다’가 쓰이지 

않은 ‘∼중에’의 경우에도 조사 ‘-를’이 쓰일 수 있다. 정희정(1997)에서는 ‘이다’ 구문에 

쓰인 의존 명사 ‘중’이 행위의 ‘진행상’을 나타내는 문법소성 명사로 보았다.

  (i) a. 미주-를 방문 중-에 도산선생을 만나 연달아 사흘 밤에 걸쳐 ...  (07915)

b. 현대 지식인의 양심에 미치는 제 향을 가지고 논문-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06655)

c.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이 제도의 개선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 (07466)

d. 길 건너 파출소에서 순경들이 달려왔고, 인근-을 순찰 중-에 있던 헌병대의 추

적을 받고 붙잡히고 만 것이다. (08295)

e. 쉽게 분해되는 농약의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 실정이다. (08295)

265) ‘서술성 명사’가 쓰인 구문에서 조사 ‘-를’이 중출하는 현상은 4.2절에서 다시 논의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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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79'b, c)는 ‘기능동사’라고 일컫는 ‘하다’의 유무와 관계 없이 조사 ‘-를’이 쓰

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조사 ‘-를’이 명사와 문법적 서술어(용

언)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격 표지’가 아니라 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판단 하

에서 쓰이는 행위의 ‘도달점 선택 지정’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이기 때문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조사 ‘-를’은 ‘도달점 선택 지정’의 의미를 가진 ‘양태 조

사’로 분석되었는데, 동일한 논항(부사어)으로 판단되는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

라 ‘-를’의 실현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사실과, 목적어의 자리에서 명사의 의미적 

특성이나 발화 맥락에 따라 ‘-를’이 쓰일 수 없다는 사실은, 조사 ‘-를’이 의미가 없

는 ‘격 표지’가 아니라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행위의 도달점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타당함을 보여 준다. 조사 ‘-를’은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도달점(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여러 개체들 중의 한 개체를 ‘도달점’으

로 ‘선택 지정’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고,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의해 

문장에서의 역할이 본래의 조사 없이 파악될 수 있는 경우에만 ‘-를’이 쓰인다는 

사실에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로 처리될 수 있음을 보았다.

부정 대명사 ‘아무’의 경우와 의문 대명사 ‘누구’나 ‘무엇’이 ‘부정’을 의미하는 

경우에 조사 ‘-를’이 결합할 수 없다는 사실과, 맥락(선행 발화)에 따라 목적어 자

리에 조사 ‘-를’이 쓰일 수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조사 ‘-를’은 ‘목적어(격) 표지’이

거나 ‘목적어’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 상황에서 ‘목적어’로 파악될 수 있는 

여러 개체들 중의 한 개체를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도달점’으로 ‘선택 지정’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를’이 명사의 문법적 기능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

라는 것은, 조사 ‘-를’이 ‘-에’, ‘-에게’, ‘-와’ 등의 다른 조사들과 대응되거나 중첩되

어 쓰이는 다양한 예문들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는데, 조사 ‘-를’은 선행 조사 없이 

쓰일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명사의 의미적 특성과 관계가 있으며, 

그 명사의 문장에서의 의미적 역할에 대한 파악이 ‘-에’, ‘-에게’, ‘-와’ 등의 조사가 

없어도 가능한가의 여부와 관련됨을 보 다. 

조사 ‘-를’의 실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문장의 의미적 내용에 대한 화

자의 판단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를’을 ‘양태 조사’로 분석하게 하는데,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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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이 여타의 ‘양태 조사’들과 동일한 행태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양태 조사’로 분

석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 다. 마지막으로 조사 ‘-를’이 형용사 구문이나 ‘서술성 

명사’ 구문에서 쓰이는 경우를 관찰했는데, 이 역시 ‘도달점 선택 지정’의 ‘양태 조

사’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도달점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 ‘-를’은 여러 경우들에

서 중출할 수 있는데, 이들 각각의 경우들에 대한 논의는 아래의 논의에서 다룬다.

3.3 ‘-가’와 ‘-를’ 대응 구문

이 절에서는, 3.1절과 3.2절의 논의를 통해서 밝혀진 조사 ‘-가’와 ‘-를’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동일 명사(구)에서 조사 ‘-가’와 ‘-를’이 대응되는 것으로 기술되

어 온 구문에서 조사 ‘-가’와 ‘-를’의 의미와 기능을 검토하겠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일부 구문에서 조사 ‘-가’와 ‘-를’이 대응되는 현상

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단문에서 ‘-가’와 ‘-를’이 대응을 보이는 것으로 기

술되어 온 구문은 아래와 같은 예들이다. 아래의 문장들은 흔히 ‘중간(중립) 동사’ 

구문과 ‘피동사’ 구문으로 불리어 왔다. 

(180) a. 철수가 다리- {
가
를} 움직 다.

b. 철수가 눈- {
이
을} 반짝 다.

c. 철수가 손- {
이
을} (난로에) 부딪쳤다.

(181) a. 철수가 수에게 팔- {
이
을} 꺾 다.

b. 순이가 아버지에게 머리- {
가
를} 잘렸다.

c. 이가 철수에게 손- {
이
을}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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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은 흔히 ‘중립 동사’ 구문으로 불리는 경우인데, 우형식(1996)에서는 주어의 

확대에 의해 형성된 이중자동구문에서 ‘-가’ 격이 ‘-를’ 격으로 전이되어 단일 타동

구문을 이루는 것으로 보았고, 이선희(1999)에서는 조사 ‘-가’가 실현되는 경우와 ‘-

를’이 실현되는 경우의 ‘원형 의미역’의 차이로 설명하 다. 우형식(1996)과 이선희

(1999)의 설명은 (181)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181)은 ‘피동(사)’ 구문으로 널리 알

려진 경우인데, 임홍빈(1979)에서는 피동문에서 ‘-를’ 주제화에 의해 ‘-를’이 실현된 

것으로 보았고, 이광호(1988)에서는 (181)을 사실상 ‘사동문’으로 보아야 한다고 기

술하 다. 강 세(1986)에서는 피동사가 [+상태성]과 [-상태성]의 중의적 자질을 가

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처리하고자 하 고, 김귀화(1988/1994)에서는 

(181)의 피동사들은 격 할당 능력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설명하 다. 이러한 논의

들은 모두 조사 ‘-가’와 ‘-를’이 문법적 ‘표지’라는 관점에 기반한 논의들로서, 한국

어의 조사 실현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음을 2장에서 밝혔으므로, 그와 관

련된 논의는 언급하지 않는다.

‘중립 동사’ 구문은 관찰되는 문법 현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180a)와 (180b)와 같은 ‘사동성 중립 동사 구문’과 (180c)와 같은 ‘피위성 중립 

동사 구문’으로 나눌 수 있다.266) 그런데, 사동성 중립 동사 구문의 경우에는 동일 

논항에서 조사 ‘-가’와 ‘-를’이 대응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182) a. 철수가 다리- {
가
를} 움직 다.

b. 철수가 자기/동생의 다리- { *
가
를} 움직 다.

(183) a. 철수가 차- { *
가
를} 움직 다.

b. 철수가 자기/동생의 차- { *
가
를} 움직 다.

266) ‘중립 동사’ 구문을 가르는 기준과 근거는 우형식(1996)을 참조. ‘피위성 동사’는 행위

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에 의해 피해를 입는 피위주(Patient)가 되는 동사를 말한다. 

우형식에서는 (107b)을 ‘재귀성 중간(중립) 동사 구문’으로 따로 분류하고 있으나, 아래

에서 제시하는 현상들에 근거해서 ‘사동성 중립 동사 구문’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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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a. 철수가 눈- {
이
을} 반짝 다.

b. 철수가 자기 눈- { *
이
을} 반짝 다.

(185) a. 철수가 손전등- { *
이
을} 반짝 다.

b. 철수가 자기 손전등- { *
이
을} 반짝 다.

(182)와 (184), (185)와 (186)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논의에서 조사 

‘-가’와 ‘-를’이 대응을 보이는 것으로 기술되어 온 ‘중립 동사’ 구문은 엄 한 의미

에서 ‘조사 대응’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지 않는다. 이는 (182a)와 (182a)의 경우

에만 ‘-가’와 ‘-를’이 대응을 보이고, (182b)와 (183), (184b)와 (185)는 조사 대응 현

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로 입증된다. (182a)와 (184a)는 동일 구문에서의 ‘-가’와 

‘-를’의 대응이 아니라, 각기 조사 ‘-가’ 중출 구문과 타동사로서의 ‘움직이다’ 구문

으로 판단된다.267) 즉, 신체의 부분을 나타내는 ‘다리’나 ‘눈’이라는 명사와 ‘철수’와

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될 수 있는 동일 조사 중출 구문과, 각기 주어와 목적어로 

실현된 타동사적 용법의 ‘중립 동사’ 구문으로 판단된다.

사동성 중립 동사 구문의 자동사적 용법과 타동사적 용법은 아래와 같이 ‘중립 

동사’의 어휘개념구조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186) a. 철수-의 다리-가 움직 다.

a'. [Event MOVE ([Thing ([철수]) OF [손]]i)]268)

267) ‘철수-가 다리-가 움직 다’와 같은 동일 조사 중출에 대한 논의는 3.4절에서 제시한

다.

268) 여기에서 ‘OF’ 함수는, ‘손, 발, 다리’ 등의 ‘부분 명사’가 ‘손이 데었다’와 같이 문장에

서 홀로 쓰일 수 없으며, ‘ 이가 손을 데었다’의 경우에 ‘손’은 반드시 주어의 손으로 파

악된다는 사실에서, ‘부분 명사’가 당연값으로 가지는 함수로 도입한다. 한국어에서는 이 

‘OF’ 연산자가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부분 명사’나 ‘서술성 명사’

등의 ‘술어 명사’와 그것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논항 사이의 관계를 개념구조에서 ‘OF’

로 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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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철수-가 다리-를 움직 다.

b'. [Event CAUSE ([Thing 철수 ]i, [Event MOVE ([Thing ([ x ]i) OF 다리 ]j)])]

중립 동사 ‘움직이다’의 어휘의미적 특성은, (186a‘)에서의 1항 서술어인 자동사적 

용법의 개념구조와, (186b')에서의 2항 서술어인 타동사적 용법의 개념구조로 표상

될 수 있는데, ‘움직이다’라는 행위(사건)의 야기자(Causee)가 있느냐와 없느냐에 

따른 차이만을 나타내다. 즉, (180)과 같은 ‘중립 동사’ 구문에서의 조사 ‘-가’와 ‘-

를’의 대응은 서술어의 동일 논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자동사 구문의 주

어 명사와 타동사 구문의 목적어 명사가 ‘비분리적 관계’에 있는 동일 명사인 데에

서 관찰되는 현상이다.269) 

그런데 문제는 (182a)와 (182b)가 동일한 사태인 경우―‘철수의 다리가 움직

다’와 ‘철수가 (자기) 다리를 움직 다’의 경우―에 왜 (182a)와 (182b)의 두 가지 

문장이 가능하냐는 것인데, 이는 (3.2절에서 주장된) 조사 ‘-를’이 화자의 판단을 나

타내는 ‘양태 조사’라는 측면에서 설명된다. 최현배(1937/1983)과 허웅(1999)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중립 동사가 나타내는 하나의 사태는 화자의 ‘판단’에 따라 객관적 

‘관계’에 의한 주어의 ‘자동적 행위(사태)’로 인식될 수도 있고, 주어와 목적어의 

‘지배 관계’에 의한 ‘타동적 행위(사태)’로 인식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

다.270) ‘도달점 선택 지정’의 조사 ‘-를’이 쓰인 문장은 화자가 그 사태를 ‘비분리 

관계’에 있는 소유자(possessor)의 소유물(possessed)에 대한 ‘행위’로 판단(혹은 인

식)했음을 나타내는 반면에, 단순 ‘선택 지정’의 조사 ‘-가’가 쓰인 문장은 화자가 

그 사태를 객관적으로 관계된 개체의 ‘자동적 행위’로 판단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269)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중립동사’ 구문에서의 ‘-가’의 중출은 

‘손’과 같은 (신체) 부분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112)와 같은 개념 

구조 표상은 양정석(1999)에서도 볼 수 있다.

