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科技部補助專題研究計畫成果報告

期末報告

韓國語格助詞省略現象硏究

計 畫 類 別 ： 個別型計畫

計 畫 編 號 ： MOST 104-2410-H-004-149-

執 行 期 間 ： 104年08月01日至105年07月31日

執 行 單 位 ： 國立政治大學韓國語文學系

計畫主持人： 朴炳善

計畫參與人員： 碩士班研究生-兼任助理人員：黃冠蓁
碩士班研究生-兼任助理人員：謝佳軒
大專生-兼任助理人員：王思予

報 告 附 件 ： 出席國際學術會議心得報告

中　華　民　國　105　年　10　月　29　日



中 文 摘 要 ： 在韓國語的名詞句中，常出現助詞不顯現及助詞省略的現象。特別
是在「必須格助詞」中，經常出現助詞省略的現象。本研究的目的
在於，透過觀察分析韓國語實際使用的資料(世宗語法分析語料庫
...等)，來探討韓國語格助詞的省略現象及闡明其特徵。 例如：當
主詞位置的助詞省略時，分析其助詞「/」暨「/」在主題語中實現
的狀況，並觀察使用助詞類的發話文之訊息構造，以探討「主題」
與這些助詞類有何關聯性。格助詞的省略現象特別是在口語中出現
頻繁，學習韓國語的外國人在發生實際使用格助詞的狀況時，較難
以理解格助詞實際意義的特性。
再者，韓國語學史中這種現象也並非單純的助詞省略，而可將此現
象視作韓國語助詞體系內獨立的文法現象。然而，在許多的先行研
究中為了將「無助詞現象」與其對應的「格助詞」做為一種對立觀
念的基礎上，才將其與「格」的概念一同論議。因此，本研究希望
能透過實際的韓國語資料，更加縝密地探究這樣的議題。

中文關鍵詞： 韓國語敎育, 格, 格助詞, 格助詞省略, 世宗韓國語言資料庫, 談
話語用

英 文 摘 要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the ellipsis of case marker phenomena in Korean. For this
study, this study uses the Sejong corpus I systematize the
usage of the ellipsis of case marker through comparing with
typical Korean case marker. For this, I analyze discourse
data in the view of quantitative way and also in the view
of qualitative way. As a result, I can find out that the
ellipsis of case marker shows the property of discourse-
pragmatic level by the speaker in the utterance scene. And
it also can show the utterance scene should be included in
the ellipsis of case marker sentence. On the other hand,
for example, ‘i/ga‘ and ‘eun/neun‘ have discourse-
pragmatic meanings such as the ‘emphasis‘ and the
‘contrast‘ respectively which have no immediate
connection with the utterance scene. This analysis shows
that each kind of particle has its own character in the
meaning and usage. I can say that the ellipsis of case
marker phenomena have an independent role on the equal
status with other kinds of particles. This discussion can
be a basis of setting up the he ellipsis of case marker
phenomena in Korean as the kind of particle specialized on
discourse-pragmatic level.

英文關鍵詞： case, case marker, ellipsis of case marker phenomena,
particle, discourse-pragmatic level, Sejong cor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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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연구의 목적과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 한국어 격조사 생략 현상을 구문 분석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실제 사용 자료를 양적・질적으로 분석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문형의 실현 양상으로서의 특징을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어에서 

명사구에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조사 생략현상은 특히 필수격 자리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조사 생략 현상이 원형을 설정하여 어떤 조사가 

나와야 함을 전제하지 않는다. 문장 성분에서 주어 자리나 기타 필수 성분 자리에 

격을 할당 받는데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다루면서, 같은 문장 성분에 

나타나는 조사들과의 비교를 통해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과 나타나는 것들의 

분포와 종류를 분석한다. 따라서 조사 생략 현상에서 ‘생략’이 원형이 있어서 

그것을 전제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님을 밝혀 둔다.   

(1) 저 φ 분 전화번호 φ 모르는데.                                  

       (2) 얘 φ 어디 φ 갔지?                                                    

한국어 예문의 ‘저 φ’, ‘얘 φ 는 문장성분이 주어인 명사구이다. 그리고 ‘전화번호 φ’, 

‘ ‘어디 φ’는 필수보어로 불려지는 것들이다. 이들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의 

명사구이며 모두 격조사나 그 외 조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들은 모두 실제 언어 

사용에서 자주 나타나는 필수격조사 생략 현상 명사구들이다. 조사 생략은 명사구에 



유형(有形)의 조사가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이므로 조사 생략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같은 위치에 유형(有形)의 조사가 나타나는 경우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생략가 나타나는 다양한 위치 중에서 주로 ‘주어’를 중심으로 

한 필수 성분(=필수격)에 주목하여 살펴 본다.  

조사 생략은 한국어 {이/가}와 {은/는} 문제와도 연관된 현상으로, 본 연구는 조사 

생략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조사 사용을 다룸으로써 이러한 종래의 논의에 대한 

반성도 포함한다. 

특히 한국어의 조사 생략 연구는 대다수가 외래의 각종 이론적 틀에 한국어 

조사의 문제를 적용시키고 있어서, 조사 생략 연구는 정착하지 못하고 이론적 

기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에 방법론적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실제 언어 사용자료를 이용해 조사 생략의 본질을 밝히고자 

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의 {은/는}은 분포가 자유로워 문장 내 다양한 위치에 

나타나는데, 주어에 한정시켜 보면 {은/는}은 실현된 주어의 약 28.1%에 사용되어 

{이/가}(4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다 1 . 또한 {은/는} 다음으로 

빈도가 높은 것이 조사가 나타나지 않은 조사 생략 주어로(약 8.7%), 주어 명사구에 

있어서 조사 출현(특히 조사 생략)을 논할 때 이들 세 조사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1
 박병선(2006)에서. 이 연구는 비교적 대규모 언어 자료인 21 세기 세종 계획의 ‘구문분석 

말뭉치’를 사용하여 한국어 주어에 나타나는 조사의 출현 양상을 조사한 것이다. 단 주어 

자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자료 전체의 66.1%이며, 위 수치는 주어가 나타난 33.9%의 

자료에 바탕하여 계산한 것이다.. 



실제 언어 사용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데이터를 보아도 타당성이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새로운 방법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조사 생략 현상은 조사라는 큰 문법항목의 일부 또는 주변적인 현상으로서 

다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며, 조사 생략 자체에 눈을 돌리고 있는 최근의 연구는 

반대로 다른 조사와의 관계나 조사 체계 내에서의 조사 생략의 위치 등의 문제를 

배제하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조사 생략를 보고 있다.  

２．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 

한국어 문법연구에 있어서는 {이/가}, {을/를}과 같은 소위 구조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은 현상에 대해 주로 연구되어 왔다. 있어야 할 자리에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에는 상당히 일찍부터 관심을 가져 왔으나 2  그것을 경제성 

등에 의한 단순한 조사의 생략으로 보는 것(최현배 1999=1929, 박승빈 1935, 

홍기문 1947, 이기백 1977 등)이 아닌 독자적인 의미나 기능을 가진 것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이숭녕(1953)의 ‘체언의 곡용’, 안병희(1966)의 

‘부정격(不定格)’ 등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격표지 3  또는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다룬 연구의 흐름은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이 현상을 ‘체언의 곡용’ 등 문장의 성분으로서의 명사구의 

                                                      
2

 한국어에서 조사 비실현에 관한 논의는 주시경(1910)의 ‘속뜻’에 관한 논의에서 이미 

나타나 있다. ‘속뜻’은 대부분 문장 구성 성분의 생략에 관한 것인데, 속격 조사가 

나타나지 않은 형태에 관한 처리는 격조사의 비실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격표지’와 ‘격조사’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조사’는 

격표지를 포함한 모든 조사를 나타낸다. 용어는 가능한 한 해당 연구자가 사용한 것을 

가지고 오겠다. ‘조사(助詞)’라는 명칭 자체는 ‘후사（後詞）’, ‘후치사(後置詞)’, ‘겻’, ‘토씨’, 

‘빛’, ‘格(語尾)’, ‘조사(助辞)’, ‘한정사(限定詞)’, ‘관련사(關聯詞)’ 등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다. 



