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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간언어에 있어서의 정보처리의 단위는 명제 (proposition)라고 할수 있우나 실제 언어활

동은 명제의 집합체인 디스코스(discourse) 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수 있다 ( 1)

그러나 디스코스는 명제나 또는 그를 나타내는 문장들이 아무 상호관련 없이 모여서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언어행위에 있어서의 화자(또는 필자) (2)의 행위는 화자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3) 이러한 다스코스는 그것을 구성하는 명제

들간에 화차의 의도를 적절히 그리고 효과적우후 나타낼수 있도록 하는 어떤 유커적인 관

련성을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펀 청자는 그가 접하는 디스코스에는 명제들간에 의례히 유기적인 연관성 (coherence) 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디스코스의 내용을 파악하려고 한다. 원칙적우로 청자는

모든 다스코스가 몇개의 기본적 특징을 지니는 것￡로 간주하는데， 첫째로 디스코스를 형

성하는 명제들간에는 일련의 관련성이 있고， 또 그들은 전체적오록 하나의 통합체블 이루

며， 상황 (context)과의 적절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고 간주한다 (4) 이와 같은 특칭을 포괄

적￡로 연관성이라고 부른다면， 연관성이 없는 명제 즉 문장의 연쇄는 디스코스를 형성하

지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자가 주어진 문장의 연쇄에 일정한 연관성을 발

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문장의 연쇄는 디스코스로서 이해될수 없게 될것이다. 그라

묘로 디스코스 연구에 있어 연관성의 문제는 극히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 이 연구는 1984년도 문교부 학술연구조성비의 도움A로 진행되었다.

en Giv6n; 1984:239; Hallie‘ay and Hasan, 1976:1 참조.

(2) 앞&로 면의상 ‘화자’라는 표현은 ‘필자’의 뜻을 겸하는 것으로 하겠다. 또 이와 바찬가지로

‘청자’도 ‘독자’의 못을 겸하는 것￡로 한다.

(3) 이러한 화자의 의도는， 자기가 얄고 있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기의 생각이나 감청을

표출하거 나， 자기 가 요청하는 바를 나타내거 나， 상대 방의 발화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고저하는

등의 것을 포함한다.

(4) 명제들간의 전체적인 통합성은 일상대화의 경우에는 그 특칠이 약화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얘기， 논설， 보고 등의 디스코스 유형에서는 가장 충요한 특정의 하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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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디스코스에 있어서의 연관성의 문제를 중심무로 그에 관련된 여러가지 특질

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언어형식을 통해 연관성이 명시적￡로 표출되는 연계성 (cohesion)

에 대해 고찰하고， 다음에 그밖의 연관성 현상과 이에 관련된 여러 현상에 대한 고찰을 진

행하기로 한다.

H. 형식적 연계성

명제간의 연관성이 언어형식을 통해서 명시적오로 나타내는 연계 표시에는 照應 (anaphora) ,

連接 (junction) , 어휘의 연관성， 시제， 반복과 대치， 문체의 동일성등 여러가지가 있오나

여기에서는 연계성의 가장 대표적 관계의 하나라고 할수 있는 조응관계에 관해서만 살펴보

기로한다.

1. 조응관계

조옹관계는 연계성관계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것무로서 디스코스내의 어떤 요소

B(조응표현)의 뜻이 다른 요소 A(선행사)의 뜻에 의존하는 경우의 관계블 일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1) Wash and core six coo상ng apples. Put them into a fireproof dish.

(Halliday and Hasan, 1976:2)

에 서 them은 앞문장의 six cooking apples가 나타내는 뭇에 의 존하지 않고는 이해될 수 없는

조응적 포현이다. 이때 (I)에 제시된 두개의 문장은 조응표현언 them과 그것이 의미적오로

의존하는 six cooking apples간에 존재하는 연계성에 의해서 명제간의 연관성이 성립된다.

조응관계는 디스코스내의 어떤 요소가 디스코스의 상황속에 존재하는 언어외적 요소에

대해 의미상의 의존적 관계블 지니는 경우에도 성립된다고 할 수 있다 IS ) 즉， 화자가 앞에

놓여 있는 사과를 가리키 며 다음과 같이 말할 때의 that apple이 나 it는 다같이 디 스코스의

상황과 문장 사이에 연관관계를 맺어주는 조응표현이 된다.

(5) Halliday and Hasan(1976)은 언어표현이 디스코스내의 다른 언어적 요소와 조응관계를 맺는 경

우와 디스코스 밖의 언어외적 요소와 조응관계를 맺는 경우를 구별하여， 전자를 endophora라고

부르고 후자를 exophora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곧 선행사적 요소가 디스코스 안에 존재하느냐

디스코스의 상황 속에 존재하느냐의 차이에 의한것이므로 사람에 따라서는 이를 통사론적￡로

통제되는 조응관계와 화용론적으로 통제되는 조응관계로 구분하기도 한다 (Hankarnar and Sag,
1976 창조). 또 학자에 따라서는 조응관계를 endophora에 만 국한시키기도 하나， 디스코스를 다

루는데 있어서는 상황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우로 생각된다(Lyons， 1977:15.3 참조) . 한펀， Halliday and Hasan은 anaphora라는 용어를

극히 한정된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은 endophora 중 요소A (선행사)가 요소 B (조응표

현)보다 앞에 있는 경우를 anaphora라고 하고 뒤에 있는 경우를 cataphora라고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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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 ’ d like to have that apple.

(3) It looks good.

69

조응관계를 보이는 두 요소는 기본적오로 의 미 상의 同一指示的(coreferential) 관계를 지

난다.

(4) Basil called the ψaiter， but he had gone home. (Werth , 1984: 166)

그러 나 이 들 요소간의 의미 상의 관계는 外延的 의미 (extentional/denotational meaning)

상의 관계뿐 아니 라 內延的 의비 (intentional meaning/sense)상의 동일성 관계도 포함한다.

다음 (5) , (6)의 이탤릭체 표현은 비지시적 (non-referential) 인 내연적 의미블 지닌다 (6)

(5) The modern waiter is likely to be Spanish or Italian, and he may speak almost no Ennlish.

(Werth , 1984:166)

(6) If Joe catches a ψhale， he can sell it for good money.

따라서 總稱的 표현이나 가공적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도 조응관계를 지닐수 있다.

(7) The whale is a mammal, but it lives in the sea.

(8) A ιnicorn looks like a horse, but it has a horn growing from the forehead.

또， 위에서 든 예에서와 같이 두 요소 사이에 전체적인 통일성이 존재하는 경우 외에，

다음과 같이 부분적인 동일성만이 존재하는 경우투 얼종의 조응관계가 성랩되는 것오로 볼

수 있올 것이다. (9) 와 (10) 에 서 the frame과 the wall이 限定표현오로사용되는 것온 이들

이 각각 a bicycle과 a room에 대해서 조응관계를 지니고 있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러한 경우에는 부분-전체의 관계에서 오는 일종의 含意的 관계가 성립되는 것우로 볼 수

있다.

(9) I bought a bicycle yesterday. The fraηxc is extra large. (Chafe, 1972: 62)

(10) I looked into a room. There ￦as a beautiful painting hanging on the ψall.