270)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지적되었듯이, ‘*철수가 일부러/의도적으로 다리-가 움직 다’

는 비문이지만, ‘철수가 일부러/의도적으로 다리-를 움직 다’는 가능하다는 데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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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연구들에서 ‘중립 동사’ 구문의 하나로 처리한 ‘피위성 중립 동사 구문’

은 ‘사동성 중립 동사’와는 조금 다른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피위성 중립 동사’의 

경우에 두 명사의 관계가 ‘비분리적 관계’일 때만 성립할 수 있다는 데에서 나타나

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187) a. 철수가 (난로에) 손- {
이
을} 부딪쳤다/데었다/다쳤다 ...

b. 철수가 (난로에) 자기 손- {
이
을} 부딪쳤다/데었다/다쳤다 ...

c. 철수가 (난로에) 동생 손- { *
이

*을} 부딪쳤다/데었다/다쳤다 ...

d. 이가 (난로에) 철수를 손- {
이
을} 부딪쳤다/데었다/다쳤다 ...

(187)은 ‘피위성 동사’의 경우에 동일 구문(혹은 논항)에서 조사 ‘-가’와 ‘-를’이 대응

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현상은 이들 동사도 ‘목적어’를 필수적으

로 요구하는 2항 서술어와 명사의 의미적 특성에 따른 동일 조사 중출 구문의 1

항 서술어로 분석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188) a. 철수-가 (난로에) 부딪쳤다/데었다/다쳤다 ...

b. (철수가 장난을 치다가) (난로에) 손-이 부딪쳤다/데었다/다쳤다 ...

c. 철수(-의) 손-이 (난로에) 부딪쳤다/데었다/다쳤다 ...

(189) a. 이가 철수-를 (난로에) 부딪치게/데게/다치게 했다

b. 이가 철수-의 손-을 (난로에) 부딪치게/데게/다치게 했다

c. 이가 철수-를 손-을 (난로에) 부딪치게/데게/다치게 했다

d. ??* 이가 철수-가 손-을 (난로에) 부딪치게/데게/다치게 했다

(189)에서 볼 수 있듯이, ‘피위성 동사’는 ‘-를’이 쓰인 ‘목적어’가 필수적으로 실현

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게 하-’ 사동 구성에서도, (189a, b)에서처

럼 논항이 하나만 실현되는 것이 가능하고 (189d)처럼 내포절에 ‘주어’와 ‘목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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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시에 실현되면 매우 어색하거나 비문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에서도 ‘피위성 동

사’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1항 서술어로 판단된다. 그리고 ‘-게 

하-’ 사동 구성에서 ‘-를’이 중출하는 (189c)는 (189b)와의 관계에서, 즉 명사의 의미

적 특성(비분리 소유 관계)에 따른 여타의 동일 조사 중출 구문과 동일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는데, 이는 (188a, b)에서의 ‘-가’ 중출과 평행한 현상이다. 그러므로, 

‘피위성 동사’ 구문에서의 조사 대응은 동일 논항에서의 조사 대응이기보다는 다른 

부분에서 파악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아래와 같이 동일 조사의 중

출이 연속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에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

(190) a. 철수-가 손-이 끝부분- {
이

*을} (난로에) 부딪쳤다/데었다/다쳤다 ...

b. 철수-가 손-을 끝부분- { *
이
을} (난로에) 부딪쳤다/데었다/다쳤다 ...

c. 철수-가 손-의 끝부분- {
이
을} (난로에) 부딪쳤다/데었다/다쳤다 ...

d. 철수-의 손-의 끝부분-이 (난로에) 부딪쳤다/데었다/다쳤다 ...

e. 이가 철수- {
*가을
의} 손-을 끝부분-을 (난로에) 부딪치게/데게/다치게 했다

(190)은 ‘-가’와 ‘-를’의 대응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음을 보여 주는데, ‘소유자’와 ‘소

유물’의 관계가 ‘비분리적 관계’라고 해도, (190a)와 (190b)에서 볼 수 있듯이, 소유

자인 ‘철수’와 소유물 ‘끝부분’ 사이에 이 둘의 관계를 매개하는 ‘손’이라는 제 삼의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가’와 ‘-를’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러

한 현상은 ‘피위성 동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논항에서 조사의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데, 주어의 피해를 나타내는 ‘피위성 타동사’ ‘입다’나 ‘당하

다’의 경우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191) a. 철수-가 손- {
에
이
을} 상처/부상-를 입었다/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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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철수-가 상처/부상-를 입었다/당했다.

c. 철수의 손-이 상처/부상-를 입었다/당했다.

(192) a. 이가 철수-가 손- {
에

?이
*을} 상처/부상-를 입게/당하게 했다.

b. 이가 철수-를 손- {
에

*이을} 상처/부상-를 입게/당하게 했다.

c. 이가 철수-의 손- {
*에이
을} 상처/부상-를 입게/당하게 했다.

(193) a. 철수-가 손-이 끝부분- {
*에이
*을} 상처/부상-을 입었다/당했다.

b. 철수-가 손-을 끝부분- {
*에
*이을} 상처/부상-을 입었다/당했다.

c. 철수-가 손-의 끝부분- {
에
이
을} 상처/부상-을 입었다/당했다.

d. 철수-의 손-의 끝부분-이 상처/부상-을 입었다/당했다.

e. 이가 철수- {
*가를
의} 손-을 끝부분-을 상처/부상-을 입게/당하게 했다.

(191)∼(193)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 ‘입다’와 ‘당하다’는 앞에서 제시한 ‘피위성 동

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명사에서 조사 ‘-가’와 ‘-를’의 대응을 보일 뿐만 아니라 

조사 ‘-에’와의 대응도 가능하다. 그런데, (191b, c)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의 대응

을 보이는 명사에 반드시 조사 ‘-를’이 실현되어야 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는

데, 이는 (192)의 ‘-게 하-’ 사동 구성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193)에서처럼 동일 조

사의 중출이 가능하지만, ‘-가’와 ‘-를’ 혹은 ‘-에’의 대응에서 상이한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피위성 타동사’의 경우에도 동일 명사이기는 하지만 동일 논항에서 

조사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을 보여 준다.

지금까지 살펴 본 현상들은, ‘피위성 동사’들에서 나타나는 조사 대응 현상도 

화자의 판단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피위성 동사’ 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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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구조는 아래와 같이 표상할 수 있다.

(194) a. 철수-가 난로에 부딪쳤다.

a'. [INCH [BEc [Thing 철수], [ATc ([Thing 난로])]]

b. 철수-의/가 손-이 난로에 부딪쳤다.

b'. [INCH [BEc [Thing ([철수]) OF [손]], [ATc ([Thing 난로])]]

c. 철수-가 손-을 난로에 부딪쳤다.

c'. [CAUSE [철수], [INCH [BEc [Thing ([철수]) OF [손]], [ATc ([Thing 난로])]]]]271)

(194a, b, c)의 세 문장은, 논항과 조사에 따른 차이와 관계 없이 본질적으로 동일

한 사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데, (194a')처럼 피해를 입

는 개체가 ‘하나의 개체’로 파악되는가, (194b')와 (194c')처럼 ‘두 개체’로 파악되는

가의 차이로 파악할 수 있다.272) 즉, (194a)와 (194b)와 (194c)는 동일한 사태이지

만, 화자의 판단이나 인식에 따라 피해를 입는 개체 전체에 대한 내용으로 전달할 

수도 있고, 더 세부적인 부분까지 전달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 세부적으

로 전달하는 경우는, 다시 화자의 판단에 따라, (194b)처럼 ‘객관적 관계’에 따라 

피해를 입은 개체와 그 부분을 한정 표현 ‘철수의’나 피해를 입은 개체에 대한 지

정 표현 ‘철수가’로 표현하는 것과, (194c)처럼 두 개체 사이의 ‘주관적 지배 관계’

에 따라 행위의 주체에 대한 지정과 주체의 ‘행위’에 향을 받는 ‘대상’을 분리해

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분석은 ‘피위성 동사’ 구문도 ‘사동성 

중립 동사’와 마찬가지로 ‘비분리 관계’에 있는 명사들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

될 수 있는 동일 조사 중출 구문과, 명사들이 각기 주어와 목적어로 실현된 타동

사적 용법의 구문 두 가지가 있으며, 화자가 사태를 ‘객관적 관계’로 파악하는가 

‘주관적 지배 관계’로 파악하는가에 따라 상이한 구문으로 실현되는 현상임을 보여 

271) 개념구조 (194c')의 타당성은 (187c) ‘철수가 동생 손-*이/을 난로에 부딪쳤다’와 같은 

예문의 존재로도 확인된다.

272) (120)과 같이 세 개의 개체로 파악되는 경우는 “[INCH [BEc ([([철수]) OF [손]]) OF 

[끝부분]], [ATc ([난로])]]”로 표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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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이러한 분석은 아래와 같은 ‘피동 구문’의 경우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에서 그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

(195) a. 철수가 수에게 팔- {
이
을} 꺾 다.

b. 철수의 팔-이 수에게 꺾 다.

c. *철수가 수에게 꺾 다.

(196) a. 순이가 아버지에게 머리- {
가
를} 잘렸다.

b. 순이-의 머리-가 아버지에게 잘렸다.

c. *순이-가 아버지에게 잘렸다.

(197) a. 이가 철수에게 손- {
이
을} 잡혔다.

b. 이의 손-이 철수에게 잡혔다.

c. 이가 철수에게 잡혔다.