‘격(格)’과 연관지어 다루는 것(Ramstedt 1939, 정렬모 1985=1946, 이숭녕 1953, 

김민수 1960, 안병희 1966, 민현식 1982, 이남순 1988, 1998 ㄱ, 1998 ㄴ 등)으로 

여기에는 Ramstedt(1939)의 ‘nominative’, 정렬모(1985=1946)의 ‘두루빛’, 

이숭녕(1953)의 ‘체언의 곡용’, 안병희(1966)의 ‘부정격’, 민현식(1982)의 

‘무표격(無標格)’ 등의 개념이 포함된다. 이러한 논의는 생성문법이나 격문법 등 

당 시대를 대표하는 외래 문법을 바탕으로 주로 문장 단위에서 고찰이 이루어진 

것이 많다. 최근 임홍빈(2006)은 조사 생략의 의미로서 ‘제시주제(提示主題)’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매우 통사적이어서 이 연구도 

조사 생략를 문장 단위에서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의 또 하나의 흐름은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담화 ・ 화용론 

층위에서 생각하고자 하는 논의들(이기동 1981, 프로스트 1981, 신현숙 1982, 

유동석 1984 등)이다. 이기동(1981)은 조사의 사용에 화자와 청자의 의식 문제가 

관여되어 있다고 했다. 프로스트(1981)는 {을/를}의 생략을 다루고 있는데 전달 

내용의 성질이나 언어진술, 화자간의 관계 등이 조사 생략의 원인이라 하고, 

일본어와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유동석(1984)은 ‘통보기능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조사 사용을 설명했다. 이들 연구는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의 

해석이 각각 다르긴 하나 모두 문장을 넘어서 담화 ・ 화용론 층위에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일치한다. 또 최근에는 문 ・ 통사와 담화 ・ 화용론의 종합적, 

다각적인 관점에서 조사 생략 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다(Lee & 



Thompson 1989, 김지은 1991, 최재희 2000, 스가이[須賀井] 2003 등). Lee & 

Thompson(1989)은 한국어 목적격 조사의 유무에 관한 조건이 부분적으로는 

문법적이고 부분적으로는 화용론적이라고 했다. 김지은(1991)은 문장과 담화의 

특성을 각각 고려하여 주어에 조사가 붙지 않는 현상의 환경을 관찰하고 있으며, 

최재희(2000)도 격포지의 비실현 조건으로서 화용적 조건, 통사적 조건, 의미적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여기서는 이들 선행연구 중 주된 것을 몇 개 소개하면서 

그 문제점 등을 정리하기로 한다. 

<문장 단위의 연구> 

① Ramstedt(1939)와 안병희(1966)의 ‘nominative’ 및 ‘부정격(不定格)’ 

개화기(1900 년 전후)의 서양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된 한국어 조사는 한국어의 

격을 명사의 곡용(declensions)으로 보는 관점에서 명사에 붙는 접사(接辭)로 

파악되었다 4 . 이러한 관점에서는 접사(조사)가 붙지 않는 명사도 곡용의 한 

형태로 인식되었는데, 그러한 논의의 대표적인 연구가 Ramstedt(1939)이다. 

Ramstedt(1939)는 ‘새집’, ‘새집들’, ‘새집에’와 같은 변화를 영어와 같이 굴절에 

의한 것으로 보고 굴절하지 않는 부분은 변화하는 부분에 대한 묘사나 

한정이라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어의 격을 곡용으로 보는 다음과 같은 

체계를 세웠다5. 

 

                                                      
4
 시정곤(1999)에서.  

5
 표의 한글 표기 및 굵은 글자는 필자가 첨가했다. 또 단어 등은 현재 표기로 바꾸어 

나타냈다.  



(3)   For persons 

┌─────┴─────┐ 

For things 

┌─────┴─────┐ 

Nominative = N 사람‘man’ 아이‘child’ 집‘house’ 나무‘tree’ 

Genitive = G 사람의 아이의 집의 나무의 

Dative = D 사람에게 아이에게 -- -- 

Locative = L 사람에 아이에 집에 나무에 

Accusative = A 사람을 아이를 집을 나무를 

Instrumental = I 사람으로 아이로 집으로 나무로 

(Ramstedt 1939:36)  

 

 

즉 조사가 붙지 않는 명사는 그대로 주격을 표시하고 조사 {-i}와 {-ga}는 

서술어에 대한 주어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낸다고 했다.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둘러싼 국내의 논의를 최초로 정리했다고 할 수 있는 안병희(1966)도 

이러한 Ramstedt(1939)의 논고를 받아들여 격어미(격조사)가 없는 일반 주격에 

대해 {이/가}가 특별한 주술관계를 나타낸다고 한 것은 탁견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안병희(1966)는 곡용어간에 서술어가 결합하면 주격, 체언이 결합하면 속격, 

타동사가 결합하면 대격이 표시된다고 하고 해당하는 격어미가 있으면 그 격은 

강조되어 통합관계는 명확해진다고 했다. 그리고 격이 강조되는 주격, 속격, 



대격과 함께 ‘부정격’을 곡용의 굴절표에 정립시킬 것을 제안했다. 

조사가 없는 명사구를 명사의 굴절형으로 보는 이러한 관점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구어의 문법에서 보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 현재 한국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품사로 여겨지는 

조사라는 카테고리를 전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부정하는 논의이므로 간단히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어 명사에 조사가 붙어서 나타낸다는 

‘특별한 주술관계’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위의 어떤 연구에서도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격’은 많은 연구자들에게 받아들여져 

조금씩 시점을 바꾸어 가며 속속 논의되었다. 부정격을 근거로 형태론적인 

입장에서 조사가 없는 현상을 살핀 것으로 민현식(1982)이 있다. 민현식(1982)은 

‘무표격(unmarker case)’라는 용어로 이 현상을 파악하고 격문법을 이론적 틀로 

하여 한국어의 단독체언, 즉 무표체언(無標体言)의 격기능을 설명하고자 했다.  

② 민현식(1982)의 격문법적 ‘무표격(無標格: unmarker case)’ 

민현식(1982)은 먼저 ‘체언의 통사 ・ 의미기능범주(semantactic function 

category)’인 격을 형태론적, 통사론적6, 의미론적 관점에서 정의하는데 그 결과 

격에는 7 개의 성분격(통사격, 표면격)과 15 개의 의미격(심층격, 내면격)이 있다고 

하고, 체언의 성분격과 의미격은 체언과 다른 어류(語類)와의 관계(N-N, N-V)에 

의해 결정되며 조사의 첨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또한 한국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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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의 논문에서 ‘통사(統辭)’, ‘통사(統詞)’, ‘통어(統語)’ 등으로 사용된 용어는 본 

연구에서 모두 ‘통사(統詞)’로 나타내기로 한다. 