위의 예에서 조옹관계흘 이루고 있는 두 요소간의 연계성은 우리의 일반적 인 상식， 즉

얘기되고 있는 세계에서의 사물과 현상들이 갖는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바

탕을 두어 성 랩 된다고 할 수 있다. 위 에서 frame과 wall이 각각 bicycle과 room에 대 해 부

분-전체의 관계를 지닌다는것은 바로 이들이 존재하는、실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바탕

유로 해서 바로서 얘기될 수 있다.

(6) Halliday and Hasan (1976)에 서 는 endophora와 exophora의 의 미 관계 를 모두 reference의 관계

로 부르고 있는데 이는 reference의 뜻을 확대하지 않는 한 옳지 못한것a로 여격진다. 일반적

￡로 reference는 언어표현과 실세계의 사물을 잇는 指示的 관계로서 외연적 의미를 형성하며

sense는 언어표현이 지나는 내적 특질 또는 사전적 의마를 가려키는 것ξ호 내연적 의미를 형

성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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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관계에 있는 두 요소간의 의미의 동일성을 얘기하는데 있어 특히 유의할 점은 선행

사의 의비가 뒤에 오는 조응표현의 의미를 전적오로 결정짓는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앞에

서 든 예문(1)을 다시 살펴보자.

(11) Wash and core six cookiηg apples. Put them into a fireproof dish. (=:1)

여기서 them은 six cooking apples와 동일지시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a나 엄밀한 의미

에서는 them이 지시하는 사물은 six cooking apples가 지시하는 사불과 동일할수가 없다.

왜 냐 하면 them은 첫 문장의 술어 wash와 core에 의 해 서 변화된 상태의 사과들을 가리키

기 때문이 다. 다시 말해서 them은 곧 the six cooking apples that have been washed and

cored에 의해서 지시되는것들을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의 예도 비슷한 관계를 나타

내는 경우이다.

(12) I ’ ve just had my hair curled and it looks windblown all the time.

(Brown and Yule, 1983:215)

여기서도 it는 my hair와 동일지시적인 관계블 지니고 있우나 그것이 가리키는것은 my

hair가 가리키는것과 동일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 it가 가리키는것은， 앞절의 술부가

표시하는 행 위의 영 향을 받은 상태의 머 리 로， my hair that had just been curled라고 보아

야 할 것이다.

또한 조응관계의 두 요소가 가리키는 대상은 언급되는 상황， 시간， 장소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다. 우리는 원칙적우록 상황， 시간， 장소가 일정한 특정 「세계」에 터전을 두

고 얘기를 한다. 따라서 조응관계에 있는 두 요소가 각각 다른 세계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

들이 가리키는 대상은 완전히 같은것이 될수 없다. 그런데 디스코스는 세계를 달리하는 문

장의 연쇄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조옹관계의 두 요소에는 세계를 달리하는 경우가 생

기게 된다.

(13) I know the aμthor very well. He and I went to the same school.

위의 예에서 he가 가리키는 대상은 이 문장이 얘기되는 시간보다 훨씬 전의 시간대에 속

하는 것이므로 the author가 가리키는 대상과 속성이 전적으로 같을수는 없다. 이와 같이

조옹관계의 두 요소가 얘기되는 세계블 달리하는 경우에는 實體的언 일치성이 전적우로 결

여되는 경우도 있다.

(14) Stoner imagined that far-off in the distance he could see Afghanistan, where the hill

tribesmeη still fought for independence, as they had fought against the armies of Alexander

the Great. (Werth, 1984:173)

위 에 서 the hill tribesmen이 터 전하는 시 간과 장소는 they가 터 전하는 시 간과 장소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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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가 있을뿐 아니라 이들이 가리키는 대상도 실질적 ξ로 다를수 밖에 없다. 즉 they와

the hill tribesmen은 전연 다른 세계에 있어서의 상응하는 하나의 집단을 나타내는 것일뿐

질체적인 동일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2. 조응표현

두 요소가 조응관계를 갖는 경우， 그중 한 요소는 다흔 요소에 의해 의미를 규정 받게

되는데 앞에서 우리는 의 미 를 규정 받는 요소블 조응표현 (anaphoric expression)ξ로， 의미

플 규정하는 요소를 펀의상 선행사(antecedent)로 부르기로 하였었다(7) 영어에서의 초응표

현은 다읍과 같은 유형우로 크게 분류될 수 있다 (8)

OJ 생 략표현 (ellipsis/zero anaphora)

조응표현이 생략되어 명시적오로는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4) John picked up his hat and if> left.

(15) if> picking up his hat, John left.

[2J 대용표현 (pro-expressions)

대명사등 대용표현이 조응표현우로 쓰이는 경우이다.

(Giv6n, 1983:320)

(16) John picked up his hat and placed it on his head. Then, he smiled at Mary across the

room and she waved at hit.η as he strode out of the room. (i bid : 320)

[3J 한정표현 (definite expressions) (9)

조응표현오로 한정 명사구가 쓰인 경 우로는.， (17)에 서와 같이 명사구가 반복된 경 우， (18)

에서와 갚아 總稱語가 사용된 경우， (19) 에 서와 같이 別稱的 명사구(epithet)가 사용된 경

우등을 들수 있다.

(7) 이 경우 의미를 규정하는 요소를 선행사라고 부르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옳지 뭇하다. 이

러한 요소는 조응표현에 선행하는 것이 보통이긴 하나 Halliday and Hasan(1976) 이 cataphoric
relation이 라고 부르는 경우와 같이 조응표현에 후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디스코스 밖의 상황 속

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8) 참고로 Hinds (1978)는 다음 다섯가지 anaphora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다 : pronouns; definite
descriptions; epithets; zero-anaphora; repetitions. 또 Brown and Yule(1983:193)은 Halliday and
Hasan (1976) 에 짜라 endophoric anaphora로 다음 6개 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 repeated form;
partially repeated form; lexical replacement; pronominal from; substituted form; ellided form.
Givδn(1983: 17)은 명사적 조응표현파 topic continuity의 관계를 고찰한 논문에서 다음 열가지

경우를 얘 기하고 있다 : zero anaphora; unstressed/bound pronouns or grammatical agreement;
stressed/independent pronouns; R-dislocated Definite NP’s; neutral-ordered Definite NP’s;
L-dislocated Definite NP’s; Y-moved NP’s; cleft/focus constructions; referential indefinite
NP’s.

(9) 한청표현은 디스코스속에서 지시원 대상을 가려키거나(=endophoric) 디스코스의 상황속에 존

재하는 대상을 가려키므로(=exophoric) 뚜렷한 조응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한정표현은 또한

‘唯-物’을 가리키는데도 쓰이는데 이경우도 넓은 의미에서의 상황속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려

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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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T.D. .. .the lighthouse is a phallic emblem, and James, the son, the little boy James, whO'

wants so badly to go to the lighthoαse and is frustrated all the time....

J,M. The lighthouse does raise all sorts of questions about.... Certainly one of them is the

little boy who, now in adolescence, steps on to the lighthouse and ....

(Werth, 1984:178)

(18) There’s a boy climing that tree.

a. The boy’s going to fall if he doesn’t take care.

b. The lad ’s going to fall if he doesn’t take care.

c. The child ’s going to fall if he doesn’t take care. (Halliday and Hasan, 1976:279-30)

(19) Mr. Reagan has just had a talk with Mr‘ Gorvachov.... At a press conferen ce, the president

said tha t.. ..