(195)∼(197)은 ‘피동 구문’에서도 동일 명사에 조사 ‘-가’와 ‘-를’이 쓰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데, (195b)와 (196b)와 (197b, c)에서 볼 수 있듯이, ‘-를’이 쓰인 명사(구)

의 실현이 필수적이지 않다.273) 그리고 ‘피동 구문’의 경우에도, 아래에서 볼 수 있

273)  (195c)와 (196c)에서처럼 동사 ‘꺾이다’와 ‘잘리다’의 경우에는 독립된 개체가 ‘주어’로 

쓰일 수 없는 반면에, (197c)에서처럼 ‘잡히다’의 경우에는 독립된 개체가 ‘주어’로 가능

하다. 이는 개별 동사의 어휘의미적 특성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는데, ‘꺾이다’와 ‘잘리다’

의 경우에는 ‘피동 구문’에 대응하는 ‘능동 구문’에서 ‘목적어’에 독립된 개체가 쓰이지 

못하는 반면에 ‘잘리다’의 경우에는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가’와 ‘-를’의 대응이 ‘화자의 판단’과 관계가 있다는 이 연구에서의 설명과 배치되는 

현상이 아니다.

   (195') a. 수가 철수-를 팔-을 꺾었다.

b. 수가 철수-의 팔-을 꺾었다.

c. * 수가 철수-를 꺾었다.

   (196') a. 아버지가 순이-를 머리-를 잘랐다.

b. 아버지가 순이-의 머리-를 잘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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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조사의 대응이 언제나 가능하지는 않다.

(198) a. 철수가 수의 말에 기- {
가

*를} 꺾 다.

a'. 수의 말에 철수의 기-가 꺾 다.

b. 순이-가 기계에 옷- { ?이
??*을} 잘렸다.

b'. 기계에 순이의 옷-이 잘렸다.

c. 이가 철수에게 시계- { ??*
가
를} 잡혔다.274)

c'. ??*철수에게 이의 시계-가 잡혔다.

(198)은 조사 ‘-가’와 ‘-를’의 대응이 ‘피동 구문’의 경우에도 두 명사 사이의 관계가 

‘비분리적 관계’가 아닐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곧 조사 ‘-

가’와 ‘-를’의 대응이 동일한 논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동일 조사 중출 구

문의 명사와 ‘타동사적 피동사’ 구문의 명사가 동일한 데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여 준다. 또한, ‘피동사’ 구문에서도 동일한 사태가 두 가지 문장―동일 조사 중

출 구문과 ‘-를’이 쓰인 ‘타동사 구문’―으로 표현되는 것은, ‘중립 동사’ 구문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태를 화자가 객관적 ‘관계’에 의한 주어의 ‘피동적 행위

(사태)’로 인식할 수도 있고, 주어와 목적어로 쓰인 명사 사이의 ‘비분리 관계’라는 

속성 때문에 ‘지배 관계’에 의한 ‘능동적 행위(사태)’로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275)

c. *아버지가 순이-를 잘랐다.

   (197') a. 철수가 이-를 손-을 잡았다.

b. 철수가 이-의 손-을 잡았다.

c. 철수가 이-를 잡았다.

274) ‘잡히다’의 경우에는 (125c)처럼 ‘비분리 관계’의 명사가 아닐 때는 다른 피동 동사와 

달리 조사 ‘-가’가 쓰이지 못하고 ‘-를’이 쓰이는데, 이러한 경우는 ‘빼앗기다’에서 나타

난다: ‘철수가 깡패에게 돈-*이/을 빼앗겼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동사 ‘잡히다’나 ‘빼앗기

다’와 같은 동사들은 위에서 제시한 ‘비분리 관계’의 ‘피동사’와는 다른 ‘동형어’로 처리하

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도록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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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동성’과 ‘피위성’) ‘중립 동사’와 ‘피동사’ 구문

에서 두 명사 사이의 관계가 ‘비분리적 관계’에 있을 때에만 ‘소유물’을 나타내는 

명사에서 조사 ‘-가’와 ‘-를’의 대응이 나타난다는 것은, 조사 ‘-가’와 ‘-를’이 사태―

‘객관적 관계’에 있는 두 명사가 개입된 사태인가, ‘지배 관계’에 있는 두 명사 사

이의 타동(능동)적 사태인가―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임을 보

여 준다.276) 화자가 사태를 ‘객관적 관계’에서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단순 ‘선택 지정’의 조사 ‘-가’가 쓰인 ‘동일 조사 중출 구문’이 쓰이고, ‘지배 관계’

에 의한 타동적 사태로 판단한 경우에는 행위의 향을 받는 ‘도달점 선택 지정’의 

조사 ‘-를’이 쓰인 타동사 구문이 쓰이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복문의 경우에도 동일 명사에서 조사 ‘-가’와 ‘-를’의 대응을 보이는 예가 있는

데, 다음과 같다.

(199) a. 호랑이- {
가
를} 잡기-가 어렵다.

b. 나는 그 화- {
가
를} 보기-가 싫었다.

(200) a. 철수는 이- {
가
를} 예쁘다고 생각했다/믿었다/착각했다....

275) 이 경우에도 선행 연구들에서 지적되었듯이, ‘*철수가 일부러/의도적으로 수에게 팔

-이 꺾 다/잡혔다’는 비문이지만, ‘철수가 일부러/의도적으로 수에게 팔-을 꺾 다/잡

혔다’는 가능하다는 데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다.

276) 기존의 연구들에서 ‘중립 동사’와 ‘피동사’ 구문에서 동일 명사에 조사 ‘-가’와 ‘-를’이 

쓰이는 현상을 주어의 ‘의도성’이나 ‘원형 행동주역’과 같은 것으로 설명하고자 한 시도

는, 위에서 살펴 본 예문들에서 첫 번째 명사(혹은 주어)가 ‘의도성’을 가진 ‘유정물’로서 

‘원형 행동주역’이라는 의미역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왜 두 명사의 관계가 ‘비분

리 관계’가 아니면 조사 ‘-가’와 ‘-를’의 대응이 나타나지 않으며, 왜 ‘비분리 관계’의 경

우에 항상 ‘-를’이 쓰이지 못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의도성’을 가

진 ‘원형 행동주역’ 명사의 경우에 만일 조사 ‘-가’와 ‘-를’의 실현이 수의적인 현상이라

고 한다면, 이는 ‘-가’와 ‘-를’의 실현이 화자의 판단에 따른 현상이라는 것에 다름 아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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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이는 철수- {
가
를} 바보라고 생각했다/믿었다/착각했다....

c. 선생님은 철수- {
가
를} 발표를 하게 했다/만들었다.

(199)는 모문의 서술어가 형용사이고 내포절의 서술어가 동사인 경우에 흔히 관찰

되는 현상이고,277) (200)은 이른바 ‘주어 인상 구문’으로서 생성 문법에 기반한 여

러 연구들에서 ‘변형’이나 ‘이동’의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된 현상이다.

먼저, 모문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 나타나는 동일 명사에서의 조사 ‘-가’

와 ‘-를’의 대응을 살펴 보기로 하자.

(201) a. 호랑이- {
가
를} 잡기-가 어렵다.

b. 요즘은 대학- {
이
에} 가기-가 어렵다.

(202) a. 그 화- {
가
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b. 철수네 집- {
이
에} 가기-가 쉽지 않았다.

c. 이- {
가
와} 친해지기-가 쉽지 않았다.

(203) a. 이 붓- {
이
으로} 씨를 쓰기-가 나쁘다.

b. 첨성대의 통로- {
가
로} 제물을 운반하기-가 부적당하다. (유현경 1997에서 인용)

(201)∼(203)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 명사에서의 조사 대응은 ‘-가’와 ‘-를’에 국한

된 현상이 아닌데, 내포절의 서술어에 따라 대부분의 ‘기능 조사’와의 대응이 가능

함을 보여 준다. 그런데, 형용사 구문에서의 조사 대응 역시 서술어의 동일 논항에

277) 이러한 현상은 ‘그지없다, 옳다, 틀림없다’ 등과 같은 일부 형용사를 제외하면(유현경 

1997에서는 이러한 형용사를 ‘태도 형용사’라고 하 다), 대부분의 형용사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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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현상이 아니라 명사가 동일한 데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는 아

래의 예를 통해 확인된다.278)

(204) a. 호랑이- {
가

*를} 잡기-에 어렵다.

b. 요즘은 대학- {
이

*에} 가기-에 어렵다.

(205) a. 그 화- {
가

*를} 이해하기-에 쉽지 않았다.

b. 철수네 집- {
이

*에} 가기-에 쉽지 않았다.

c. 이- {
가

*와} 친해지기-에 쉽지 않았다.

(206) a. 이 붓- {
이

*으로} 씨를 쓰기-에 나쁘다.

b. 첨성대의 통로- {
가

*로} 제물을 운반하기-에 부적당하다.

(204)∼(206)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가’의 경우에는 ‘∼기-가’와 ‘∼기-에’가 모두 

가능하지만, 다른 조사의 경우에는 ‘∼기-에’가 불가능하다.

(207) a. 호랑이- {
가

*를} 아주 잡기-가 어렵다.

b. 요즘은 대학- {
이

*에} 아주 가기-가 어렵다.

(208) a. 그 화- {
가

*를} 결코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278) 이는 이미 유현경(1997)에서 입증된 사실인데, ‘어순 제약’, ‘부사의 삽입’, ‘주어의 상

정’, ‘‘∼데에 있어서’로 바꿔쓰기’, ‘의미의 변화’를 들어 조사 ‘-가’가 쓰인 첫 번째 명사

는 ‘모문의 주어’이고 다른 ‘조사’가 쓰인 경우에는 내포절의 문장 성분임을 밝혔다(유현

경 1997, 194∼198쪽 참조). 이 연구에서는 ‘∼기-가’와 ‘∼기-에’의 대응 현상과 ‘부사 삽

입’만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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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철수네 집- {
이

*에} 결코 가기-가 쉽지 않았다.

c. 이- {
가

*와} 결코 친해지기-가 쉽지 않았다.

(209) a. 이 붓- {
이

*으로} 정말 씨를 쓰기-가 나쁘다.

b. 첨성대의 통로- {
가

*로} 정말 제물을 운반하기-에 부적당하다.

(207)∼(209)는 조사 대응을 보이는 명사 다음에 부사가 쓰이면 조사 ‘-가’만이 실

현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데, 이는 조사 ‘-가’가 쓰인 명사는 모문의 문장 성분이

지만, 다른 조사가 쓰인 명사는 내포절의 문장 성분임을 입증한다. 그러므로, 조사 

‘-가’와 ‘-를’의 대응은 서술어의 동일 논항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니라, 동일한 

서술어와 동일한 명사가 쓰인 데에서 관찰되는 현상이다.279)

다음으로, 내포절의 주어가 모문의 목적어로 상승 혹은 이동된 것으로 설명되

어 온, 이른바 ‘주어 인상 구문’에서의 조사 ‘-가’와 ‘-를’의 대응을 살펴 보자.

(210) a. 철수는 이- {
가
를} 예쁘다고 생각했다/믿었다/판단했다....

b. 철수는 비- {
가

*를} 온다고 생각했다/믿었다/판단했다....

(211) a. 이는 철수- {
가
를} 바보라고 생각했다/믿었다/판단했다....

b. 이는 저녁식사- {
가

??를} 부산옥이라고 생각했다/믿었다/판단했다....

(212) a. 선생님은 철수- {
가
를} 발표하게 했다/만들었다.