조사류는 상황지시표지(狀況指示標識)이며 상황지시표지에 따른 발화상황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4)  

<基底(論理)意味> <発話状況意味> <発話文> <선택된 状況指示標識> 

{나} + {간다} + 単純指示  상황 나#
7
 간다 # 

〃 + 明示(強調)  〃 내가 간다 가 

〃 + 강조, 当為  〃 나야(말로) 간다 야(말로)  

〃 + 겸양       〃 나요 갑니다 요 

〃 + 관용, 강조  〃 나 말이야 간다 말이야 

〃 + 대조, 주제  〃 나는 간다 는 

(민현식 1982:21) 

상황지시표지로서의 무표격(#)의 전달정보는 ‘단순지시성(simple 

definiteness)’이라고 했으며, 무표격의 해석은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형태론적: 무표 #에 비해 조사(有標)는 명시적, 강조적임. 

・통사론적: 무표 #는 7 성분 자리에 모두 출현하지만 성분격 기능은 #에 의한 

것이 아니라 N_V 관계에 의해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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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표격표지(無標格標識). ‘φ’는 생략설에서 쓰는 것이라 하여 사용을 피하고 있다. 



・의미론적: 무표 #는 15 의미격에 실현될 수 있지만 그 의미격은 #에 의한 것이 

아니라 N_V 관계에 의해 결정됨. #의 의미소는 ‘단순지시성’일 뿐. 

마지막으로 무표격의 분포 및 유표격(有標格)의 생략 허용 환경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조사불필요형, 조사생략형, 조사필수형의 세 유형이 있으며 복합 및 

특수조사는 원칙적으로 생략불허의 조사라고 했다. 이 연구에서는 사전에서 

추출한 방대한 예를 위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조사의 

생략은 주격 {이/가}, 대격 {을/를}, 속격 {의}, 공동격 {와/과}에 많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상 민현식(1982)은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를 격문법에 응용하여 설명하고자 한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특히 무표격이라는 현상을 문법 체계 안에 정립하려고 한 시도는 본 

연구와도 상통한다. 또 한국어는 역사적으로 격표지가 없는(어순에 의해 

통사기능범주를 식별하는) 언어에서 격표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발달해 왔다는 

논의는 매우 시사적이다. 그러나 격문법에 맞춘 이 논의는 하나의 기술(記述)이 

될 수는 있겠으나 한국어의 조사 비실현 자체에 대해 ‘단순지시성’을 갖는다는 것 

이외에는 상세한 설명이 없다. 예를 들면 ‘나# 간다’라는 문장의 주어는 왜 

조사를 취하지 않는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의 의미인 ‘단순지시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해답이 없다. 무표격도 유표격처럼 각 기능을 발휘하고 



경우에 따라 필수적으로 혹은 임의적으로 발생한다는 결론만으로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 불충분해 보인다. 이러한 논의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이남순(1988)이다.  

③ 이남순(1988)의 통사구조적 ‘부정격(不定格)’ 

이남순(1988)은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통사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이 논의에 따르면 문장의 형상적인 

구조(Configurational Structure)에서 문장의 최상위 교점(S), 서술부의 최상위 

교점(VP0), 명사구 교점 아래에서 항과 항이 일차적으로 자매관계를 형성할 때 

격표지의 비실현형이 나타난다(       는 화살표의 양 끝에 있는 두 항이 

자매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5) 영이(가) 어머니(의) 편지(를) 읽는다. (S)  

                      S 

           NP0                          VP0(서술부)  

 

         영이(가)                    어머니(의) 편지(를) 읽는다 

  

                                  NP1                    V 

 



                          [어머니(의) 편지](를)         읽는다(타동사) 

  

                          NP2              N 

 

                         어머니(의)          편지 

  

(이남순 1988:15)  

 

따라서 문장 구성상 구조적으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구조적으로 얽매여 있는’) 

주격, 대격, 속격 등이 격표지의 비실현형으로 나타난다. 처격(여격), 조격, 공동격 

등 구조적으로 자유로운 것은 격표지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격이나 대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격표지의 비실현형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 문장의 형상적인 

구조상의 추이(Configurational Transiton)를 받아서 S 교점, VP0 교점 아래에서 

일차적으로 자매관계를 형성할 때에는 격표지의 비실현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이 논의에서는 격표지에 의해 격이 표시되는 주격, 대격, 속격 및 처격, 

조격, 공동격이 격표지가 실현되면 ‘정격(定格: Casus Definitus)’이며, 문장의 

통합만으로 격이 표시되는 주격, 대격, 속격의 격표지 비실현형은 ‘부정격(不定格: 

Casus Indefinitus)’, 처격, 조격, 공동격의 격표지 비실현형은 격표지의 

‘생략’이라고 구별하고 있다. 



그리고 격성분의 격표시에는 문장성분의 비워두기(Gapping), 

뒤바뀌기(Scrambling) 등이 영향을 끼친다고 했으며 ‘격성분의 서술동사와의 

근접정도’를 정격 혹은 부정격 실현에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또 화제(또는 주제: 

Topic)
8

, 프로미넌스(Prominence), 격중출, 재귀사문, 피동문, 내포문 등과 

격실현의 관계를 논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문장성분은 어떤 원인에 의해 자신의 

격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정격이 되고 격이 확실한 경우는 부정격이나 격표지의 

생략이 된다는 것이다. 부정격 또는 격표지의 생략의 가능성은 (화제>) 주격 > 

대격 > 처격(여격) > 조격 > 공동격 순이라고 했다. 

여기서 격관계가 아닌 언어적 개념으로 ‘화제’가 등장하는데, 뒤바뀌기에 의해 

문두로 이동한 주격이나 대격성분은 화제가 될 수 있다고 하고, 정격으로 실현된 

화제는 대조화제(조사가 붙은 명사구가 대조되는 것), 부정격으로 실현된 화제는 

제시화제라고 한 점이 주목된다. 또한 정격의 화제와 {은/는} 화제가 

프로미넌스의 유무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의 화제를 나타낸다 하여, ‘화제’의 

조사에 따른 의미를 다양하게 파악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민현식(1982)의 

‘단순지시성(#)’ 개념을 ‘제시화제’(뒤바뀌기로 문두에 왔을 때)로 파악하고 정격은 

의미초점이 되기 쉽다고 한 점은 앞으로의 연구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상과 같은 이남순(1988)은 다양한 격표지를 대상으로 철저히 통사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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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남순은 문장 안에서 정보전달의 기여도(Communicative Dynamism: CD)가 가장 낮은 

성분을 화제로 간주하고 화제는 비워두기를 적용하지 않는 한 반드시 문장에 나타나는 

성분이어야 한다고 했다. 



분석을 시도하여
9
, 격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에 대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의를 펼치고 있다. 주격, 대격, 속격의 격표지가 왜 처격(여격), 조격, 

공동격보다 생략되기 쉬운가 하는 점을 통사론적으로 훌륭히 설명했다고 볼 수 

있겠다. 특히 다양한 통사 환경 및 문형에 있어서의 부정격 및 격표지의 생략을 

대상으로 그 메커니즘을 밝혔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가치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연구범위를 통사환경에 한정한 나머지 – 부분적으로 담화와 같은 

문맥을 제시하거나 문장을 넘어선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는 있으나 – 분석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특히 격을 벗어난 개념인 ‘화제’와 관련된 

설명에서 정격과 부정격의 화제의 의미는 예문의 ‘느낌’으로만 규정을 짓고 있어 

설득력이 없다. 또 다른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남순(1988)은 (6)과 같은 예를 

소개하고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6) 가. 돌이 재웠다. 

  나. 돌이 순이 재웠다. 

  다. 돌이가 재웠다. 

  라. 돌이가 순이 재웠다. 