그런데 다스코스 연구에 있어서의 큰 관심의 하나는 언어사용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특정한 조응표현을 사용하는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조응표현 사용상의 方策을

알아보기 위하여 Giv6n (l983)은 조응적인 명사구표현에 대한 통계적 연구를 한바 있다.

그는 여 러 개의 명사적 표현 (!o)에 대 해 間隔度 (lookback) , 重義度(ambiguity) 및 持續度

(persistence)의 세 가지 척 도로 이들의 디 스코스내에서의 특징을 살폈다. 간격 도의 척도는

조응관계에 있는 두 요소사이의 간격을 그들 중간에 개재하는 결의 수로 측정하였고， 중의

도의 척도는 조응표현의 선행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맹사 표현이 몇개 있느냐에 따라

측정하였고， 지속도의 척도는 특정 명사표현이 반복되는 반도로 측전하였다 Giv6n은 이

연구 결과에서， 간격도와 중의도의 수치가 적을수록 그 명사표현의 연속성 (continuity) 이

높다고 보는 한펀， 조응표현의 선택은 바로 디스코스내에서의 그 명사표현의 연속성에 의

해 결정되는 경 향이 있다고 하였다 (11 )

Giv6n의 주장을 위의 세가지 유형에 적용하여보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울수가 있을 것

이다. 즉， 디스코스내에서의 조응표현의 선택은 해당 명사표현의 연속성에 의해 정해지는

경향이 있어， 연속성이 극이 높은 경우에는 생략형이 쓰이고， 다음오로는대용형이 쓰이며，

연속성이 낮은 경우에는 한정표현이 쓰이는 것이 보통이다.

Giv6n이 사용한 세 척도중 간격도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객과적인 척 S느라고 여겨지는데，

이 척도의 측정 결과로 볼 때 위의 가설은 상당히 신빙도가 있는 것우로 생각된다. Brown

(1983)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조응표현이 바로 인접한 절에 있을 때의 간격도의 수치를 l

로 나타내고 중간에 n개 의 절이 개재되어 있을 경우를 n+l의 수치로 나타낼 경우， 영어에

서， 명사의 생략형은 간격도의 수치가 l이 되고， 대명사의 경우에는 평균 1. 7이 되고 한정

명사구의 경우에는 평균 9.84가 된다고 한다. 이는 곧， 일만적오로 생략표현은 언제나 직접

(10) 주 8에 서 의 Giv6n의 분류를 참조하라.

(11) 이에 대해서는 특히 Giv6n(1983:10-23)을 참조하라. 여기 에서의 ‘연속성’ 은 대체로 병사표현야

디스코스내에서 활성척인 요소로 반복되고 유지되는 정도플 뜻하는 것￡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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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우로 인접된 절에서만 사용되고(단， 이런 경우에도 절사이에 문장 경계가 존재하면 생략

표현은 사용될 수 없다)， 대명사는 인접된 절이나 중간에 한개만의 절이 개재되어 있을때

에 주로 사용되는 반면， 한정명사구는 조응관계를 지닌 요소끼리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에 사용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물론， 조응표현의 선택에는 명사구의 연속성 외

에드 다른 요인들(특히 강조등)이 작용할수 있을것이므로 위의 선택 방식이 절대적인 기준

이 되는 것은 아니나， 조응표현의 일반적 선택 경 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흥미 있는 현상아

라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우리는 조응관계를 중심우로 디스코스내의 표현들이 나타내는 연계현상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러한 언어표현간의 연계관계는 디스코스의 -연관성을 명시적우로 냐

타내주는 구실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명시적인 연계성이 디스코스

에 연관성을 부여하는데 필수적안 것인가 하는 문제블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Halliday and Hasan (1976:9 및 13)은 다음과 같이 명시적인 연계성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 ... cohesive ties between sentences stand out more clearly because they are the 0ηly source of

texture,ML·--’ (이태럭체 : 필자)

‘ ...i t (==cohesion : 필자주) is common to text of every kind and is, in fact, what makes a text

a text. ’ (이태릭체 : 펄자)

Halliday and Hasan의 위와 같은 생각은 언어형식을 통해서 명시화되는 연계성이 텍스투

를 형성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위미하는 것오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나 Halliday and Hasan의 텍스트의 개념이 생성된 디스코스라는뜻무로 사용된것이

라면 이들의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왜냐 하면 실제 사용되는 디스코스에는 말

화나 문장간의 연관성이 명시적오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흔히 언곱

되는 Widdowson(197S:29)의 예를 들어보자.

(20) A : That’s the telephone.

B : I’m in the bath.

A: O.K.

(20) 이 A，B사이 의 대화블 나타낸다고 본다면， 비록 발화들사이에 아무런 명시적 연계표

시가 없긴 하지만， 이들 발화사이에 적절한 연관관계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2) Halliday and Hasan은 어떤 문장의 연쇄 (passage) 7} 하나의 통합적인 전체를 형성할때 그것을

text라고 부르고， text는 그 특징 A로 texture를 지 닌다고 말한다(1976 : 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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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Once again I lie awake in the small hours tormented by my social concience. Sometimes it

is the single mothers, sometimes the lower classes or disadvantaged Highland sheep farmers ,
but today it is the homeless. (Brown and Yule, 1983:196)

위의 보기에서는 첫 문장과 둘째 문장을 잇는 뚜렷한 연계표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독자는 첫 문장에서 화자가 얘기하는 그를 괴롭히는것들이 바로 둘째 문장에서 언급

된것블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한다. 그것은， 독자는 언제나 주어진 디스코스의 문장사이에

는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그에 따르는 적절한 의미해석을 시도하기때문이라고 할

수있다.

다음 (22)는 자동차가 다니는 걸에 세워진 표지판에 쓰여있는 글이다.

(22) SLOW

CHILDEN

AT PLAY (de Beaugrande and Dressler, 1981:9)

이 말들은 연계성표시를 가지고 있지 않을뿐 아니라 통사론적 구조 조하도 갖추지 못하

고 있어 문장(명제)의 수가 몇개인지도 분명치가 않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표지판의 내용

을 다음과 같이 연관성 있는 두개의 절의 연쇄(또는 그와 유사한 뜻의 글)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23) Drive slowly(또는 Drivers should proceed slowly) because children are playing in the

vicinity.

이 문제와 관련하여 또 한가지 지적되어야 할것은 형식적무로 명시되는 연계정이‘ 있는

발화나 문장의 연쇄라고 해서 반드시 디스코스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음 (24)의 Jimmy Carter와 He사이 에는 뚜렷한 조응관계가 존재하지만， 특수한 상황이

냐 문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두문장의 연쇄가 연관성 있는 디스코스를 형성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24) Jimη~Y Carter proposed a massive energy program. He used to cultivate peanuts.

(Hobbs, 1983:3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식적우로 명시되는 연계성은 청자의 디스코스해석을 용이하

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이긴 하나， 디스코스에 연관성을 부여하는데 필수적이거나

충분한 조건이 되는것은 아니다. 그러묘로 연계성은 디스코스내의 문장(명제)간의 의미관

계흘 나다내는 연관성의 하위 법주로 볼 수 있우며 언어형식을 통해서 연관성을 명시적ξL

로 표시하는 하나의 방떤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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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스코스를 구성하는 문장(명제)들은 서로 연관성 (coherence)의 관계를 지녁야 하며，

。l 러 한 연관성의 관계는 문장들이 하나의 디스코스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성질이 된다.