279) 따라서, 조사 ‘-가’가 쓰인 경우에는 내포절의 동일 명사의 비실현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내포절의 동일 명사가 ‘생략’된 것인지 아니면 ‘비실현’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

가 필요한데, 이 연구에서는 ‘ 이-가/는 다른 사람이 ??*그녀/* 이와 친해지기가 쉽지 

않다’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 명사의 ‘복원’이나 ‘대명사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잠정

적으로 ‘비실현’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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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선생님은 철수- { *
가
를} 이가 돕게 했다/만들었다.

(210)∼(212)는, 남기심(1972)에서 지적되었듯이, ‘주어 인상 구문’에서의 조사 ‘-가’

와 ‘-를’의 대응이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 준다. (210)과 (211)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미 남기심(1972)에서 내포절의 서술어가 어떤 외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상태의 

기술일 때만이 내포절의 주어가 모문의 목적어로 상승될 수 있으며, 그 조건을 형

식화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다.280) 그리고 (212)는 ‘-게 하/만들-’ 구

문에서의 조사 ‘-가’와 ‘-를’의 쓰임이 동일 명사에서의 대응이지 서술어의 동일 논

항에서의 조사 대응이 아님을 보여 준다.281)

이 연구에서도 (210)∼(212)에서의 조사 대응은 서술어의 동일 논항에서의 조사 

대응으로 보지 않는데,282) 여기에서는 남기심(1972)에서 제시된 ‘내포절의 서술어

가 어떤 외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상태의 기술일 때만’이 조사의 대응이 가능하다

는 지적에 주목한다. ‘관찰 가능한 상태’는 이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화자의 판

단’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아래의 예를 통해서 더 자세히 살펴 보겠다.

280) 아래와 같은 구문을 김 희(1985)에서는 내포절 주어의 모문 목적어로의 ‘주어 올리기’

로 설명하 고, 임홍빔(1979)과 이광호(1988)에서는 ‘동일 명사구 삭제’로, 김귀화

(1988/1994)에서는 내포절 주어의 ‘초점화’에 의한 이동으로, 유동석(1995)에서는 구조적 

차이에 의한 ‘주격’과 ‘목적격’ 표시로 보았다.

281) ‘생각하다’와 같은 동사들은 대단히 복잡한 문법 현상을 보여 주는데, ‘ 이는 철수가 

곧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했다/믿었다’와 같이 ‘-를’이 쓰인 명사만으로 문장이 성립된다

는 것에서 이들 동사가 ‘2항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 이가 

철수-가 바보-로 생각했다’는 비문이지만 ‘ 이는 철수-가/를 곧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

다/믿었다’와 같은 문장도 가능한 데에서 문제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문제로 남겨 둔다. 

282) 즉, 조사 ‘-를’이 쓰인 명사는 모문의 목적어이고, 조사 ‘-가’가 쓰인 명사는 내포절의 

주어로 분석된다. 이는 ‘철수는 이가 아직도 예쁘다고 생각한다’와 ‘철수는 이를 아

직도 예쁘다고 생각한다’의 의미 차이, ‘철수는 아직도 이가 예쁘다고 생각한다’와 ‘철

수는 아직도 이를 예쁘다고 생각한다’의 의미 차이에서 조사 ‘-가’와 ‘-를’이 쓰인 문

장 구조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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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a. 철수는 주전자에 있는 물- {
이
을} 많다고 생각했다/믿었다/판단했다.

b. 철수는 물- {
이

*을} 주전자에 많다고 생각했다/믿었다/판단했다.

(214) a. 철수는 이- {
가
를} 죽었다고 생각했다/믿었다/판단했다.

b. 철수는 사람- {
이

*을} 전쟁에서 많이 죽었다고 생각했다/믿었다/판단했다.

(213)과 (214)는 ‘내포절의 서술어가 어떤 외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상태의 기술’임

에도 내포절의 주어로 쓰인 명사에 따라 조사 ‘-가’와 ‘-를’의 쓰임에 제약이 있음

을 보여 주는데, 이는 이른바 ‘주어 인상 구문’에서의 두 문장이 어떤 ‘변형’이나 

‘이동’과 같은 통사적 규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사의 의미‧화용

적 특성과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준다.283)

(213)과 (214)에서 a와 b의 차이는 명사의 ‘한정성’인데, ‘한정성’이 화자와 청자

가 발화에서 어떠한 개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특성임을 생각할 때, (213)

과 (214)에서의 조사 실현 제약은 곧 ‘-가’와 ‘-를’이 각기 ‘선택 지정’과 ‘도달점 선

택 지정’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즉, (213)과 (214)에서 

‘주전자에 있는 물’과 ‘ 이’는 모문의 주어의 ‘내적 행위’의 대상이면서 화자나 청

자에 의해서도 파악될 수 있는 한정적 개체이기 때문에 모문에서 ‘생각하다, 믿다, 

판단하다’ 등의 ‘대상’으로 ‘선택 지정’될 수 있는 반면에, ‘물’과 ‘사람’은 화자나 청

자에게 파악될 수 없는 ‘비한정적 개체’이기 때문에 모문 서술어의 ‘대상’으로는 

‘선택 지정’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모문에서는 조사 ‘-를’로 ‘도달점 

선택 지정’이 될 수 없는 ‘비한정적 개체’도 내포절에서는 조사 ‘-가’로 지정될 수 

283) 동일한 서술어에 동일 명사가 쓰 음에도 조사 ‘-가’와 ‘-를’의 실현에 차이가 나타난

다는 것은 ‘통사 규칙’뿐만 아니라 ‘서술어’의 의미적 자질에 의해서도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철수가 이를 예쁘다고 생각했다’의 ‘예쁘다고’의 문장 성분이 무엇인

가가 문제인데, 이는 이 연구의 주제가 아니므로 논의하지 않는다. 양정석(1995/1997)에

서는 동사 ‘생각하다’를 조사 실현의 차이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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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한정적 개체’로 파악될 수 있는데), 이는 내포절에서 주어로 쓰인 명사는 

화자의 판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문의 주어의 판단에 따라 ‘선택 지정’되는 것이

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문법에서 보조 용언으로 처리하고 있는 ‘싶다’ 구문에서도 조

사 ‘-가’와 ‘-를’의 대응이 관찰된다.

(215) a. 나는 빵- {
이
을} 먹고 싶다.

b. 나는 놀이동산- {
이
에
을} 가고 싶다.

(216) a. 철수는 빵- { *
이
을} 먹고 싶어했다.

b. 철수는 놀이동산- {
*이에
을} 가고 싶어했다.

(215)에서 볼 수 있듯이, ‘싶다’가 쓰인 문장에서는 조사 ‘-가’와 ‘-를’의 대응이 나타

나는데, ‘싶어하다’가 쓰인 (216)의 경우에는 조사 ‘-가’가 쓰일 수 없다는 사실에서 

(215)의 조사 ‘-가’의 실현은 형용사적 특성을 가진 ‘싶다’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래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217) a. 나는 빨리 빵- { *
이
을} 먹고 싶다.

a'. 나는 빵- {
이
을} 빨리 먹고 싶다.

b. 나는 빨리 놀이동산- {
*이에
을} 가고 싶다.

b'. 나는 놀이동산- {
이
에
을} 빨리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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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은 부사의 위치에 따라 조사의 실현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는데, ‘빨리’는 

행위를 수식하는 부사이기 때문에 ‘빵’이나 ‘놀이동산’을 ‘먹다’나 ‘가다’와의 관계에

서 파악하도록 한다. 그런데, 조사 ‘-가’는 그것이 쓰인 ‘빵’이나 ‘놀이동산’과 서술

어(동사)와의 관계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142a)와 (142b)에서 조사 ‘-가’는 쓰일 수 

없는 반면에, 조사 ‘-를’은 행위의 ‘대상’을 지정하기 때문에 ‘빵’이나 ‘놀이동산’이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대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284) (140)∼(142)에서와 같

이, ‘싶다’ 구문에서 조사 ‘가’의 ‘-를’의 대응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발화에 따

라 실현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이들 조사가 각기 단순 ‘선택 지정’과 ‘도달점 선

택 지정’의 의미를 가진 ‘양태 조사’임을 보여준다.

조사 ‘-를’의 ‘도달점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로서의 특성은 장형 부정 구문이

나 보조 동사 구문, 부사어 다음에 쓰이는 ‘-를’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다.

(218) a. 우리 애가 밥을 먹지-를 않았다.

b. 철수가 일이 바빠서 집에 가지-를 못한다.

c. 그 문제는 조금도 걱정하지-를 말아라.

d. 난 그 애가 하는 짓이 밉지-를 않았다.

(219) a. 우리 애가 밥을 먹지 않았다.

b. 철수가 일이 바빠서 집에 가지 못한다.

c. 그 문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d. 난 그 애가 하는 짓이 밉지 않았다.

부정문에 쓰인 조사 ‘-를’도 ‘도달점(대상) 선택 지정’이라는 것은, 조사 ‘-를’이 쓰인 

(218)의 경우에는 ‘먹다’라는 사건이 부정되지만, ‘-를’이 쓰이지 않은 (219)의 경우

284) 이 연구에서는 ‘싶다’ 구문의 통사적 구조에 대한, 혹은 ‘싶다’의 지위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는데, ‘나는 케익-이/을 고려당 것-을 먹고 싶다’와 같은 구문이 가능한 것을 볼 

때 ‘싶다’ 구문은 모문의 술어가 형용사인 복문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한

다. 김지은(1998)에서는 ‘싶다’를 주어의 양태를 나타내는 ‘양태 용언’으로 파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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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중의적으로 해석된다는 데에서, 예를 들어 (219a)의 경우에는 부정의 대상이 

‘우리 애’일 수도있고, ‘밥’일 수도 있고 ‘먹다’라는 행위일 수도 있다는 데에서, 확

인된다. 이와 같이 부정되는 ‘도달점 선택 지정’을 위한 조사 ‘-를’의 사용은 문장

의 중의성이나 발화 맥락에 대한 화자의 판단 하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

다는 점에서 ‘양태 조사’로 확인된다. 또한 ‘-를’이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라는 것은 아래와 같은 상위언어적 부정이 가능하다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285)

(220) a. 철수가 술을 마시지- {
??#∅를

#는} 않고 그냥 입에 들이붓는다.

b. 너 왜 밥을 먹지- {
??#∅를

#는} 않고 씹고만 있냐?

c. 노래를 부르라고 했더니만 부르지- {
??#∅를

#는} 않고 읊어 대네.

285) ‘부정’이 단순한 ‘사실 부정’만이 아니라 ‘상위 언어적 부정’도 있다는 것은 Horn(1990)

에서 지적되었다. Horn(1990)은 부정의 의미 역이 문장 성분에 머물지 않고, 화용적 

부분에까지 확대되어 해석된다고 지적했는데, 자연 언어의 부정 표현이 “상위 언어적 부

정”(metalinguistic negation)으로 해석되어 한 담화 맥락에서 제기된 주장이나 함축된 

명제 내용 혹은 표현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John 

didn't manage to pass the exam이나 it is not IMpossible but imPOssible(대문자는 강

세를 받는 음절을 표시함)에서 쓰인 부정 표현 not는 문장 내의 어떤 표현의 의미값에 

대한 부정이 아니고 이전 담화에서 제기된 주장이나 표현 자체를 부정한다고 한다. 