  마. 돌이 순이를 재웠다. 

  바. 돌이가 순이를 재웠다.                                         (이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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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밀히 말하면 ‘화제’나 ‘정보전달의 기여도(CD)’에 대한 언급은 통사적 범위를 

초월한다. 이 사실로부터 조사 생략가 통사적인 분석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88:31) 

 

‘(6 가)는 특정한 언어적 화맥이 전제되지 않는 한 ‘돌이’가 행위의 주체인지 

대상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없다. 그러나 (6 가)의 ‘돌이’는 행위의 대상으로 

해석되어, 대격의 부정격 실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서술동사와의 근접정도로 볼 때 주격의 ‘돌이’보다는 대격의 ‘돌이’로 해석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중략– (6 나)에서 ‘돌이’가 주격, ‘순이’가 

대격으로 해석되면, (6 나)는 (6 라)의 형식으로 쓰이는 것이 

자연스럽다(이남순 1988:32)’(밑줄은 필자)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문장이 발화되는 것은 담화이다. (6 나)는 담화 안에서는 거의 대부분 아무런 혼동 

없이 사용되며, 실제 담화에서 (6 나)와 (6 라)는 똑같이 ‘돌이’가 주격, ‘순이’가 

대격으로 해석되더라도 확연한 차이를 갖고 사용된다. 즉 이남순(1988)의 설명은 

담화라는 상황을 배제한 통사 층위의 논의로서 담화에 실현되었을 경우의 이론적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남순(1988)은 ‘부정격’이 

나타나기 쉬운 조건 및 환경 등을 통사적 층위에서 밝힌 것으로, 스스로도 

지적했듯이, 격표지 실현여부에 따른 문장의 의미 차이, 체언의 지시성 등 

격표시에 영향을 미치는 화용론적인 요소의 문제는 간과하고 있으며, 부정격이 

실제로 담화에 사용되었을 때의 의미나 화자의 사용 의도 등에 관한 포괄적인 

논의에는 도달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대로, 조사 생략 현상은 담화



・화용론 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고 논할 수 없으며 통사 층위에서만 분석하는 

것은 조사 생략 문제를 명백히 하는 과정이라고 보기 힘들다. 

지금까지 소개한 문장 단위의 연구는 조사가 나타나지 않은 현상에 관한 

이론적 기술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단순한 격관계 혹은 통사 관계를 통한 분석에서는 

‘언어장면’이나 ‘문맥’과의 관계가 설명되기 힘들며 다양한 예외에 직면하게 된다. 

(2) 실제 담화에서의 다양한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장의 무리한 

해석이나 현실과 동떨어진 예문에 대한 과도한 분석 등 불필요한 작업이 

이루어지기 쉽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초월하는 층위의 

분석이 불가결하다. 특히 조사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은 담화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담화를 배제한 분석은 가장 중심적인 부분의 하나가 결여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장 층위의 연구에서 시야를 넓혀 담화・화용 

층위에서 조사가 나타나지 않은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 연구를 몇 소개한다.  

<담화・화용론 층위의 연구> 

① 이기동(1981)의 ‘화자와 청자의 의식 문제’ 

이기동(1981)은 {은/는}과 연관된 화자와 청자의 의식을 문제시하며, {은/는}을 

살핌에 있어서 {은/는}과 {이/가}에 한정시킨 선행연구의 분석방법을 비판하고, 

{은/는}과 {이/가}의 실현과 비실현 현상(φ)과의 비교를 통해 {은/는}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A: φ(무표지)
10

 + 술부, B: NP-φ + 술부, C: NP-가 + 

술부, D: NP-는 + 술부’의 네 체계를 설정하고 각각의 형태의 사용을 화자와 

청자의 의식과 연관지어 분석했다. 즉 대화하면서 이 넷 중에서 무엇을 

사용하는가에 관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의식’과 ‘화자의 판단’이며 청자의 의식에 

대한 화자의 판단에 의해 화자는 A~D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기동(1981)의 예를 가져와 보겠다. 

(7) φ 온다. 

(8) 뻐스 온다. 

(9) (아니야) 뻐스가 온다. 

(10) A: 다들 왔니? 

B: 아니, C 는 왔는데, D 와 E 는 아직 안 왔다.                      (이기동 

1981:34-37) 

(7)~(10)은 각각 A~D 에 해당하는 예이다. (7)은 두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화자가 동사를 말하면 상대방이 이의 주어를 곧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할 때(‘버스’가 화자와 청자의 공동의식 속에 있다고 화자가 판단했을 때) 

사용된다. (8)은 화자만 버스를 발견하고 청자에게 피하도록 알려 줄 때나, 같이 

버스를 기다리던 상황이라면 화자가 상대방이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 ‘버스’를 

잠깐 동안 잊고 있다고 생각할 때 쓰인다고 한다. (7)은 화자가, ‘무엇이 온다’는 

                                                      
10

 여기서의 φ(무표지)는 명사구 전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것은 공동의식 속에 있으나 ‘무엇’의 정체가 다르다고 판단한 경우(청자는 

‘택시’가 온다고 생각한 경우 등)에 쓰인다고 한다
11

. (9)는 B 가 생각할 때, A, C, D, 

E 는 A 의 의식 속에 들어 있고 B(자신)의 의식 속에도 들어 있는 상황으로, 

이렇데 공동의 의식 속에 들어 있는 여럿 가운데 상대방의 주의를 어느 하나에 

집중시키게 할 때 {는}이 쓰인다고 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는 

공동의식의 영역에 있음을, ‘-’는 화자의 의식 영역에만 있음을 나타낸다). 

 

(11)  

화・청자의 의식 

표현종류 

주     어 술     부 

화  자 청  자 화  자 청  자 

A 

B 

C 

D 

φ       술 부 

명사-φ  술 부 

명사-가  술 부 

명사-는  술 부 

+ 

+ 

+ 

+ 

+ 

- 

± 

+ 

+ 

+ 

+ 

+ 

- 

- 

+ 

- 

 

(이기동 1981:38) 

이기동(1981)은 이 표에서, 의식만으로는 이들을 구별하기 힘들다 하고 검증 및 

보완을 보태고 있다. 예를 들면 A 의 경우, 주어가 공동의식에 들어 있을 뿐만 

                                                      
11

 이기동(1981)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대조’라고 하고 있다. 



아니라 화자가 청자에 의한 주어의 혼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B 에서도 화자의 판단을 중요한 요소로 들고, 조사가 

쓰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어-φ+술부’ 전체가 하나의 개념 단위를 이룬다는 

것을 강조했다
12

. 또 C 의 경우, 조사 {가}는 이미 언급된 항(구정보)이든 아니든 

화자가 ‘대조’, ‘새 지시항 도입’, ‘강조’의 경우에 특별히 청자의 주의를 끌고자 할 

때 사용된다고 하고 있다. D 에서는 어느 항이 어떻게 하여 공동의식 속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요인으로서 Chafe(1976:124)의 ‘화자와 

청자가 직접 의식할 수 있는 것, 언어상황의 일부가 되는 발화시간, 장소, 참여자, 

그리고 함의관계’를 한국어에 적용했다. 또 ‘문법장치의 사용은 기계적이 아니라 

화자 쪽에서 청자의 의식을 점검하면서, 그의 판단에 알맞게 문법표지를 쓰는 

것’이라 했다. 

이상과 같이 이기동(1981)은 조사 {가} 및 {는}, φ의 문제를 화용론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고찰한 본격적인 연구로서, 화자와 청자의 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조사의 문제를 다룬 – 특히 화자 쪽의 의식, 판단을 중시한 –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이 연구 또한 이기동(1981)가 ‘완전한 글은 아니지만 새로운 

시도로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한 대로 불충분한 점이 없지 않다. 