연관성의 개념은 아직도 뚜렷하게 91 해 되 거 나 해명되지는 못하였우나 기본적부로는 디스코

스의 명제들간에 존재하는 의미본적， 화용론적 관계에 의해서 규명될수 있을것오로 여겨

진다.

1. 연관성과 정보의 분포

Giv6n (l984:240-24l)은 명 제 잔의 의 미 관계에 는 直륨 (tautology)과 ~J좁 (contradiction)의

두 극단적인 관계가 있을수 있는데， 디스코스내의 명제들은 상호간에 。1 양 극단의 어느것

도 아닌 중간적인 관계를 지녀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항진관계의 경우에는 이미 주어진

명제에 동일한 맹제가 부가적ξ로 주어지는 것이묘로 전연 새로운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반면， 모순관계의 경우에는 상반되는 명제가 주어지으로 정보적인 연관성을 깨도리지 않고

는 사용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보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디스코스는 항짐도 모순도 아닌

중간적인 정보관계를 상호간에 지닌 명제의 연쇄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디스코

스를 형성하는 명지l들은 그 하나 하나가 이마 주어진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결합해나가는，

다시 말해서 주어진 정보를 바탕 삼아 거기에 새로운 정보를 첨가하고 누적시켜나가는 일

을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각 명제는 자기 자신의 성분무로 구정보와 신정보를 지념우

로서， 구정보블 통해서는 이미 디스코스에서 처리된 정보체계에 관계를 맺는 한편 신정보

를 통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구정보처1계에 제공하게 된다 ( 13)

서구어블 비릇한 여러 언어에서는 이러한 명제의 정보분포를 어순에 의해서 나타내는 경

우가 많은데 대체로 구정보를 나타내는 표현은 문두에 오고 신정보를 주장(assert)하는 부분

은 그 뒤에 오는 경우가 많다(14) 가령 영어의 경우， 문장의 주어 자리에는 구정보블 나타

내는 표현이 오는것이 보통이어서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주어는 이미 주어진 정보(여기서

는 前提)를 나타내고 술부는 주장된 신정보를 나타내는 것오로 풀이된다.

(13) 이러한 특정은 디스코스 초두의 명제블 제외한 모든 명제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디스코스내의 구정보는 여러가지 경로로 얻어질수 있는 것a로， 선행하는 디스코

스에 언급되었거나， 디스코스의 외적 상황을 통해서 알수 있거나， 언어사용자의 일반적 지식에

속하는것 가운데 다스코스가 진행되는 동안 그들의 머리속에 활성화된것들은 모두 구정보라고

할 수 있다. 단 구청보의 개념은 활성화펀 지식이 화자뿐 아니라 청자에게도 싣지로 존재한다

는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화자가 청자도 그러한 지식을 활성화된 상태로 지니고 있다고 여기

는 경우에 성럽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1 4) 문장을 topic:i!j- comment 또는 theme과 rheme우로 구분하는 것은 바로 이 러한 구정 보와 신정보

의 정보분포상의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Danes， 19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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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The king of France is bald.

師大論暴 (31)

따라서 일반적우로 주장된 부분을 부정하는 not가 사용된 (26) 에 서는 구정보인 전제부분

은 부정되지 않고 신정보인 술부부분만이 부정되는것우로 풀이하는것이 보편적인 해석이

된다(15)

(26) The king of France is not bold.

또 수동구문에서도 주어 자리에 요는 표현은 구정보를 나다내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27) 에 대한 탑오로는 (28a) 외 에 (28b) 가 쓰일수 있우나 (29) 에 대한 답우로는 (30b) 가 쓰

일수 없다.

(27) Who builds dams?

(28) a. Beavers build dams. (16)

b. Dams/They are built by beavers.

(29) What do beavers build?

(30) a. Beavers/They build dams.

b. ? Dams are built by beavers.

문-장에서 구정보 표현이 신청보 표현보다 앞에 일어나는 경향응 수여동사구운에서도 볼

수 있다(17) 다음에서 (3 1) 에 대한 맙오후는 (32a)가 더 적절하나 (33) 에 대한 탑우로는

(34b) 가 더 적절함을 알 수 있다.

(31) Who did John give the ring?

(32) a. He gave it/the ring to Sue.

b. ? Hegave Sue the ring.

(33) What did John give Sue?

(34) a. ? He gave a ring to her/Sue.

b. He gave her/Sue a ring.

위와 유사한 현상은 (35"'36), (37"'38) 에 서 도 볼 수 있다.

(15) 철학자들 (Russel등)이 (25)와 같은 문장에 대해 ‘n야’의 작용범위에 따라 명제 전체가 부정되는

외부부청 (external negation)과 술부가 부청되는 내부부정(internal negation)의 중의성을 찌닌

다고 보는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그러나 일상적인 디스코스 속에서 (26) 이 명제전체를 부정하

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오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Giv6n (1984:325)은 영

어의 부정문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25)의 명제 전체가 부청되는 뜻S로 (26) 이 사용되는 경

우는 살질적A로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i)과 유사한 표현이 사용될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i) There’s no king of France, so it is nonsensical to assert that ‘he is bold.’
(16) (28a) 에 서는 beavers가 신청보를 나타내는 말이면서 주어 자리에 얼어냐는데 이경우에는 특벌히

강세를 지념￡로서 이말이 신정보를 나타내는것임을 표시한다고 할 수 있다.

(17) Giv6n, 1984:171 참조. 한펀 久野(1978 : 130)는 능동문과 수동운의 차이가 視覺의 차이 를 나타

내는 것무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는 문장의 주어가 구정보를 나타내는 요소라는 견해와 밀

접한 관계를 지닌다고 보여진다. 사람은 일반적 ξ로 구정보를 지닌 요소의 시각에서 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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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Who did John talk to about the problem?

(36)a. He talked about it/the problem to Mary.

b. ? He talked to Mary about it/the problem.

(37) What did John talk to Mary?

(3S) a. ? He talked about the problem to her/Mary.

b. He talked to her/Mary about a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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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정보분포는 또 다음과 강이 특수한 문장구조에 의해서도 표시되는데 이경우에는

문장의 주어나， 목적어， 부사구 등 여러 성분이 신정보의 초점 o 로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39) a. It was John that gave a ring to Mary.

b. It was a ring that John gave Mary.

c. It was Mary that John gave a ring.

d. It was yesterday that John gave a ring to Mary.