Horn(1990)은 상위 언어적 부정과 대립되는, 일반적인 부정의 용법을 “기술적 부

정”(descriptive negation)이라고 하 다. Horn(1990)에서 제시된 상위 언어적 부정을 

Van der Sandt(1991)는 “부인”(denial)의 용법이라고 했고, Geurts(1998)는 “부인” 용법

을 명제 부인, 전제 부인, 함축 부인, 형태 부인의 네 가지로 분류하고 이들을 모두 독립

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어 부정의 의미 해석에서 상위 언어적 부정이라

는 개념을 이용해서 남승호(1999)는 부정의 중의성 문제를 설명하고, 상위 언어적 부정

이 ‘초점’에 대한 부정임을 밝히려고 했다(남승호,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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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장형 부정 구문에서는 조사 ‘-를’이 쓰일 경우에 ‘사실’

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의 ‘함축’이 부정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220a)에

서는 ‘철수가 술을 마신다’는 사실이 아니라 ‘술을 마신다’에 함축된 내용이, (220b)

에서는 ‘밥을 먹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문장의 함축 내용이, (220c)에서는 ‘노래

를 부른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함축 내용이 부정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

이, (220)이 ‘사실 부정’으로는 해석되지 않고 그 문장의 함축이 부정(부인)되는 것

으로 파악되는 것은, 조사 ‘-를’이 화자의 판단에 의한 ‘도달점 선택 지정’을 나타

내는 ‘양태 조사’이기 때문에 화자의 판단과 관련된 문장의 함축이 부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220)의 구문은, 조사 ‘-를’이 쓰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 부정’으로만 해석되기 때문에 선‧후행 표현 사이의 의미적 충돌로 이상한 문

장이 되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지만, 조사 ‘-를’이 쓰 을 경우에는 ‘-를’이 

화자가 판단하는 부정 ‘대상’을 지정하기 때문에 그 문장에서 ‘-를’로 지정된 내용

(함축)이 부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장형 부정 구문에서 조사 

‘-가’와 ‘-를’이 대응되는 예들에서도 확인된다.

(221) a. 심사위원들이 이는 예쁘지- {
∅가

??/#를} 않아서 탈락시켰다고 한다.

b. 럭비공이 둥 지- {
∅가

??/#를}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221)의 부정문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가 없거나 ‘-가’가 쓰이면 객관적 사실에 대

한 부정으로 해석되지만, ‘-를’이 쓰이면 ‘주관’이 개입된 부정으로 해석되기 때문

에 어색한 문장으로 판단된다는 데에서도 조사 ‘-를’이 ‘도달점(대상) 지정’의 ‘양태 

조사’임을 알 수 있다.286)

286) 3.1절의 논의를 통해서 밝혀진 바, 조사 ‘-가’도 ‘양태 조사’이지만, 위에서 볼 수 있듯

이, ‘-가’는 객관적(외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관계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고, ‘-

를’은 주관적으로 파악되는 관계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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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a. 선생님은 이를 집에 가게-∅/를 했다.

b. 옷을 입어-∅/를 보고 사야지.

c. 나도 집에 가고-∅/를 싶어.

d. 이 차가 빨리-∅/를 가지 않아.

(222)는 보조 동사 구문이나 부사어 다음에서 조사 ‘-를’이 쓰이는 경우인데, 통

사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으로서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강조’를 나타내는 용

법으로 설명해 왔다.287) 그러나 위와 같은 조사 ‘-를’의 쓰임을 단순히 ‘강조’로 설

명하는 것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무엇보다도 ‘강조’가 조사 ‘-를’로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 (222)의 조사 ‘-를’ 역시 ‘도달점(대

상)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로 설명할 수 있는데, (222a)에서는 ‘하다’라는 사역 행

위의 결과로서의 ‘도달점’에 대한 지정으로, (222b)에서 ‘보다’라는 경험 행위의 도

달점에 대한 지정으로, (222c)에서는 ‘싶다’라는 심리적 행위(희망)의 도달점에 대한 

지정으로, (222d)에서는 ‘않다’의 부인(부정) 행위의 도달점에 대한 지정으로 분석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은 (222)의 ‘-를’이 지금까지 살펴 본 ‘-를’과 동일한 의미

와 기능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다는 측면에서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222c)의 경우에는 조사 ‘-를’ 대신에 ‘나도 집에 가고-가 싶어’와 같이 

이 조사 ‘-가’가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조사 ‘-가’와 ‘-를’의 대응은 아래

와 같은 구문에서도 관찰된다.

(223) a. 그 애가 뭐- {
∅가
를} (그렇게) 좋다고/예쁘다고/착하다고/싫다고/... 그러는지 모

르겠어.

287) ‘강조’라는 것 자체가 화자의 판단을 나타낸다는 점을 생각할 때, 기존 연구의 설명은 

사실상 조사 ‘-를’이 ‘강조의 대상’을 지정하는 ‘양태 조사’임을 의미하고, 이는 이 연구에

서 조사 ‘-를’이 ‘도달점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라는 주장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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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좋기/예쁘기/착하기/싫기/없기/있기-는 뭐- {
∅가
를} 좋아/예뻐/착해/싫어/없어/

있어?

(223)에서 조사 ‘-가’와 ‘-를’이 대응되는 것은, 형용사의 주어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의미역이 ‘대상역’(Theme)으로 파악된다는 사실과, 이들 두 조사의 의미가 공통적

으로 ‘선택 지정’이라는 것과, 둘 다 ‘양태 조사’로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즉, (223)에서 ‘뭐’는 ‘좋다’나 ‘예쁘다’ 등과 관계가 있는 개체를 지

칭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도 있고, 화자의 판단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될 수

도 있어서, 그 개체를 지정하는 데 단순 ‘선택 지정’의 ‘-가’가 쓰일 수도 있고 ‘도

달점 선택 지정’의 ‘-를’이 쓰일 수도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288) 이와 같이 

보조 동사 구문이나 일부 형용사 구문에서 조사 ‘-가’와 ‘-를’이 대응될 수 있다는 

사실도, 조사 ‘-를’의 의미가 ‘-가’와 ‘선택 지정’이라는 의미적 공통성을 가진 ‘도달

점(대상) 선택 지정’이기 때문임을 보여 둔다.289)

288) 이러한 용법은 한국어에서 매우 자연스럽고 생산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형용사인 구문에서 명사에 조사 ‘-를’이 쓰일 수 없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현상

으로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서술어의 논항으로 판단되는 명사

에서 조사 ‘-가’와 ‘-를’이 대응되는 것으로 논의된 예는 앞절의 논의를 참조.

289) 조사 ‘-를’과 ‘-가’의 공통성은, 기존 연구에서 ‘격 표지’로 분류한 조사들 중에서 ‘-가’

와 ‘-를’만이 다른 양태 조사 ‘-는’이나 ‘-도’와 마찬가지로 ‘이다’ 분열문 구성에서 나타

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i) a. 철수-가 이-를 먼저 만났다.

a‘. 철수가 먼저 만난 것은 이-∅/*를- 다.

a". 이를 먼저 만난 것은 철수-∅/*가- 다.

b. 이-가 철수-만-을 좋아했다.

b'. 이가 좋아한 것은 철수-만-∅/*을-이었다.

b". 철수만을 좋아한 것은 이-∅/*가-이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를’은 조사 ‘-가’와 동일하게 ‘이다’ 앞에서 쓰일 수 없으며, 

‘* 이가 철수-가-를/는/도 좋아했다’와 같이 목적어 자리에서 ‘-가’와 ‘-를’이 같이 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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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사 ‘-가’와 ‘-를’의 대응을 보이는 것으로 지적되

어 온 ‘중립 동사’와 ‘피동사’ 구문과 같은 단문이나 ‘주어 인상 구문’과 같은 복문

에서도 조사 ‘-가’와 ‘-를’은 문장 성분에 대한 표지가 아니라, 3.1절과 3.2절에서 제

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각기 ‘선택 지정’과 ‘도달점 선택 지정’의 의미를 가진 ‘양태 

조사’임이 확인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조사 ‘-가’와 ‘-를’의 중출 구문에 대해서 논

의하는데, 조사 ‘-가’와 ‘-를’의 중출 역시 화자의 판단과 관계가 있음을 보인다.

3.4 부가어와 ‘-가’와 ‘-를’의 실현

‘-가’는 단순히 사태와 관계된 개체에 대한 ‘선택 지정’이라는 의미가 있고 ‘-를’

은 ‘도달점 선택 지정’의 의미가 있다는 것은 3.3절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동일 

조사 중출이 명사의 어휘의미와 관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에서도 확인된다. 편

의상 앞에서 들었던 예를 다시 제시한다.290)

(224) a. 토끼-가 앞발-이 짧다.

b. 철수-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c. 그-가 웃옷-이 단추-가 떨어졌다.

d. 서울-이 집-이 마당-이 좁다.

(225) a. 냉장고-가 현대전자사 제품-이 튼튼하다.

b. 차-가 큰 것-이 안전하다.

c. 학생-이 하나-가 왔다.291)

수 없다는 사실 역시, 조사 ‘-를’의 의미가 ‘도달점 선택 지정’으로서 ‘-가’의 단순 ‘선택 

지정’이라는 의미와 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90) Yang(1972)에서는 명사구 사이의 관계에 따라, ‘전체/부분’, ‘부류/성원’, ‘유형/사례’, 

‘총수량/수량’, ‘피 향자/ 향자’의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291)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구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반드시 선행어를 요구하는 의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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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a. 철수가 순이-를 등-을 었다.

b. 순이가 철수-를 등-을 때렸다.

위에서 제시된 예들은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쉽게 설명되는데, 먼저 ‘-가’ 중출 

구문부터 살펴 보자. (224)의 예는 아래와 같이 분석된다.

(227) a. 토끼-가 앞발-이 짧다.

a'. {토끼}=x1 ⊆ {x-의 앞발}=y1 ⊆ {y-가 짧다}

b. 철수-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b‘. {철수}=x1 ⊆ {x-의 부모님}=y1 ⊆ {y-가 돌아가셨다}

c. 그-가 웃옷-이 단추-가 떨어졌다.

c‘. {그}=x1 ⊆ {x-의 웃옷}=y1 ⊆ {y-의 단추}=z1 ⊆ {z-가 떨어졌다}

d. 서울-이 집-이 마당-이 좁다.

d‘. {서울}=x1 ⊆ {x-의 집}=y1 ⊆ {y-의 마당}=z1 ⊆ {z-가 좁다}

(227)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가’가 결합한 명사구는 후행 표현의 부분집합으로 

분석되고, ‘-가’는 각각의 변항에서 가능한 부분 집합들 중의 하나를 ‘선택 지정’하

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 사이의 

관계가 실제 세계에서 일정한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즉 ‘앞발’은 그것을 소유한 

‘동물’과, ‘부모님’은 인척 관계를 가지는 ‘사람’과, ‘단추’는 그것이 달려 있는 ‘옷’

과, ‘집’은 그것이 존재하는 ‘장소’와 실제 세계에서 접한 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 있는 가능한 여러 개체들 중의 하나를 조사 ‘-가’로 지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선행 명사구와 후행 명사구 사이의 관계가 실제 세계에서 일

어휘로 판단된다.