첫번째 문제는 구어와 문어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언어를 전체적으로 

내려다 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기서 문제 삼고 있는 현상 자체는 빈도나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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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은 민현식(1982), 유동석(1984), 최재희(2000) 등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등에서 볼 때 구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며 구어 안에서 분석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문어와 구어의 개념적 구별이 없다는 것은 통사・의미론적 층위와 담화

・화용론적 층위의 구별이 없는 것으로도 연결된다. 이기동(1981)에서는 실제로 

문어의 예를 든 후에 거기서 나타난 조사 사용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두번째 문제는, 첫번째 문제와도 연관되는데, 세 

조사(및 조사 생략)의 체계화를 겨냥하면서도 분석을 위한 예는 모두 문어적인 

예문들이다. 조사 생략 현상은 구어에서 일반적이며 이 현상을 다른 조사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구어의 예, 특히 구어에서 실제로 발화된 예문들을 통한 

분석이 필요하다.  

 

② 유동석(1984)의 ‘통보기능량’ 

유동석(1984)은 조사 {이}, {을}, {은}, φ 를 ‘통보기능량13’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파악하고자 했다. 이에 따르면 {이}, {을}, {은}은 양태사(modalité)의 일종으로14, 

통보・화용부에서 {이/을}, {은}, φ 를 교체항목으로 하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들 조사 앞의 항목 내용이 뒤의 항목보다 통보기능량이 크면 {이/을}이 

선택되고, 작으면 {은}이 선택되며, 전후의 통보기능량이 같으면 φ 가 선택된다고 

했다. φ 의 의미는 중립적(neutral)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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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말하는 ‘통보기능량’이란 프라그 학파의 CD(=communicative dynamism)와 같은 

의미라고 하고 있다.  
14

 격조사인 {이}와 {을}의 격을 나타내는 기능은, 이들 조사가 아니라 문장 내의 위치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12) 영수 α1 위인전 α2 읽는다.                                           

(유동석 1984:39)  

 

(12)와 같은 문장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의해 조사가 선택된다고 한다(α1 이 

φ 이기 위해서는 α2 도 φ 이어야 한다). 

 

(13) Z 가 敍述의 核인 統合體 ‘Xα1 Yα2 Z’의 直接構成要素가 〔Xα1 〔Yα2 Z〕〕로 

분석될 수 있을 때, 

가. Xcd  >  Ycd  ∩  Xcd > Zcd 이면 α1 은 〔이/을〕 

나. Xcd  <  Ycd  ∪  Xcd < Zcd 이면 α1 은 〔은〕 

다. Xcd  =  Ycd  =  Zcd 이면 α1 은 〔φ〕                      (유동석 1984:41) 

 

통보기능량 결정에는 ‘신・구정보’ 및 ‘예측가능・불가능’ 등의 개념이 적용된다. 

유동석(1984)은 문장 속의 각 요소들의 통보기능량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문장의 

의미구조와 다양한 통보상황의 조건을 들고 있다. 문장의 의미구조는 서술어의 

의미 특성에 의해 결정되며, 통보상황의 요인은 청자, 화자, 통보 내용 등이 

있다고 했다. 문장의 의미구조와 관련하여 ‘통보기능량의 기본분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로 서술어에 가까운 체언이 통보기능량이 크다는 내용이다. 

통보기능량이 기본분포에 의해 주어지는 것보다 높아지거나(배타적 대립 또는 



선택지정) 낮아지거나(대조) 하는 경우, {이}, {을}, {은}, φ 의 양태적 의미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가져와 보면 다음과 같다. 

(14) 물이 차다. 

(15) 말이 유용한 동물이다.                                            

(유동석 1984:55) 

두 예문의 명사구는 똑같이 {이}가 실현되어 있으나 (14)의 {이}는 ‘지정서술’, 

(15)의 {이}는 ‘선택지정’이라는 다른 양태적 의미를 갖는다. 같은 {이}가 다른 

양태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은 통보기능략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즉, (14)의 ‘물’은 

수동자(受動者)로서 상태서술어 ‘차다’보다 높은 통보기능량을 갖는 요소이며, 

따라서 (14)의 {이}는 통보기능량의 변화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닌 ‘의미구조’에 

의해 주어진 것이다. 한편 (15)의 경우, ‘말’은 주제어로서 낮은 통보기능량을 

가졌던 것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높은 통보기능량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14)와는 

다른 ‘선택지정’이라는 양태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통보기능량의 기본분포’는 대체로 이남순(1988)의 통사 층위 분석과도 상통한다. 

유동석(1984)은 발화시 화자의 판단에 의해 조사류(φ 를 포함한)가 선택된다는 

점에서 이기동(1981)과 견해를 같이 한다. 또 통보기능량이라는 개념을 갖고 

조사류의 실현양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또한 민현식(1982)과 같이 조사 생략를 포함한 조사의 체계화를 시도한 점은 본 

연구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하며, 특히 화용 층위(통보 ・ 화용부)에서 이 현상을 



파악하고자 한 것은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동석(1984)에서는 담화예의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통보기능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기본분포를 세우는 등 다양한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이론적인 

기술에 머물러 있어 실제 담화의 분석을 통한 논증이 아쉽다. 또한 명사구의 

정보구조로서 들고 있는 ‘예측가능・불가능’, ‘신・구정보’ 등의 개념도 아무런 

반성이나 규정이 없이 사용되고 있고 ‘통보기능량’이라는 개념도 명확하지 않다는 

원론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조사 자체의 의미 ・ 용법을 배제한 

문장의 정보구조만으로는 조사류의 사용을 완전히 설명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보아 온 담화 ・ 화용론 층위의 연구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며 

단순히 통사적 문장 층위를 넘어서서 실제 언어사용 층위, 즉, 화용론 층위에 

있어서의 조사 및 조사 생략의 다양한 양상을 밝히고자 한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대부분 자연담화의 흐름을 고려한 관점이 결여되어 있어 문장 층위의 

연구와 다르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문장(통사) 층위 및 

화용 층위를 포괄한 종합적인 시점에서 보아야만 언어현상-적어도 조사의 실현과 

비실현 현상에 관해서는-은 제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의 선행연구가 남긴 문제점을 과제로서 정리해 보면, (1)자연담화의 

분석적인 관찰, (2)그 안에서의 조사 생략의 적극적인 분석, (3)통사 ・ 의미론 

층위와 담화 ・ 화용론 층위의 양면에서 조사 생략의 위치를 문법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겠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들 연구는 앞으로의 조사 생략 연구의 토대가 



되는 많은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3. 조사 생략 현상 정리 

명사구, 의존명사구, 대명사구와 같은 체언구 중에는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것들

이 있다. 아무런 조사도 실현되지 않은 체언구는 그 기능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조사 없는 체언구는 전체 체언구의 11.93%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조사 

없는 체언구는 부사어인 경우가 37.90%로 가장 많고, 주어인 경우가 22.95%로 그 

다음으로 많으며, 목적어인 경우가 12.32%로 그 뒤를 잇는다. 조사 없는 체언구가 

접속격 체언으로 기능하는 경우는 여러 개의 체언구가 쉼표로 나열되는 경우가 대

부분이라 쉼표에 의거하면 사실 그 기능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조사 없는 체언구의 비율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의 기능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고 

여러 가지 기능으로 두루 쓰이므로 해당 체언구의 기능을 결정하는 데에 기능별 빈

도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즉, 정보를 얻을 근거가 되는 조사가 없으므로 여

기서는 다른 요소에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것이다. 