2. 함축적 명제

디스코스내의 문장(명제)간의 연관성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형식적 연계성이나 어순， 강

세， 문장구조등에 의해서 어느 정도 명시적우로 표시될수 있다. 그러나 연관성은 본질적으

로는 의미상의 관계엄:로 형식적오로 표출되는 일 없이도 존재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은

앞에 서 언급한바와 같다. 그런데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디 스코스에는 명 제 간의 연관성을

섣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명제 자체가 나티나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 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자는 주어진 디스코스가 언제나 연관성을‘지난다는 전제하에 그 내

용을 파악하려고 한다(19) 이러한 언어 행위상의 특정과관련하여 우리는 몇가지 의문을 갖

게 된다. 청자는 많은 명제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디스코스에 대해 어떻게 해서 연관성 있

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일까? 그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표출되지 않은 함축적 명제들을

알아내는 것일까? 이째에 그는 그가 지닌 기존지식과 주어진 다스코스의 내용을 어떻게

결합시켜나가는 것일까? 디스코스에셔 표출되지 않아도 되는 함축적 명제들은 어떤 특정

을 가지고 있는가?

van Dijk ( 1977 : 109-110)은 디스코스에 관련되는 명제로서 디스코스내에 나터나지 않는

것들은 두가지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S) 논리적인 형식언어들과는 달리 자연언어에셔는 모든것이 명시적부로 표출되지는 않는것이 특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질 디스코스에서 그내용에 관련된 모든것을 빠짐 없이 서울한다는 것은

엄청난 양의 착엽을 의미하므로 현실적우로는 불가능에 카까운 일이다. 또 극히 제한펀 시간안

에 많은 양의 청보 처리를 하여야 하는 언어활동에 있어서는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한 완벽하

고 명시적인 표출은 극히 비효율적인것이어서 질제로는 사용될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I9) 따라서， 언어사용자가 문장의 문볍정에 대한 판별등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Chomsky의 생각

과 비슷하게， 청자가 디스코스의 적격성조건(wel1-formedness) 에 대해서도 뚜렷한 판별력을 가

지고 주어진 디스코스에 대한 정보처리를 한다는 생각은 옳지 못한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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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teness and incompleteness may take different forms. A discourse may omit reference to ’

centain facts in a state of affairs or course of events either because these facts were not “ relevant"

in the conversational context, or because they are indirectly referred to by a description of a higher

level fact of which they are necessary or probable components .... In the first case ￦e could speak of

selective incompleteness.... In those cases where facts are necessary conditions , components or

consequences of other facts which have been referred to, we will rather speak of implicitness than

of incompleteness.’

여기서 말하는 「선택적 불완전성」은 디스코스의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명제내용의

위계 수준이 상이하여서 주제의 진전에 펄요치 않은 명제블을 선택적￡로 디스코스에서 배

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오루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디스코스에서 어떤 위계 수준에

서의 명제들이 서술되는가는 디스코스의 주제에 달려 있다고 할수 있다. 예를 들면(%)， 어

떤 기업체의 일년간의 활동상황을 얘기하는 디스코스에서， 그회사 어느 사원이 어느날 오

후에 무엇을 하였는가블 얘기하는 것은， 주제에 대한 서술의 위계수준이 적절치 못하여 불

필요하게 명제의 양이 과잉된 디스코스를 낳게 됨으로， 배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위에서 「함축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디스코스에 명시되지 않은 명제들이 디

스코스내의 다른 명제나 사항에 의해서 含意 (entail)되는 것을 뜻하는 것오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 (41)은 (40) 에 의해서 함의되는 함축적 명제라고 할 수 있다.

(40) John visited his uncle.

(41) John has an uncle.

또 意味公準 (meaning postulates) 에 의해서 (42) , (43)도 (40)부로부터 함의되는 함축적

명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42) John ’s uncle is a male human being.

(43) John ’s uncle is the brother of one of John ’s parents.

그러나 함축적 명제는 이들 외에도 디스코스의 상황이나， 언어사용자의 기존 지식이냐，

추리에 의해서 얻어지는 명제까지를 포함하는것오로 보는것이 터당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음 (45)는 우리가 지닌 상식에 의해서 (44)로부터 얻어질수 있는 일종의 함축적 명제라

고 할 수 있다.

(44) John ate his lunch at a restaurant.

(45) John paid for his lunch.

이렇게 보면， 선택적 불완전성에 의해서 디스코스에 나타나지 않은 명제들은 주제와의

관련성의 결핍오로 인해서 디스코스내에 존재할 필요가 없거나 존재할수가 없는것들이라고

(20) van Di jk (l977:109)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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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반면， 함축적인 명제들은 디스코스를 연관성있게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처라

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정보의 일부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함축적

명제의 특정이 무엇이며 언어사용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함축적 명제를 얻어내느냐는 문

제에 쏠리게 된다.

주어진 디스코스에 담긴 특정 정보의 처리는 언제나 우리의 머리속에 담긴 방대한 양의

일반적 지식을 바탕￡로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식들은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사

물들의 특징과 자질이 무엇이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행위나 변화의 성질이 무엇이며，

그것들이 행해지는 이유나 양상은 어떠한 것이며， 행위자가 특정 행위를 하는 방식과 동치

는 무엇인가등에 관한 일반적안 지식，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든것에 대한 우리의

일반론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반적 지식은 언어체계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분이 어휘의 사전적 지식속에

담겨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휘에 담겨진 사전적 지식만무로 다스코스의 정보가

처리될 수 없음은 (44"'-'45)의 경우나 다음 보기 (46) 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가 있다.

(46) John has been accepted to Harvard. But unfortunately he hasn’t been granted a scholarship.

So he has to pay the tuition.

이들 일련의 문장에서 모든 사전적 의미가 충분히 주어진다 하더라도 John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과 그가 점심값을 냈다는 사실과의 관계라든가， John이 하바드대학에

입학이 허용된 사질과 장학금을 받지 못한 사실， 또 등록금을 내야 하는 사실들간의 관계

는 사회문화적 지식 없이는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 든 일련의 문장들을 하

나의 디스코스로서 이해하려면 세 문장의 명제가 서로 관련돼있는 어떤 체계적이고도 일반

적인 사회문화적 지식(예를 들면， 식당에서 음식을 먹ξ면 의례히 음식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대학 입학절차에 관련된 지식 또는 장학금 지급제도에 관련된 일

반적 지식등)을 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방대한 사전적 의미와 더불어 사회문화적인 일반적 지식을 어떻게 우리의

기억속에 담고 있오며 특정 디스코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어떻게 그l집 어 내

는것일까?

우리가 지난 지식의 형태에 관해서는 툴 (frame)이론이라든가 스키마타(schemata)이론등

몇가지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21) 이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동된 입장을 바탕ξ로

하고 있다고 할수있다. 즉우리가 지닌 지식의 형태는 개별적인 개념들이 서로 아무 관련

(21) frames, schemata, plans, scripts, scenario 등의 이 름￡로 불리우는 이들 이 흔들은 우리의 기 본

적인 일상적 지식형태를 각기 다소 다른 視角에서 논하고 있는것우로 생각된다. 이들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Brown and Yule(1983:238-250)과 de Beaugrande and Dressler(l981: 90-91)
을 참조하라. 또 schemata의 개 념 에 대한 견해 차이 에 대 해 서 는 Brown and Yule (l983:247-250)
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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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모여서 =°1루어진것이 아니고， 어떤 기본적이거나 상위의 개념들을 중심￡로 그와 관

련된 다른 개념들이 체계적무로 결합되어 하나의 포콸적이고 통합적인 전체를 이루고 있는

지식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어떤 새로운 상황에 접하게 될때 기억속

에 통합척 단위로 보존되어 있는 지식을 선택적오로 사용하여 주어진 상황과 우리가 지닌

기존 지식을 맞추어나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의 형태는 극히 일상적이고 전

형적인 상황에 관련된 개념간의 관련성을 바탕￡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로， 화자는 바로

이러한 일상적 지식의 포괄적 단위 구조에 의하여， 어떤 사항이 언급되었을때 청자가 자동

적오로 추정할수 있는것들이 무엇인가를 짐작할수있게 되는것이다. 예를들면， 디스코스에

서 일단식당에 관한 사항이 언곱되면， 일상적오로 의레히 그와 관련되는 사항들， 즉 식탁이

있다든가， 손넘이 음식을 주문한다든가， 종업원이 음식을 날러다 준다든가， 손넘은 음식값

을 치러야 한다든가 하는것들은 필요에 따라 자동적우로 추리해낼 수 있는 명제들이 된다.