    (i) a. 학생이 왔다.

b. *한 명이 왔다.

    (ii) a. ??*누가 한 명이 왔어?(반문으로만 가능)

b. ??*학생이 한 명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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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관계로 쉽게 파악될 수 있을 때 조사 ‘-가’가 쓰인다는 것은 아래의 예에서도 

확인된다.

(228) a. ??*철수-가 닭-이 작다.

a'. 철수의 닭-이 작다.

b. ??*철수-가 이웃집 아저씨가 술주정을 했다.

b'. 철수의 이웃집 아저씨가 술주정을 했다.

(228a, b)가 비문으로 느껴지는 것은,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가 실제 세계에서 

일정한 관계에 있다는 정보가 주어지지 않으면, 추론에 의해서만 그 관계를 파악

해야 하는데, 두 명사 사이에서 파악될 수 있는 관계가 매우 다양해서 그 관계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28a, b)는 맥락이나 상황 또는 지

식에 의해서 ‘철수’와 ‘닭’, ‘철수’와 ‘이웃집 아저씨’의 관계가 이미 파악되어 있는 

경우에만 용인가능한 문장으로 수용될 수 있다. 이와 반면에, (228a', b')는 조사 

‘의’를 통해서 후행 명사가 선행 명사와 실제 세계에서 존재하는 관계로 표현되기 

때문에 추론해야 하는 관계의 폭이 훨씬 적어져서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는 것으

로 분석된다.292)

(229) a. 냉장고-가 현대전자사 제품-이 튼튼하다.

a'. {냉장고} = x1 ⊆ {현대전자사 제품} = y1 ⊆ {y-가 튼튼하다}

b. 차-가 큰 것-이 안전하다.

b'. {차} = x1 ⊆ {큰 것} = y1 ⊆ {y-가 안전하다}

c. 학생-이 하나-가 왔다.

c'. {학생} = x1 ⊆ {하나} = y1 ⊆ {y-가 왔다}

(229)는 (225)의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의 관계를 집합 관계로 표상한 것인데, ‘-가’

가 쓰인 선행 명사는 후행 표현의 부분집합으로 분석되고, ‘-가’는 각각의 변항에 

292) 김광해(1984)에서는 조사 ‘의’의 의미를 ‘실재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관계’를 표시하는 

어휘 항목으로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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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될 수 있는 여러 개의 가능한 부분 집합들 중의 하나를 ‘선택 지정’하는 것으

로 분석된다. 이 역시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의 관계가 실제 세계에서 일정한 관

계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설명되는데, ‘냉장고’는 ‘제품’의 한 종류이고,293) 

‘차’는 ‘큰 것’이라고 크기를 말할 수 있는 개체의 한 종류이고, ‘학생’은 ‘하나’로 

셀 수 있는 수많은 개체들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선택 지정’의 조사 ‘-가’가 쓰이

는 것으로 분석된다.

(230) a. 한국과 일본의 관계/유대-가 깊다.

a'. {한국과 일본의 관계/유대}=x1 ⊆ {x-가 깊다}

b.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유대-가 깊다.

b‘. {한국}=x1 ⊆ {x와 일본과의 관계/유대}=y1 ⊆ {y-가 깊다}

c. 한국과 일본-이 관계/유대-가 깊다.

c‘. {한국과 일본}=x1 ⊆ {x(=복수명사)의 관계/유대}=y1 ⊆ {y-가 깊다}

(230)에서 ‘한국’과 ‘일본’은 ‘*관계가 깊다’와 같은 문장이 성립할 수 없다는 사

실에서 ‘관계’라는 명사가 요구하는 논항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서도 

‘-가’의 쓰임은 동일하게 분석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관계’의 논항인 ‘한국’과 

‘일본’은 (230a, b, c)와 같이 여러 가지 조사와 함께 실현될 수 있는데, 조사 ‘-가’

의 실현은 선행 명사가 후행 명사의 논항(즉 변항)이 될 수 있는 여러 부분집합들 

중의 하나를 ‘선택 지정’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발화 맥락에 따라 파악되어

야 하는 변항이 무엇으로 설정되었느냐에 따라, (230b')와 같이 설정된 경우에는 

‘한국’이 지정될 수도 있고, (230c')와 같이 설정된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이 지정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명사가 요구하는 논항에서 관계된 개체에 대한 ‘선택 지정’의 조사 

‘-가’가 쓰임으로써 동일 조사 중출 구문을 형성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예에서도 

293)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83a)와 동일한 관계에 있는 ‘*개가 진돗개가 리하다’의 경우

에는 조사 ‘-가’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데에서도 ‘-가’가 발화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는 

여러 개체들 중의 하나에 대한 ‘선택 지정’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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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다.

(231) a. 철수-가 이와 의견-이 다르다.

b. 철수와 이-가 의견-이 다르다.

c. 철수의 의견-과/이 이의 의견-이/과 다르다.

d. 철수와 이의 의견-이 다르다.

e. *철수의 의견-이 이의 의견-이 다르다.

(232) a. 철수-가 민수와 성격-이 비슷하다.

b. 철수와 민수-가 성격-이 비슷하다.

c. 철수의 성격-과/이 민수의 성격-이/과 비슷하다.

d. 철수와 민수의 성격-이 비슷하다.

e. *철수의 성격-이 민수의 성격-이 비슷하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231)과 (232)의 ‘비교 구문’에서는 명사 ‘의견’이나 ‘성격’이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가어들에 조사의 실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 역시 조사 ‘-가’가 관계된 개체의 ‘선택 지정’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임을 보

여 주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다르다/비슷하다’가 나타내는 사태와 관계된 ‘의견/

성격’을 각기 d의 문장과 같이 ‘수식어-피수식어’의 형식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다

시 ‘의견/성격이 다르다/비슷하다’의 사태와 관계된 개체를 각기 a, b와 같이 지정

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조사 ‘-를’의 경우에는 ‘-가’의 경우보다 쓰임에 제약이 많은데,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된 것처럼 ‘-를’은 두 명사구 사이의 관계가 ‘비분리 소유’의 관계일 때만이 중

출될 수 있다. 이는 ‘-를’의 ‘도달점 선택 지정’이라는 의미 때문에 행위의 도달점

이 일치되는 경우인 ‘비분리 소유’의 경우에만 조사 ‘-를’이 중출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94)

(233) a. 순이가 철수-를 손-을 쳤다/잡았다/ 었다/보았다...

a'. 순이가 철수-의 손-을 쳤다/잡았다/ 었다/보았다...

294) 우형식(1996)에서 ‘전체-부분’ 관계, ‘대상-행동’ 관계, ‘대상-수량’ 관계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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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순이가 철수-를 차-를 쳤다/잡았다/ 었다/보았다...

b'. 순이가 철수-의 차-를 쳤다/잡았다/ 었다/보았다...

(233a)는 앞에서 살펴 본 (227)과 동일하게 분석되는데, 선행 연구들에서 지적된 

것처럼, 선행 명사로 표현된 대상(‘철수’)에 대한 행위가 후행 명사로 표현된 대상

(‘손’)에 대한 행위로 파악될 수도 있고, 후행 명사에 대한 행위가 곧 선행 명사에 

대한 행위로 파악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있는 ‘대상’을 조사 ‘-를’

로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233a, a')는 둘 다 가능하지만 그러한 

관계에 있지 않은 개체가 표현된 (233b)가 비문이라는 데에서 확인된다. 이와 같이 

서술어로 표현된 행위의 ‘대상’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비분리 관계’에 

조사 ‘-를’이 중출된다는 것은 아래의 예에서 확인된다.

(234) a. 순이가 철수-를 옷-을 잡았다/보았다.

b. 순이가 철수-의 옷-을 잡았다/보았다. (중의적)

(235) a. *순이가 철수-를 옷-을 찢었다/좋아했다...

b. 순이가 철수-의 옷-을 찢었다/좋아했다... 

(234a)는 ‘잡다’나 ‘보다’라는 행위가 ‘철수’와 ‘옷’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만, 

즉 발화 상황에서 두 개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만 해석되지만, (234b)는 

‘철수’와 ‘옷’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행위로도 ‘옷’에만 이루어지는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와 반면에 ‘찢다’나 ‘좋아하다’와 같은 동사들은 (235)에서 볼 수 있듯

이, 두 대상에 대한 동시 행위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비분리 관계’

라는 것이 단순히 두 명사들 간의 관계가 아니라 서술어로 표현되는 행위를 고려

해서 파악되는 것이며, 조사 ‘-를’이 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도달점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임을 보여 준다.

‘-를’이 ‘도달점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임은 아래와 같은 수량사 구문에서도 확

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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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a. 철수는 친구-를 두 명-을 만났다.

b. 철수는 친구 두 명-을 만났다.

c. 철수는 학생이 아니라 친구-??*∅/를 두 명-을 만났다.

d. 철수는 학생 세 명-이 아니라 친구 두 명-을 만났다.

(236a, b)에서 볼 수 있듯이, 수량사 구문에서 조사 ‘-를’의 중출은 일반적으로 수의

적인 현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236c)에서 볼 수 있듯이, 발화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는 다른 대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를’이 쓰여야 한다는 사

실은, 조사 ‘-를’이 행위의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여러 대상들 중의 한 개체를 

행위의 ‘도달점(대상)’으로 지정하는 ‘양태 조사’임을 보여 준다.

(237) a. 사장이 건물-을 증축-을 계획했다.

b. 사장이 건물-에 대한 증축-을 계획했다.

c. 사장이 건물-∅/의 증축-을 계획했다.

(238) a. 사장이 건물-∅/을 증축 중이다.

b. *사장이 건물-의/에 대한 증축-을 계획했다.

(239) a. 의사가 암환자-를 수술-을 시작했다.

b. 의사가 암환자-에 대한 수술-을 시작했다.

c. 의사가 암환자-∅/의 수술-을 시작했다.

(240) a. 의사가 암환자-∅/를 수술 중이다.

b. *의사가 암환자-의/에 대한 수술 중이다.

(237)과 (239)는 ‘서술성 명사’가 쓰인 구문에서 조사 ‘-를’의 중출이 가능함을 

보여 주는데, (237b, c)와 (239b, c)에서 볼 수 있듯이 ‘증축’이나 ‘수술’이라는 행위

의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는 여러 가지 조사가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

한 조사의 실현은 문장의 서술어 ‘계획하다’나 ‘시작하다’와 같은 서술어에 의해서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238a)와 (240a)에서 볼 수 있듯이 ‘증축’이나 ‘수술’과 같은 

‘서술성 명사’가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38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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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b)가 불가능한 것은, ‘-의’나 ‘-에 대한’은 행위의 대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수술’과 관계된 개체에 대한 ‘한정’만을 나타내므로, ‘증축 중’이나 ‘수술 중’과 같

은 ‘지속되는 행위’의 대상으로 파악되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명사

의 의미적 특성과 후행 표현의 의미에 따라 조사 ‘-를’의 실현이 가능한 현상 역시 

조사 ‘-를’ 화자가 판단하는 행위의 대상을 지정하는 ‘도달점 선택 지정’의 양태 조

사임을 보여 준다.