우선 이러한 체언구에는 주로 어떠한 체언이 쓰이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

히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에는 특정 체언이 조사 없이도 부사어로 쓰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상대적인 어순이다. 한 문장 

안에 나타나는 모든 체언구가 모두 조사 없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조사가 

실현된 다른 성분들을 먼저 조사한 후 그 체언구와 조사 없는 체언구의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하면 조사 없는 체언구의 기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조사가 생략되는 경향을 살펴보면 하나의 문형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논항들 

중 한두 개 정도에서만 조사가 생략된다. 세 개의 체언구가 세 개의 기능에 각각 대

응할 때, 두 개의 체언구의 기능이 결정되어 있으면 나머지 하나의 체언구의 기능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즉, 하나의 체언구의 기능은 명시적으로 표시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형 내 논항의 개수별로 

보았을 때 한 개의 조사가 생략된 경우는 5.21%, 10.39%, 23.05%, 34.89%, 45.81% 

등으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지만, 사실 다른 논항의 기능이 결정되면 해당 논항의 

기능을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둘째, 모든 논항에서 조사가 다 생략되어 완전히 중의적인 경우는 문형의 논항 개

수별로 보았을 때 각각 1% 이내로 극히 드물다. 예컨대 3개 논항을 가지는 문형의 

경우, 3개 중 1개 논항에서 조사가 생략된 경우는 23.05%로 상당한 비율이지만, 3개 

중 2개 논항에서 조사가 생략된 경우는 1.14%로 그 비율이 급격히 떨어지며, 3개 

중 3개 논항 모두에서 조사가 생략된 경우는 0.04%로 미미한 정도이다. 실제로 중

의성을 가지는 경우는 2개 이상의 논항에서 조사가 생략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논항이 세 개 이상 생략된 경우는 모두 1% 이하이

다. 

셋째, 생략된 논항의 개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문형 내 논항의 개수가 늘어날수

록 그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조사가 생략된 논항이 하나인 경우를 살펴보

면 문형 내 논항의 개수가 한 개일 때는 5.21%, 문형 내 논항의 개수가 두 개일 때

는 10.39%, 문형 내 논항의 개수가 세 개일 때는 23.05%, 문형 내 논항의 개수가 

네 개일 때는 34.89%로 점점 증가하는 것이다. 문형 내 논항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다른 요소들의 조사가 실현되어 그 기능들이 고정이 되면 하나의 논항 정도에서는 

조사가 생략되는 것이 심각한 중의성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사 생략 경향을 살펴보면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즉, 한국어에서

의 조사 생략은 주로 구조적인 중의성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개별 체언구를 살펴보았을 때는 조사의 생략이 큰 문제인 것처럼 

여겨졌지만, 문형 단위로 살펴본 결과 조사의 생략은 큰 문제가 아니며 다른 요소의 



조사들을 참조하면 해당 체언구의 문장 내에서의 기능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조사류가 초출, 기출 주제어를 모두 가지며, 조사생략과 '은/는'도 초

출 명사구를 취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제어가 초출인 경우

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 ① 완전히 새로운 화제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경우(새로운 

화제를 도입하는 발화문의 주제어), ② 현재의 화제와 관련 있는 사실을 담화에 도입

하는 발화문의 주제어, ③ 주제어 명사구의 일부가 초출인 경우((벽에 걸린 그림을 

보면서 발화한 문장의 주제어)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④ 관용적인 표현 속의 주제

어인 경우(분위기φ 안 좋잖아) 등이다. 같은 초출이라 하더라도 '은/는'의 경우 ①은 

거의 없으며, ②나 ③이 대부분이다. 무조사는 ①에서 ④까지 골고루 있지만 다른 조

사류에 비해 ④가 많다. '이/가'는 다른 조사류에 비해 압도적으로 ①이 많고 ②~④ 

모두 존재한다.  

초출 명사구와 관련된 조사류간의 이러한 차이는 이들의 성질의 차이를 반영한다. 

즉, 담화・화용 층위에서 대조 의미를 동반하는 '은/는'은 화제의 첫머리라는 상황

에서는 사용되기 어렵다. 처음부터 대조 대상이 확실한 경우는 잘 없기 때문이다. 

격조사생략이 ①에 사용될 경우는 서술부에 '있다'라는 서술어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있지?', '있잖아', '있는데'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런 용법의 특징은 바

로 이어서 같은 주제어에 '이/가'나 '을/를'을 취하는 문장이 연달아 발화되는 경우

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담화에 새로운 화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가'('을/를') 



주제어로 도입하기 전에 청자에게 새로운 화제를 받아들일 여유를 주기 위해서 '예

비 도입'하는 발화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전형적인 무조사 주제어라기보다는 하나

의 담화 전략으로 굳어진 표현이라고 하겠다. '이/가'가 ①에 많이 사용되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이 이 조사의 '논리적 연결성' 때문이다. 새로운 화제를 담화에 도입할 

때는 발화문이 나타내는 내용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서의 사태를 나타내므로 주제

어와 서술부를 강하게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앞으로의 과제 

본 연구에서는 관용적인 표현은 다루지 못했으며, 서술부의 다양한 종결형이나 복

합문의 종속절 등 문법적 환경에 따른 차이도 예상되지만 이를 모두 열거하지 못했

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분석이 가능

하며, 본 연구의 논의는 무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현상을 정리하는 기본 틀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분석은 후속 연구에서 이어나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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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의 한국어 교원 실태와 
전문성 제고 방안 

박병선 

(臺灣 國立政治大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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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臺灣, TAIWAN)  

 
• 면적은 3.6만 ㎢로 
한국의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보다 약간 큰 
정도 

• 인구는 약 2, 350만 명 

• 아열대성 해양 기후 

• 한족(漢族)이 97%이고 
원주민 등이 나머지 3% 

• 공용어는 북경어이며 
민남어와 객가어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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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  서론 

2.  대만의 한국어 교육 개괄 

3.  대만의 한국어 교원 현황 

4.  대만의 한국어 교원 전문성 제고 방안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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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배경 

대만의 한국어 교원 전문성 제고 방안 모색 

• 한국어 교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개선 방향 

교수법 논의에 앞서는 시급하고 본질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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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육 역사 및 한류 

국립정치대학에서 1956년에 시작- 환갑 

한국학 인재 필요성 크지 않았음 

한국학 교육과 연구 환경 개선 필요 

한류 열풍과 경제 교류 발전 

한국 전문가 부족  

한국어 학습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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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와 한국어  

• 한국어 학습 열기 

• 학습 환경 열악 

• 한국어 교원 전문성 문제 심각 

• 한국어 학습자 증가 – TOPIK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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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TOPIK 응시 특성 

• 취미 목적의 학습자 대부분 

• 인구 대비 응시율 세계 최고 

 순위 국가 
지원자 수  

(전체 지원자 에 대한 비율) 
해당국 인구 해당국인구 대비 

1 중국 22,054 (33%) 13억5700만 명 0.016/10000 

2 일본 8,859 (13%) 1억27300만 명 0.069/10000 

3 대만 4,026 (6%) 2,337만 명 1.70/10,000 

4 베트남 2,133 (3%) 8,971만 명 0.023/10000 

5 태국 1,603 (2%) 6,706만 명  0.2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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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황: 대학 