이러한 일상적 지식의 구조는 같은 문화권 안에 있는 언어 사용자가 다 같이 공유하는것

이묘로， 화자는 디스코스에서 어떤 사항과 관련된 명제들을 모두 명시하지 않아도 청자의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을것이라고 여기게 되며， (22) 한편 청자는 사회 구성원간에 공유된

지식에 의해서 디스코스에 함축되어 있는 명제들을 알아냄￡로서 그 디스코스의 의미를 파

악하게 된다. 이와 같이，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의미단위의 지식형태는 디스코스에 함축적

우로만 담겨져 있는 명제들을 알아내어 명시된 명제와 연관시켜주는교량 역할을 함우로，

개별적인 개념 지식이 상호관련 없이 사용되는 경우에 비해 정보처리의 효율을 월등히 높

여준다고 할 수 있다.

어떤 명제들이 실제로는 사용돼 있지 않우면서도 함축적오로 디스코스의 전개에 관여한

다는 사실은 한정표현이 사용되는 많은 경우에도 반영되어 있다. 다음에서 (b)의 이탤릭체

로 된 명사구들이 선행사 없이도 한정적우로 사용되어 있는것은 바로 (c)와 같은 명제가

함축적우로 존재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23)

(47) a. We came to a deserted house.

b. White smoke cameout of the chimηey.

( c. The house has a chimney.)

(van Dijk, 1977:112)

(22) 그러나 포괄적 단위 지식에 포함되는 명제라고 해서 모두가 다 디스코스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만일에 단위 지식에 포함되는 명제들이 요두 디스코스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인간이 사

용하는 디스코스의 킬이는 극히 짧은것이 된것이다. 반면， 만일에 다스코스내의 사항과 관련흰

모든 명제플이 디스코스에 사용된다면 디스코스는 거의 끝이 없는것이 될 것이다. 질제로 인간

이 사용하는 디스코스는 이 양 극단을 조화한 중간적인 것이라고 할수 있다. 단위지식에 포함

되는 명제틀중에서 어떤 명제플이 디스코스에 명시적으로 사용되며 어떤 명제들이 질제로 사용

되지는 않고 함축흰 명제로 남아있게 되는가 또 어떤 명제들이 특정 디스코스 속에서 함축성조

차도 못 지녀서 질제 청보처리과정에 참여하지 않는가하는 문제들은 극히 복잡한 문제로 앞으

로의 흥미 있는 연구과제의 하나가 될것이다.

(23) 이러한 함축적 명제들은 흔히 missing links라고도 불리운다 (van Di jk, 1977:Ch. 5; Brown and
Yule, 1983:Ch. 9 함조). 또 de Beangrande and Dressler C1981:Ch. V)가 spreading activation
이라고 부르고 있는것도 이러한 추리과청을 뜻하는 것S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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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a. She decided to sell the cow

b. and buy a shop with the money.

( c. Selling involves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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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fe, 1972:61)

위에서 명제 (c)는 모두 (a) 에 서 언급된 사항이나 행위와 관련된 ￡괄적 의미단위속에 포

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Sanford and Garrod (1981: 103-106)는 함축적 명제의 심리적 처리과정을 알어보기 위해 한

정표현의 선행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한정표현을 이해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비교

해보았다.

(49) a. Mary put the baby’s clothes on.

b. The clothes were made. of pink wool.

(50) a. Mary dressed the baby.

b. ‘ T he clothes were made of pink wool.

(51) a. Mary dressed the baby.

b. The ηzaterial was made of pink wool.

이 질험에서 그들은 (4gb)와 (50b)를 해독하는데에는 아무런 시간 차이가 없었오나 (5Ib)

를 해독하는데에는시간이 더 걸린다는것을 알았다. 그런데 (50)과 (51)에 서 (b)의 한정표

현을 (a)와 연관지어주는명제는 각각 (50c)와 (5Ic)라고 할 수 있다.

(50) c. Dressing involves clothes.

(51) c. i) Dressing involves clothes.

ii) Clothes are made of material.

여기서 (50c)는 dressing이 란 행위의 포콸적언 의미단위속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명제라고 할 수 있오나 (5Ic)는 같은 명제 (i) 외에 dressing의 의미단위에 직접적으로는 포

함되지 않은 병제 (ii) 를 갖는다.

Sanford and Garrod의 실험 결과는， 디스코스 해석에 펼요한 비명시적 명제가 frame 또

는 schemata이 론에 서 얘기하는 포괄적 의미단위 속에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명시적

명제와의 연관이 자동척오로 。1 루어 져 ， 선행사를 가진 조응표현의 경우에 비해 아무런 과

외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데 반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추리 단계가 있어야 함

우로 의미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도 더 늘어난다고 하는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함축적인 명제에는 언어사용차의 커존 지식에 의해서 명시적 명제와 자동

적오로 연관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아서 별도의 추리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 든 보끼는 여러 단계의 추리를 거쳐야 디스코스의 문장을 연관지어서

이해할수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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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a. John ’s mother was admitted to hospital with serious heart trouble.

b. John burns a candle in church every morning. (Charolles, 1983:11)

(53) A : Can you tell me the time?

B : Well , the milkman has come. (Levinson , 1983:97)

(52) 에 서 (b)의 문장을 이해하려면， 독자는 ‘John의 어머니에게 불행스러운 일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 ‘교회에서 춧불을 켜고 기도를 하면 불행을 막을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을 John이 가지고 있다’와 같은 추리를 하여야 한다. 또 (53) 에 서 A는 ‘B는 정확한 시간

을 모른다’ ‘그려나 그는 시간을 짐작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유배달원

이 다녀갔다는 것이다’ 등의 추리과정을 거쳐야 B의 응탑의 뜻을 알수있게 된다 (24)

위에서 언급한 포괄적 의미단위는 극히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경우에 대한 지식형태이어

서 통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공유되는 보편적인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

는 사람에 따라서 일반적 지식형태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지식형태에 따라 함축적 명제가 자동적ξ로 추리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Haviland and Clark(1874)에 의하면 다음에서 (b)의 한정표현은 (c)와 깜은 별도의 추리단

계가 펄요하므로 선행사가 있는 경우에 비해 해독에 좀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53) a. Mary got some picnic supplies out of the car.

b. The beer was warm.

(c. The picnic supplies apparently include some beer.)