용언의 어휘의미나 명사구의 어휘의미와 관계되는 것으로 파악되지 않는 부가

어에도 조사 ‘-가’가 쓰임으로 해서 동일 조사 중출 구문을 형성하는 예를 관찰할 

수 있다. 아래에 예를 제시한다.295)

(241) a. 그 아이-가 원래-가 예뻤다.

b. 눈이 하얗게 내린 것-이 그 곳의 경치-가 참 좋더라. (남기심 1991에서 인용)

c. 물이 맑고 깨끗한 것-이 그 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더군.

d. 사람들 말-이 그-가 좋은 사람이라더군.

이러한 예들 역시 ‘-가’가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임

이 확인된다.

(242) a. 그 아이-가 원래-가 예뻤다.

a'. {원래} ⊆ {{그 아이-가 예쁘다}의 과거 시점}

b. 눈이 하얗게 내린 것-이 그 곳의 경치-가 참 좋더라. 

b'. {눈이 하얗게 내린 것} ⊆ {{그 곳의 경치-가 참 좋다}의 판단}

c. 물이 맑고 깨끗한 것-이 그 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더군.

c'. {물이 맑고 깨끗한 것} ⊆ {{그 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다}의 판단}

d. 사람들 말-이 그-가 좋은 사람이라더군.

d'. {사람들 말} ⊆ {{그-가 좋은 사람이다}의 판단}

295) ‘철수가 운동장을 30분을 뛰었다’처럼 부가어 ‘30분’에 ‘-를’이 쓰여서 ‘-를’ 중출 구문

을 형성하는 경우는 3.2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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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2a)에서 ‘원래’와 ‘그 아이가 예뻤다’는 실제 세계에서 파악될 수 있는 관계로

서 ‘원래’가 ‘그 아이가 예뻤다’의 시점을 나타내는 여러 부분 집합들 중의 하나이

기 때문에 조사 ‘-가’로 ‘선택 지정’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쁘다’는 속성은 

지속적이기는 하지만 가변적인 속성이어서 그 속성이 존재하는 때를 여럿으로 파

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원래’로 지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242

b)∼(242d)는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나 이유 등을 현실 세계에서의 관계에서 추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가 쓰여 그것이 결합한 선행 표현이 후행 표현의 한 부

분집합임을 지정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것은 (242b, c, d)에서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종결어미가 쓰이지 않은 아래의 예가 용인가

능성이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데에서 그 타당성을 찾을 수 있겠다.

(243) a. ??눈이 하얗게 내린 것-이 그 곳의 경치-가 참 좋았다.

b. ??물이 맑고 깨끗한 것-이 그 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었다.

c. ??*사람들 말-이 그-가 좋은 사람이었다.

(244) a. *눈이 하얗게 내린 것-∅/은/도 그 곳의 경치-가 참 좋더라.

b. *물이 맑고 깨끗한 것-∅/은/도 그 곳-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더군.

c. ??*사람들 말-∅/은/도 그-가 좋은 사람이라더군.

또한, (244)에서 볼 수 있듯이, 첫 번째 명사구에 개체 지정의 ‘-가’가 쓰이지 않거

나 다른 ‘양태 조사’가 쓰이면 비문이 되는 현상에서도 조사 ‘-가’가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임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부가어에 조사 ‘-가’가 쓰임으로써 동일 조사 중출 구문을 형성하는 

경우는 앞에서 살펴 본 동일 조사 중출 구문과 혼성되어 쓰일 수 있다.

(245) a. 동대문 시장-이 밤 늦게-가 손님-이 많다.

b. 눈이 하얗게 내린 것-이 그 곳-이 경치-가 참 좋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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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a. 철수가 세 시간 동안-을 벽-을 페인트-를 칠하더니만 ...

b. 철수가 세 시간 동안-을 이-를 손목-을 붙잡고서 ...

위와 같이 조사 ‘-가’가 서술어의 논항 여부나 명사(구)의 문법적 관계와 관계 없이 

여러 종류의 문장 성분들에 쓰일 수 있는 것 역시 조사 ‘-가’가 화자의 판단―그것

이 쓰인 명사가 문장에서 차지하는 의미적 관계가 추론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

는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조사 ‘-를’의 의미는 거리, 시간, 횟수 등을 표현하는 ‘-를’이 쓰인 명사가 부가

어로 판단되는 구문에서도 ‘도달점 선택 지정’임이 확인된다.

(247) a. 철수는 집부터 역까지/4km-를 뛰었지만, 결국 기차를 놓쳤다.

b. 이는 낮에 두 시간 동안-을 잤다.

c. 두 사람은 고작 다섯 번-을 만나고 결혼했다.

(247)에서 조사 ‘-를’이 쓰인 명사(구)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로 ‘전체성’의 의미와 

관련해서 언급되었는데,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전체성’의 의미는 ‘대상’이라는 의

미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247)의 각 명사(구)는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의 

‘도달점’으로 파악할 수 있다. (247a)의 ‘집부터 역까지/4km’라는 일정 ‘거리’가 ‘뛰

다’라는 행위의 결과로서의 ‘도달점’인 거리로, (247b)의 ‘두 시간’은 ‘놀다’라는 행

위의 결과로서의 ‘도달점’인 ‘시간’으로, (247c)의 ‘다섯 번’은 ‘만나다’라는 행위의 

‘도달점’인 ‘횟수’로 파악할 수 있고, 이를 조사 ‘-를’이 ‘선택 지정’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247)의 명사(구)에서 ‘전체성’의 의미가 특히 분명하게 파악되는 것은 그것

이 ‘선택 지정’의 조사 ‘-를’이 쓰여서 하나의 ‘개체’로 파악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에’와 ‘-를’이 대응되는 각 구문들 사이에 의미

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데에서 확인된다. 

(248) a. 철수는 대문부터 현관까지-에 꽃-을 다 심었다.

b. 철수는 대문부터 현관까지-를 꽃-을 다 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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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철수는 대문부터 현관까지-에 다 꽃-을 심었다.

d. 철수는 대문부터 현관까지-를 다 꽃-을 심었다.

(249) a. 이는 두 시간 동안-에 잠-을 다 잤다.

b. 이는 두 시간 동안-을 잠-을 다 잤다.

c. ??# 이는 두 시간 동안-에 다 잠-을 잤다.

d. 이는 두 시간 동안-을 다 잠-을 잤다.

(248a)는 ‘다 심은 것’이 ‘꽃’으로만 해석되는 데 반해, (248b)는 ‘다 심은 것’이 ‘대

문부터 현관까지’의 공간과 ‘꽃’ 중의 어느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다’의 

어순을 바꾸면, (248c)는 이상한 문장이 되지만 (248d)는 오히려 중의성이 해소되

는 현상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249)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파악된다. 이처럼 조

사 ‘-를’이 쓰이면 ‘다’에 의한 수식이 가능한 것은, 조사 ‘-를’의 ‘도달점 선택 지정’

이라는 의미로 인해 명사가 나타내는 대상이 한 단위로 파악되고, 따라서 ‘전체’나 

‘복수’의 해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도 곧 조사 ‘-를’이 ‘도달점 선

택 지정’의 ‘양태 조사’임을 입증한다.

그런데 위의 예에서는 조사 ‘-를’의 유무에 따른 의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

지 않는데, 이는 거리, 시간, 횟수 등의 표현 자체가 행위의 결과로서 파악되기 때

문에 행위의 ‘도달점’을 나타내는 조사 ‘-를’의 의미와 중화되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예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50) a. 철수는 집부터 학교까지-??∅/를 가끔 뛰어갔다.

b. 철수는 낮에 두 시간 동안-∅/*을 틈틈이 책을 읽었다.

c. 두 사람은 다섯 번-??*∅/을 만나지 못하고 헤어졌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를’의 유무에 따라 의미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조

사 ‘-를’이 쓰이면 ‘거리, 시간, 횟수’가 서술어가 나타내는 행위에 따른 하나의 ‘도

달점’으로 지정되지만, ‘-를’이 쓰이지 않으면 각각의 개별 행위의 합으로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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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조사 ‘-가’와 ‘-를’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

는 논항이 아니라 부가어로 판단되는 문장 성분에 쓰여서 ‘동일 조사 중출 구문’을 

형성하는 경우에도, 각기 ‘선택 지정’과 ‘도달점 선택 지정’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

로 분석할 수 있음을 다시 확인하 다.296)

296) 이상의 논의를 통해 기존의 연구에서 별다른 논증없이 연구자에 따라 동일하거나 동

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온, 주어에 쓰인 조사 ‘-가’와 주어가 아닌 문장 성분에 쓰

인 조사 ‘-가’, 목적어에 쓰인 조사 ‘-를’과 목적어가 아닌 문장 성분에 쓰인 조사 ‘-를’

이 각기 동일한 조사임이 자연스럽게 밝혀졌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존의 

논의에서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이, 먼저, 조사 ‘-는’이나 ‘-도’와 대응이 동일하고, 둘째로, 

분열문 구성에서의 비실현이 동일하다. 셋째로, 부정 대명사 ‘아무’와의 결합에 따른 제

약이 동일하다. 넷째로, 이들 조사가 결합하는 명사의 의미적 특성이나 화용적 맥락에 

따른 실현 제약이 동일하다. 다섯째로, 다른 개체의 존재를 전제하는 ‘가장, 제일’ 등과 

같은 부사에 따른 필수적인 실현 현상이 동일하다. 이는 “ 이는 무엇보다도 예쁘지

-??*∅/가/를 않다”와 같은 장형 부정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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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이 연구는 조사 ‘-가’와 ‘-를’을 중심으로 한국어 문법에서 많은 논란이 되어 왔

던 조사의 의미와 기능을 밝히고자 하 다. 기존의 문법에서 ‘격 조사’로 분류되어 

온 조사들은 일반적으로 명사(구)와 서술어 사이의 통사‧의미적 관계를 표시하는 

의미가 없는 ‘격 표지’라고 설명되어 왔는데, 이러한 관점에서의 설명은 한국어에

서 조사가 보여 주는 현상들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에 많은 문제를 드러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타났는데, 한 문장 안에서 조

사의 실현이 어떠한 조건에서 실현되는가를 설명하는 관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로 나뉜다. 기존의 논의에서 주장된 격 할당 이론은 각각 ‘구조격’, ‘의미격’, ‘화용

격’으로 나뉜다. 이들의 주장이 타당한가를 살펴 보기 위해서는 ‘격 이론’의 근본적

인 개념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그 결과 한국어에서 ‘격 범주’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 다. 