• 복수 전공, 부전공 증가: 취업에 큰 도움, 한류 영향 

• 석사 복수 학위 제도 
정치대: 학부 및 석사 과정 

• 교내 위상 높음 

• 학부 최대 규모 
문화대: 학부 및 석사 과정 

• 국제화 급속 발전 

• 남부 지역 한국어교육 발전의 발판 
가오슝대: 학부 과정 

• 학교와 강의  수 증가 중 

• 대만 대학 등 주요 대학 대부분 개설 

전체 대학의 1/3 

개교(57개)에서 교양 과목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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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정치대학 한국어과 

정치대학: 1927년에 개교 

외국어 교육 강화 – 북부지역 외국어 교육 중심,  

온라인 교육 - 23종 이상 외국어 교육 

동방어문학과 한국어조(組): 1956년 7월에 설립 

현재 17명의 교수진(전임 8명, 겸임 9명)이 재직하고 있으며 

학부생 163명, 대학원생 15명이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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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 교과 과정  

한국어 기능 교육 

중심 수업 

시대의 흐름과 

사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하게 개설 

해당 과목 분야 

전문가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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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특성  

언어 기능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교과 과정을 구성하였고 이 영역의 

과목들은 대부분 필수과목 

한국의 발전과 한류의 유행에 따라 최근 한국어과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더욱 내실 있는 교육 과정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 

현지에서 개설하기 힘든 과목을 원격 강의나 인터넷 강의로 대체 

다양한 목적에 맞는 새로운 한국어 과목이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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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황: 고등학교  

• 2005년 경미여고(景美女高)에서 정규 수업 
시작 

• 현재 56개교(전체 506개교)에서 정규 수업 

  

 

 

연도 

대만지역 (전체 고등학교 506개 ) 

한국어 개설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2011 22 38 1,131 

2012 48 74 2,214 

2013 62 114 3,264 

2014 56 101 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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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현황: 기타  

대학 부설 평생 교육센터(推廣敎育中心) 

• 북부 14개, 중부 8개, 남부 7개, 동부 2개 

• 초급 중심 

시민 대학(社區大學) 

• 25곳,  주로 북부 지역에 위치 

• 초급 중심 

사설 한국어 교육 기관 

• 전국에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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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한국어 교육  

온라인 교육 필요성 대두 

• 체계적인  교육 힘듦 

• 교원 전문성 문제 

• 한국어 교육 기관 수용 문제 

북부지역 외국어 교육 센터 설립 

• 교육부 지정: 정치대학 

• 23종 언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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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교육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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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현황: 한국어과  

학교 전임 비전임 합계 

국립정치대학 

 한국어문학과 

대만인 3(어학1, 문학2) 대만인 5 
17 

(한국인 9 / 대만인 8) 한국인 5(어학3,문학2) 한국인 4 

중국문화대학 

한국어문학과 

대만인 
5(어학1, 문학3, 

정치학1) 
대만인 5 

15 

(한국인 5 / 대만인 10) 

한국인 
4(어학1, 문학1, 

정치학1, 교육학1) 
한국인 1 

국립가오슝대학 

동아시아어문학

과 한국어조 

대만인 1(어학) 대만인 1 

5 

(한국인 3 / 대만인 2) 한국인 2(어학, 정치학) 한국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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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현황: 교양 개설 대학  

교양 한국어 구성 교수 구성 

개설 대학수/전체 대학 수 개설 강좌 수 한국인 대만인 한국 출신 화교 

57개교/159개교 291개 38명 24명 7명 

36% 55% 3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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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현황: 기타 기관  

기관별 

특징 
대학부설 강좌 

시민대학 

(社區大學) 
구국단 (救國團) 사설 학원 

개수 전국 약 34개 전국 약 25곳  전국 약 58곳 전국 약30곳  

교원 특징 
학교별로 자격 

검증하는 곳도 있음 
주로 대만인 

대도시 이외에는 

한국인 교사가 거의 

없음 

장기 체류 한국인,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신분 등 비전문인 

국적 구성 

비율 

한국인:대만인: 화교  

3:2:0.4 

한국인:대만인 

1:3 

한국인:대만인 

5:8 

한국인:대만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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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원 전문성 문제  

교사 전문성 문제 

조사 중 

•한국학 중핵 대학 

지원 사업의 일환 

•한국어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현황 파악 중 

필요한 전문성? 

•기존 연구 바탕 

•현지 사정 반영 

전문성 확인 방법? 

•자격 요건  

•객관적 기준 

전문성 영향 요인?  

•환경적 요인 

•개인적 요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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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교원 전문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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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전문성  

세종 학당 교원 자격 

• 한국어교원 자격자(문화체육관광부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전공, 부전공 졸업자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 

• 어문 계열 또는 언어 교육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국어 교육 경력이 최소 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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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한국어 교육 배경  

• 외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 취미 중심, 다양한 배경 

• 한국 문화 접촉 기회 

학습자 

• 겸직, 임시 활동 

• 전문성 제고 동기 부족 
교원 태도 

• 뚜렷한 목적이나 방향 설정 없음 

• 교사 전문성에 관심 적음 

교육 기관 

(전공 학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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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특성 

교원 효능감 부족 현상 심각 

공인된 자격이나  기본 자격 부족자 대다수 

기본 자격 인증 제도 개발에 대한 인식 

Fuller & Brown(1975) 교원 발달 단계 

• 1:생존 관심 -> 2: 교수 상황 관심 -> 3: 학습자 관심 

• 대만의 한국어 교원은 주로 1, 2 단계 

• 2, 3 단계에 필요한 환경 부족 

교사 전문성 (재)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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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직한 교수법 

• Wallace(1991) 반성적 접근 방식 

–교수법 실행 중심의 도제식과 교과 지식 중심의 
응용과학 방식의 균형성 부족 보완 

–교과 지식과 경험을 통한 실천적 지식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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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전문성 구성 요소 

• 방성원(2015) 

 
지식 기반 요소 신념 기반 요소 기술 기반 요소 

일반 교육학적 지식 

언어 교육학적 지식 

한국어 교육 내용 지식 

한국어 교수학적 지식 

문화 지식 

언어 사용 지식 

태도, 가치관 

인성, 도덕성 

소명의식 

전문성 의지 

실천 의지 

상황 지식 

수업 실행 능력 

학급 운영 능력 

학습자 상담 능력 

자료 개발 능 

 
인지적 차원 

 
정의적 차원 

 
행동척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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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교원 필수 자질 

• 세종학당재단 연구 보고서(방성원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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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학 및 교육학 지식 

전반적 전문 지식 부족 

교재에 소개된 내용 중심 설명(이해 부족多) 

•포털 사이트 이용 

•한국인의 경우 직관에 의존 

쓰기 영역이 가장 심각 

체계적인 어휘 교수법, 용례 

주요 문법 및 유사 내용 비교 및 교육 방법 

이론과 현장의 조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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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제고 방안  

• 지식 중심의 연수인 교원 훈련과 다름 

• 장기적 관점,  교육 현장에서의 발전을 꾀함 

• 개인  성장에 초점 

교원 개발의 

중요성 

• Pedagogic Content Knowledge(교육학적 내용 

지식) 

• 전문 지식과 실천적 지식 모두 함양 

Shulman(1986): 

PCK 모형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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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현지 특성 고려 

교원 

• 비전공자, 자격 및 인증 미취득자가 대부분 

• 비전업 교원 

• 현재 한국어 학습 열기에 부응할 수 있는 실제적 인원 

교원 (재)교육 방법 개발 필요 

• 한국어 교육 연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교원 교육 연구 적음 

• 현지화 특성 살린 연구는 더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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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실시 중인 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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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시 중인 재교육  

• 재외동포재단 ‘study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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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시 중인 재교육  