그려나 만일에 소풍을 갈때엔 의레히 맥주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독자라면 그는 picnic:

supplies의 포괄적 의 미 단위속에 Picnic supplies include some beer9} 같은 명제 를 지 식의 일

부로 가지고 있을 것이묘로，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picnic supplies와 the beer사이 에 자동적

연결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또 일반적부로 가옥구조에 지하실이 포함되는 미국 동북부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

음에서 (a)와 (b)사이 에 자동적 연결이 이루어질것이나일반적우료 가옥에 지하실이 없는

서부 캘리포니아지방사람들에게는그렇지 뭇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54) . a. I bought a new house yesterday.

b. The basement is extra large (Chafe, 1972:63)

이와 같은 예는， 함축적 명제에 의한 자동적 연결이 동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공유

하고 있는 일반적 지식형태에 바탕을 두는 보펀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때로는 일부 언어사

(24) 이러한 추리과정이 어떤 바탕 위에서 어떤 양식으로 얼어나계 되는지는 아직도 잘 파악되지 봇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디스코스의 청보처리과

정을 밝힐수 있는 질험적 방법이 더 발전돼야 할 것이다. 참고로 이러한 추리와 theoryof
implicature에 대해서는 Grice(1975, 1978)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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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자들의 특수한 지식형태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3. 연관성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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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 은 크게는 명제 가 지 니는 디 스코스 주제의 진전 (thematic progression/development)

과의 관계에 의해서 성립되고 더 규체적우로는 동얼 디스코스내의 다른 명제와의 의미척

관계， 디스코스 상황과의 화용론적 관계에 의해 성핍된다. 이러한 관계들은 지극히 복장하

고 다양하여 명확한 포콸적 커술이 용이하지 않우나 비교적 뚜렷한것들을 중심오로 연관성

의 몇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논항의 연속성

디스코스에서 명제간의 연관성을 성렴시키는 가장 뚜렷한 요소의 하나는 명제의 논항의

연속성 (또는 지속성)이다. 논항의 연속성에는 동일 참여체 (participant)가 반복펴어 일어나

는 경우와 어떤한 참여체에 관련되는 항목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디스

코스에 도엽된 항목이 조응적오로 되풀이되어 사용되는 경우로， 뎌스코스의 주제에 대한

관련성이 높을수록 동일논항의 반복도 즉 지속도는 높아지는것이 보통이다 (25) 후자의 경

우는 포괄(inclusion)관계， 구성원 (membership)관계， 전체-부분관계， 소유관계， 사회적 관

계등의 여러가지 관계블 지닌 항목들이 연쇄적오로 사용되는 경우로， 많은 경우에 앞에서

얘커한 틀이론이나 스키마타이론에서의 포괄적 의미단위의 지식형태와 밀접한 관계를 지난

다. 다음 예에서는， 주인공우로 보이는 Clare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는 한편， ‘the office’

와 ‘ the woman’의 포괄적 의미단위에 속한다고 볼수 있는 항목들(즉 office, room , desk ,

mail, blotter, inkwell이 라든가 hat, face, powder puff 등) 이 연쇄 적￡로 사용되 어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55) Clare Russell came into the Clarion office on the following morning, feeling tired and

depressed. She went straight to her room, took off her hat, touched her face with a powder

puff and sat down at her desk.

Her mail was spread out neatly, her blotter was snowy and her inkwell was filled. But

she didn’tfeel like work. ... (van Di jk, 1977:98)

2. 술부간의 관련성

명제간의 연관성을 성랩시키는데는 각 명제의 술부가 나타내는 행위나 상태의 상호 관련

성이 중요한 구실을 한다. 명제의 연관성을 성립시키는 술부간의 관련성에는， 명제의 연쇄

속에 나타나는 두 행위나 상태가 (i) 같거나 유사한 경우， (ii) 서로 밀정한 관계를 지니는

경우， 특히 틀이론이나 스키마타이론등에서 얘기하는것과 같은 포괄적 의미단위에 포함되

(25) 명제의 논항의 연속성에 대한 통계적 연구에 대해서는 Giv6n, 1983을 참조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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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iii) 밀접한 관계는 없다 하드라도 적어도 해당 제계에서 서로 성립이 가능한 경

우등이 있다 (26 )

(i) (56) John is smart, Mary is smart, too.

(57) We went to the movies, but Mary and John went to the theater.

(ii) (58) We went to a theater and saw a play by Bernard Shaw.

(59) John took Mary to an expensive French restaurant last night.

He ordered some exquisite dishes for her and she liked them very much.

(60) John brushed his teeth. Mary combed her hair. (27)

(iii) (61) They went to the beach yesterday afternoon. They played volley ball there.

따라서 다음 (62) 와 같이 행위의 유사성이 희박하거나 (63) 에서 와 같이 두 행위가 양립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관성 있는 발화로 받아드리기가 어렵다.

(62) We went to the movies, but Mary and John emigrated to Israel.

(63) We went to the theater and grew some peanuts there.

3. 시간 및 콩간적 관련성

위의 (56)과 (57) 에 서 언급된 두개의 상태와 행위는 서로 비슷한 시간대와 비교적 가까

운 법위의 장소에 관련된 것오로서 (즉 같은 세계에 관한 서술료서) 시간과 공간의 동일성

또는 근사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우로 디스코스에서 연쇄적오로 얼어나는 명

제간에는 특별한 표시가 없는한 시간적， 공간적 동일성이 전제가 펀다. 따라서 특별한 문

맥이 주어지지 않는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경우를 생각하기는 어렵다.

(64) We went to the movies last night, but Mary and John went to the theater last year.

(65) We went to the movies, but Mary and John went to the theater in Moscow.

명제의 성질에 의해서 두 명제간에 시간적 선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제나 그밖의

특별한 표시가 없는한 문장의 순서가 곧 행위나 상황이 일어나는 순서를 말해준다. 따라서

위의 (58) , (59)의 두 절/문장과 다음 보커에서의 (a) , (b)는 시 간척 선후관계와 일치되게

나열되어 있다.

(66) a. John got in the car

b. and drove off.

(67) a. I noticed the door was open‘

b. So I went into the house.

(26) 이외에 술부간의 대렵관계에 의해 연관성이 성렴되는 경우도 있￡나 이는 l[. 3. 5에 서 따로 다

루기로 한다.

(27) 이 두 행위는 아칩 활동을 나타내는 범주에 속하는것으로서 서로 병렬적 관계를 갖는다고 할수

있다(Hobbs， 1983:45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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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a. He picked some apples.

b. He put them in a bas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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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의 성질에 의해서 두 명제간의 선후관계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도 행위주가 통일한

경우에는 연쇄적￡로 일어나는 두 명제는 연속적인 행위를 나다낸다.

(69) I washed my hands and combedmy hair.

(추 I combed my hair and ￦ashed my hands.)

그러나 행위주가 다른 경우에는 두 명제는 넓은 의미의 시간척 동시성을 나타낸다고 보

아야한다.

(70) I washed my hands and John combed his hair.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논항의 연속성이나 술부간의 관련성이나 시간적， 공간적 관련성

등이 디스코스의 연관성을 정랩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은 디스코스 전개상의 視角

(point of view)의 동일성 또는 지속성을 나타내기 위한것이 라고 볼 수 있다 (28)

시각의 동일성 또는 지속성의 원칙은 곧 명제간에 의미상의 양렵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주제의 전개에 대해서도 직접 또는 간접우로 공헌하는 관련성을 지녀야 하는 것을 말해준

다. 따라서 다음과 깜이 전제가 부정되거나， 그럴만한 상황의 제시 없이 명제간의 관계가

서로 모순되는 경우에는 그 돗을 이해하기가 곤난해진다.