먼저, ‘격’은 인구어 명사의 형태 변화에 근거한 개념으로서 인구어에서는 명사

의 형태 변화가 대체로 문장 성분과 일치한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명사의 형태 변

화가 없고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조사가 있으나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하나의 조사가 하나의 문장 성분과 일치하지도 않으며, 인구어의 ‘격 접사’와는 달

리 명사에만 결합하지 않는다.

둘째로 조사의 형태를 기준으로 격을 정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어

에서 조사는 매우 다양해 조사 형태에 따른 격 정의는 사실상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로, ‘격’을 문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정의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한국

어에서는 각각의 문법적 관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 조사가 매우 다양하고, 하나의 

조사가 여러 가지 문법적 관계에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은, ‘격’을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는 조사로 파악할 수 없음을 보았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고 각각의 격 이론을 살펴 보았다.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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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용인되고 있는 ‘구조격’은 생성문법 이론에 기반을 두고서 ‘격 표지’가 문장의 

통사적 구조 관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할당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러나 이 관

점은 조사의 유무에 따른 의미 차이를 설명할 수 없고, 같은 격 표지로 묶이는 조

사들이 중첩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고, 격 표지가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경우를 설

명할 수 없어서 부적절한 이론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논증은 이른바 ‘사격 조사’

의 경우에도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는 ‘의미역’ 개념에 기반을 두고서 ‘격’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원형 의

미역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역시 주어나 목적어가 가지는 의미적 특성

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있어도 ‘조사’와는 무관함을 확인하 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들 중에서 조사를 ‘주제 표지’나 ‘초점 표지’로 보는 관

점을 검토했는데, 이들의 관점은 동일한 조사가 항상 ‘주제’나 ‘초점’을 나타내지는 

않는다는 사실에서 그 역시 부적절한 것임을 입증했다. 조사가 ‘격’이라는 범주로 

설명되려면, 특정 조사가 나타내는 (혹은 표시하는) 문법적 관계는 그것이 통사적 

관계이든, 의미적 관계이든 항상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할 것이나, 이 연구에서 검

토된 바와 같이 ‘-가’와 ‘-를’은 그러한 행태를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관찰을 바

탕으로, 한국어에서는 조사가 항상 일정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격 

범주’를 설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이와 같은 사실은 기존의 연구들에서 ‘격 조사’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온 ‘주어’

나 ‘목적어’와 같은 문장 성분에 대한 규정도 잘못임을 뜻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Jackendoff(1990, 1997)의 ‘개념 구조론’을 수용하여 ‘주어’와 ‘목적어’는 서술어의 

‘어휘 개념 구조’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규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개

별 조사들의 분포적 사실을 바탕으로 조사의 체계를 다시 설정하 고, ‘-가’와 ‘-를’

은 조사 ‘-는’이나 ‘-도’와 함께 문장의 ‘화용 층위’에서 개입되는 ‘양태 조사’로 보

았다.

이와 같이 기존의 ‘격 이론’이 가지는 문제점과 이론적 전제에 기반한 가정은 

조사 ‘-가’와 ‘-를’의 실제 쓰임을 관찰한 3장에서 그 타당성이 확인되었고, 조사 ‘-

가’와 ‘-를’의 어휘의미를 분석하 다. 

조사 ‘-가’의 의미는, 부정칭을 나타내는 부정 대명사와는 어울리지 못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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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서 ‘선택 지정’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선택 지정’의 의

미가 기존의 논의에서 주장한 ‘배타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

았다. ‘배타성’은 조사 ‘-가’의 의미가 아니라 ‘-가’가 결합한 명사구가 문장에서 강

조되거나 초점을 받음으로써 나타나는 것임을 확인하 다. 그리고 조사 ‘-가’는 다

른 보조사 ‘-는’, ‘-도’와 같은 계열로 묶일 수 있는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로 분석되었다.

조사 ‘-를’의 의미는, 이전의 연구들에서 ‘전체성’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주로 

논의되었는데, 이 연구에서는 ‘-를’이 쓰인 명사구가 언제나 ‘전체성’의 의미를 가

진 것으로 파악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전체성’은 ‘-를’의 ‘대상성’이라는 의미에서 

파악되는 것임을 보 다. 그리고 ‘-를’이 쓰이는 명사구가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행위의 ‘대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는 최현배(1937/1983)의 논의를 발전시켜 ‘-

를’이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행위의) 도달점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임을 보

다. ‘-를’에 대해서도 ‘배타성’의 의미가 있다는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 는데, 이 역

시 ‘-를’의 의미가 아닌 강조나 초점에 의한 의미임을 확인하 다. 또한 ‘-를’도 ‘-

는’, ‘-도’와 같은 계열로 묶이는 ‘양태 조사’임을 확인하 다.

조사 ‘-가’와 ‘-를’이 각기 의미를 가진 ‘양태 조사’임은 이들 조사의 실현 유무

와 다른 조사와의 대응이나 중첩을 보이는 구문들에서 확인하 다. 이들 조사의 

대응이나 중첩과 중출은 크게 용언의 어휘의미와 관계가 있는 것, 명사의 어휘의

미와 관계가 있는 것, 부가어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검토하 다. 

먼저 다른 조사와의 대응을 보이는 ‘-가’ 중출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이들 중

출 구문에서 ‘-가’의 의미는 ‘선택 지정’이고 조사의 사용이 명사구 간의 관계에 대

한 화자의 판단에 의한 것임을 관찰하 는데, 이는 앞에서 분석한 조사 ‘-가’가 ‘선

택 지정’의 ‘양태 조사’라는 분석이 타당함을 보여 주었다.

조사 ‘-를’도 용언의 어휘의미와 관련된 논항에서 중출되는데, 대응되는 조사에 

따라 ‘-에’와 ‘-를’ 대응, ‘로’와 ‘-를’ 대응, ‘-에’와 ‘-를’ 대응과 ‘로’와 ‘-를’ 대응이 다 

나타나는 경우의 세 가지로 나뉜다. 이들 각각의 유형에서 ‘-를’이 중출하는 경우

와 ‘-를’이 중출하지 못하는 경우를 비교한 결과 명사구의 어휘의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것은 ‘-를’의 ‘도달점 선택 지정’의 의미가 명사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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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의미와 충돌을 일으키거나, 선행 명사와 후행 명사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없

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를’의 사용이 화자의 판단

을 나타내는 ‘도달점 선택 지정’의 ‘양태 조사’이기 때문이라는 앞장에서의 분석이 

타당함을 보여 주었다.

명사의 어휘의미와 관련된 동일 조사 중출 구문에서도 조사 ‘-가’와 ‘-를’은 두 

명사 사이의 관계나 문장의 내용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임음

을 확인하 고, 이는 부가어로 판단되는 문장 성분에 조사가 쓰이는 예에서도 다

시 확인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가’나 ‘-를’의 중출이 통사적인 장치에 의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화용적인 조건에 의해서 문장의 형식 구조 속에 반 된다는 사

실을 확인하 고, 조사의 사용은 문장의 의미 내용에 대한 화자의 판단과 접한 

관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 연구는 조사 ‘-가’와 ‘-를’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그 문법적 특성을 밝히

는 데에 연구의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의 과

제로 삼는다. 먼저 문장의 구조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명사구 사이의 관계가 조사 ‘-가’와 ‘-를’의 

중출과 접한 연관이 있음을 밝혔으나,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또다른 제약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사 ‘-가’와 ‘-를’이 화자의 판

단을 나타내는 ‘양태 조사’로서 다른 보조사 ‘-는’이나 ‘-도’와 같은 계열로 묶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양태 조사’로 보이는 조사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개별 조사

마다의 문법적 특징에 대한 세 한 연구를 통해 밝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 

‘양태 조사’는 화용적인 조건과 아주 접한 관계에서 쓰이는 것일텐데, 화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더 연구되

고 확충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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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articles of Korean

―focused on ‘-ka’ and ‘-lul’―

Ko, Seok-Ju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make the grammatical properties of the particles of Korean 

clear, especially ‘-ka’ and ‘-lul’. In general, the particles of Korean have been divided 

into ‘case particles(or markers)’ which are described as the representation of the 

relationship of the noun with predicate, and ‘determiner(or semantic particles)’, 

which qualify the meaning of a noun. ‘-Ka’ and ‘-lul’ are especially described to be 

‘structural case markers’ that have no meaning and just represent the grammatical 

relation of the noun. However, this explanation has many problems, so that it is not 

able to rationally explain the usage of the particle of Korean.

I review the basic notion of ‘case theory’, which was proposed by others, and 

the usage of a so called ‘case marker’, then propose that ‘case’ is not able to be 

established in Korean, based on the following facts.

Firstly, there is no form of noun which corresponds to ‘case form’ of noun in 

European language. Secondly, the particle of Korean is able to associate with the 

categories of a phrase or clause, while ‘case affix’ in European is only associated 

with the noun. Thirdly, the grammatical relation of a noun does not have one-to-one 

relationship with a particular particle in Korean. Fourthly, the notion of ‘case 

marker’ could not explain the difference of meanings due to the presence and the 

absence of the particle, and the limitation of the presence of the particle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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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r context. Fifthly, it could not be explained that the particles are combined 

with other particles in Korean. Sixthly, ‘-ka’ and ‘-lul’ must not be associated with 

an indefinite pronoun. Seventhly, the particles of Korean, especially ‘-ka’ and ‘-lul’, 

have no unique function which is syntactic or semantic, or pragamtic, if Korean has 

‘case marker’.

On the basis of the above observations and the distributional facts of the particle, 

I proved that ‘-ka’ and ‘-lul’ are not ‘case markers’ which represent the grammatical 

relation of a noun, but must be analysed as ‘modal particles’ reflecting the speaker's 

inference on the meaning of a sentence and the hearer's interpretation, and therefore 

belong to the determiner, which consists of ‘-nun’ or ‘-to’ etc.

The meaning of ‘-ka’ is clarified to be ‘selectional listing’ based on the fact that 

‘-ka’ is not associated with an indefinite pronoun. ‘Exhaustiveness’ proposed by 

others as the meaning of ‘-ka’ is a contextual meaning when a noun is given 

emphasis or focused in particular context. 

‘Totality’, which is proposed as the meaning of ‘-lul’ in others' literature, is 

proved to be the meaning due to ‘objectness’ of the meaning of ‘-lul’. And then, 

‘objectness’ is embodied in to be ‘selectional listing of reaching point (of action)’.

It is proved that ‘-ka’ and ‘-lul’ are ‘modal particles’ with the meaning, through 

the constructions in which has the presence and the absence of the particle, or the 

correspondence or combination with other particles. They are investigated dividing 

into the construction related with the lexical meaning of a predicate or a noun, and 

the adjunct nominals.

Through the discussion, ‘-ka’ and ‘-lul’ are not ‘case markers’ decided by the 

syntactic machinery, but are realized in the surface structure of a sentence by 

semantic or pragmatic condition, and thus they are ‘modal particles’ which represent 

the speaker's inference on the meaning of a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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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s: Korean, particle, case, case marker(particle), modal particle, selectional 

listing, selectional listing of reaching point (of 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