여러 기관의 

온라인 강의 

일반적 이론 

중심 

현지화 필요 교사 의지 필요 

현지 교사들의  

요구 사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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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핵 대학 지원 사업 수행  

• '한국어 교원 인프라 확충 및 발전 연구'  

 「한국어 교원 인프라 확충 및 발전 연구」목표 

구분 내용 비고 

교원 교육

용 교재 

및 프로그

램 개발 

1. (재)교육용 교재 개발  

2. (재)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3. 교육 인증제도 개발 

4. 현지 실태 조사 

5. 교원 양성 기관 관련 기관 답사 방문 

6. 교원 양성 전문가 초청(강의) 

7. 교육 과정 실시 

대만 현지 실태 조사 

(재)교육용 프로그램 개발 

대만 각 지역 한국어 교육 기관 방

문 

관련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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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과정 개발  

한국학 고급 인력: 대부분 한국에서 육성 

대만 자체 고급 인력 양성 환경 미흡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과 과정 개발 필요 

• 한국어 교육 연구(대학원) 

• 한국어 교육 세미나(대학원) 

• 한국어 교육 개론(학부) 

• 한국어 교육 실습(학부 및 교원 양성) 

• 한국어 교재 교수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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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교원 교육 및 인증 제도   

• 관련 과목 이수 후 6개월 현장 실습 후 취득 

• 담당 전임 교원이 있는 경우만 가능:한국어 無 

• 문제점 인식, 협의 필요 

교육부 중등교원 

제2외국어 교원 

자격 취득 

• 현재 석사 학위 이상이고 한국어 가능하면 강의 

• 강의 능력 검증 방안 요구 

• 대학 전공 기관 주도로 인증 제도 개발  

대학 강의에 

필요한 자격 

검증 방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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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활동  

한국어 교원 실태 파악 및 요구 사항 조사 

관련 이론 세미나 

전문가 초청 특강 

(재)교육 시범 실시 준비 

검증 및 인증 방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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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사업 계획  

「한국어 교원 인프라 확충 및 발전 연구」연도별 사업계획 

 연도별 내용 비고 

1년차 

세부계획 

1.대만의 한국어교원 및 교재 실태조사 

-기관별,지역별,학력별,과목별 

2.<한국어 교재 교수법 및 교육실습> 학부 

교과목 개설 

3.한국어교원 양성 프로그램 연구 

4.해외 한국어교원 양성 프로그램 연구 

5.대만의 한국어 교재 실태조사 

6.학술 논문  

 관련자료수집방문 

 월1회 관련 세미나(독서회) 

 ->현직 한국어 교육 담당자 및 한

국학 전공 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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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뜨거운 한류 

열기 : 한국학 

발전으로 연계 

중핵 대학 지원 

사업: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실천의 계기 

한국어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효과적 방안 

개발 

한국학 전문가 

양성 

한국 및 세계 

한국어 교육 

기관 및 

연구자들과의 

교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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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의 한국어 학습자별 
교육 과정 개선 방안 

박병선 

(臺灣 國立政治大學) 

 



차 례 

1.  서론 

2.  대만의 한국어 학습 환경 

3.  대만의 한국어 학습자별 교육 과정 특성 

4.  한국어 학습자별 교육 과정 개선점 

5. 결론 



  

순위 국가 
지원자 수  

(전체 지원자 에 대한 비율) 
해당국 인구 해당국인구 대비 

1 중국 22,054 (33%) 13억5700만 명 0.016/10000 

2 일본 8,859 (13%) 1억27300만 명 0.069/10000 

3 대만 4,026 (6%) 2,337만 명 1.70/10,000 

4 베트남 2,133 (3%) 8,971만 명 0.023/10000 

5 태국 1,603 (2%) 6,706만 명  0.23/10000 



교육 기관별 학습 환경-대학 

 

 
 

 

• 복수 전공, 부전공 증가: 취업에 큰 도움, 한류 영향 

• 석사 복수 학위 제도 
정치대: 학부 및 석사 과정 

• 교내 위상 높음 

• 학부 최대 규모 
문화대: 학부 및 석사 과정 

• 국제화 급속 발전 

• 남부 지역 한국어교육 발전의 발판 
가오슝대: 학부 과정 

• 학교와 강의  수 증가 중 

• 대만 대학 등 주요 대학 대부분 개설 

전체 대학의 1/3 

개교(57개)에서 교양 과목 개설 



교육 기관별 학습 환경-기타 

 

 

 

 



교육 기관별 학습 환경-기타  

대학 부설 평생 교육센터(推廣敎育中心) 

• 34곳 이상 

• 초급 중심 

시민 대학(社區大學) 

•  주로 북부 지역에 위치 

• 초급 중심 

사설 한국어 교육 기관 

• 전국에 분포 

• 교사 전문성 심각 



학습자별 교육 과정 

외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한류에 대한 관심- 취미 위주 

한국 문화 체험의 기회 수준 

교사 전문성 제고에 관심 적음 



학습자별 환경-전공 과정 

언어 기능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교과 과정을 구성하였고 이 영역의 과목들은 대부분 

필수과목 

한국의 발전과 한류의 유행에 따라 최근 한국어과의 인기가 올라가면서 더욱 내실 

있는 교육 과정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 –교원  확보 문제 

현지에서 개설하기 힘든 과목을 원격 강의나 인터넷 강의로 대체 

다양한 목적에 맞는 새로운 한국어 과목이 개설 

한국과의 교류 빈번, 한국 체험 기회 많음 



 학습자별 환경-고등학교 

수강자 꾸준히 증가(제2외국어 한국어 유일) 

입시 선택 과목 아님  

교사 전문성 심각 

적정 교재 부재 

학습자 요구 분석 중 



학습 환경 –일반 교양 취미  

초급 위주 

교사 전문성 부족 

(교재 문제와 연결) 

체계적 교육 어려움 

영리, 인기 중심의 

운영 



학습자별 교육 과정 개선  

60년 역사에 바탕한 

개선점 강구 

교재 개발 교과 과정 개선 교사 전문성 제고 



교재 개발 - 전공자  

•텍스트북, 웹 자료, 다양한 매체 교재 개념의 확대 

•웹 사전, 용례, 웹 콘텐츠 활용법 
현재 사용 가능한 환경부터 

교육에 반영 

•교사 훈련, 교육학적 방법 개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법 

개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내용 한국학 내용 확대 

•영역별, 단계별, 목적별로 교재 개발 교과 과정 반영한 교재 



교재 개발 – 일반 및 고교  

• 수업 시간, 학습 목적, 현지 특성 반영 설명 
대만 일반 수업 특성 

반영 

• 발음, 어휘, 어법 모국어 지식 반영 

• 기존 환경 개선, 새로운 내용 보충 온라인 환경 활용 

• 대만 제2외국어 교재 지침 반영 고등학교용 교재 개발 



교과 과정 개선 

한국학 전공 수업 확대 

• 전문 지식 이해를 

위한 기초 교육 

• 한국 대학원 한국학 

교과 과정 반영 

• 대만 현지 관점 반영 

다양한 선택 과목 확대 

• 다양한 교양 과목 

개설 

•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과목 



 교원 전문성 제고 

기존 교원 재교육 

•교원 요구 사항 

파악 

•효율적인 재교육 

방안 개발 

한국어 교육 관련 

과목 보강 

•학부 및 대학원 

과목 

•영역별 특징 반영 



 나가며 

대만의 학습자 

특성 반영 교육 

과정 개선 방안 

모색 

유구한 역사에도 

불구 개선점 

많음 

한국학 발전의 

절호의 기회 

실질적 조사 및 

개선 사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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