(71) John visited his aunt although he had no aunt.

(72) We went to the movies, but we did not go to the moγies.

그러나 이에 비해서 두 명제가 논리적 함의의 관계에 있오면 이들은 연관성 있는 관계를

지닌다.

(73) John is a bachelor , so he is not married.

4. 원인， 이유， 결과의 관계

디스코스내의 어떤 명제에 대해 원인이나 이유 또는 결과를 나타내는 명제는 서로 연관

성의 관계를 갖는다.

(74) a. John wanted to get a bicyclefor birthday.

b. So I bonght one for him.

(75) a. I bought a bicycle for John for his birthday

b. because he badly wanted to have a new one.

(28) 디스코스의 유형이 일상 대화인 경우에는 시각이나 주제의 지속성이 다른 유형의 경우에 비해

짧은 경우가 많다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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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제의 대렵

두 명제가’ 논리적， 사실적 대립판계를 나타낼 때에도 이들 사이에는 연관성관계가 정립

된다 (29) 명제의 대립은 술부의 대립을 수반하나 논항(특히 주어 구실을 하는 논항)의 경

우에는 반드시 대립될 펄요가 없다.

(76) Lions are ferocious, but Elsa is not.

(77) John is poor. But Mary is rich.

(78) John is poor but he is happy.

(79) John ’s idea is brillian t. But it’s not practical.

6. 배경적 정보

배경적 정보는 어떤 명제의 사항이나 명제의 내용 또는 그와 관련된 상황등에 관해 배경

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오로서 이러한 배경척 명제는 그것이 설명하는 대상 명제에 대해 연

관성을 지 난다. 다음의 예에서는 (3이， (b) , (c) , (d)는 (a) 에 대해 (31), (g)는 (f) 에 대해 배경

적 서술을 하고 있다.

(80) a. And you see a middle-aged Chicano man,
b. wh。’s wearing a navy blue shirt,

c. and a bright red kerchief around his neck,
d. and a white apron.

e. He’s on a ladder

f. and he’s picking pears off a tree,
g. and they look to' be not quite ripe yet.

그러나 명제에 언급된 사항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가 반드시 배경적 정보가 되는 것은 아

니다. 예블 을면， 다음의 (a，-..，c) 에 서 ， (b)는 (a)의 the Chicano man에 대해 언급하는부가

적 정보이긴하지만， 주어진 디스코스속에서 (a)에 대해 연관성 있는 배경적 정보블 저1 공

하고 있다고는 블 수 없을뿐 아니라 오히려 디스코스의 연관성을 깨도리는 구실을 하고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81) a. The middle-aged Chicano man on a ladder picked some pears off a tree.

b. He usually goes to a movie every weekend.

c. He came down the ladder and put pears in a bushel basket.

그러묘로 배경적 정보는 디스코스의 주제전개에 간접적우로 공헌하거나 주제에 관련된

상황 서술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29) 여기서 말하는 사살적 대렵관계는 해립의 가능정이나 확률성에 바탕을 둔 관계를 뜻한다.

(30) 이 예 문은 Chafe (1980: 42) 에 있는 것융 수정한 것이 다.

(31) 그러나 얘커 전체로 보면 b, c, d에 의해 수식되는 a도 얘커에 인물을 등장시키는 배경적 구질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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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적 설명은 얘기된 사항이나 행위 또는 상황등이 어느 정도 특이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청자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를수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부연적 설명의 구질을

하기도 한다. 다음에서 (b)는 (a)의 이유나 원안을 설명해줌무로 해서 청자가 (a)를 이해

하는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82) a. Mary Decker is almost certain to win the race.

b. She holds the world record for 5000 meter race.

(83) a. John felt rather tired.

b. He hadn’t slept ￦ell during the nigh t.

그런데 특히 (83)의 경우에는 (b)도 그 내용이 일종의 득이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므로 그에 대한 원인 설명(예를 들면， 걱정꺼리가 많았다라든가 하는 따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 설명은 경우에 따라서는 끝없이 계속 될수 있

는 것이어서 한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의 결정에는 아마도 디스코스의 주제

전개와의 관련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디스코스의 연관성관계는 본질적￡로 의미흔적， 화용록적 관계

에 의해서 성렵되는것이므로 그 양상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명확한 기술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위에서 보안 디스코스의 연관성 유형의 분류도 B] 교적 그 특성이 뚜렷한 경우 몇가

지를 중심우로 극히 피상적인 기술을 시도해본것에 불과하다. 특히 위의 분류에는 엄밀히

살펴보면 부분적우로 중복이 될 가능성이 엿보이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배

경 설명과 원인/이유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위의 (83)과 같은 예는 그 어

느 쪽에도 속할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도 요흔다. 그러나 아마도 이러한 경우에는 말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에 따라서 어느쪽에 속할 것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끝오로 부언할것은 명제간의 연관성 관계는 發話行寫 (speech acts)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

여 정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대화형식에서 비자동적 추리가

작용하는 경우에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발화행위간의 관계가 인지되어야 비로서

필요한 추리가 일어날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다음 대화의 경우， A가 B의 발화에 담긴

함축적 명제를 알기위해서는、 B의 발화가 A의 발화행위(요청)에 대한 응답행위라는것을

알어야 한다. 또 이플대화에서는 A의 발화에도 함축적 명제가 담겨 있는데， B가 이를 알

아내기 위해서는 A의 발화가 정보를 요청하는 발화행위라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84) A : Can you tell me the time?

B : Well, the milkman has come. (Levinson, 19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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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A : I’m out of petrol.

B: There is a garage round the corner.

N. 맺 음말

師大論響 (31)

(Grice, 1975:51)

위에서 우리는 디스코스에 내재하는 연관성관계에 대해서 개략적￡로 살펴보았다. 연관

성은 디스코스 형성의 펼수적 요건으로， 명제가， 디스코스의 주제의 전개， 통일 디스코스

내의 다른 명제， 디스코스의 상황등과의 사이에 갖는 관계에 의해서 규정될수 있다.

연관성은 본질적무로 의미론적， 화용론적 개념이므로 언어형식에 의해서 반드시 명시적

무로 표출되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언어는 여러가지 형식적 연계표시를 통해서 다

스코스의 연관성을 명시적오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 2절에서는 이러한 형식적 연계

표시중 가장 전형적인것중의 하나인 조응관계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연계표시등 다양한 언어형식적 명시 방식에도 불구하고 디스코스의 연관성은 함축적우록

만 존재하는 경우가 극히 많다. 3절 에서는 연관성과 관련된 정보분포 양식에 관해 간단히

살펀다음， 언어표현을 통해서 명시적부로 표시되지 않고 함축적부로만 존재하는 연관성의

여러가지 현상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관성이 함축적우로 존재한다는 것은， 곧 디스코스에 명시적우로 나타나 있는 명제들간

의 관계가 간접적이어서， 이들사이에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들을 연결해줄수 있는 숨은

명제를 찾아야 한다는것을 뭇한다. 숨어있는 명제， 즉 함축적 명제는 틀이론등에서 얘커하

는 포콸적 의미단위의 지식동에 의해서 자동적오로 얻어지는 경우와 별도의 추리과정을 거

쳐야만 얻어지는 비자동적인 경우가 있다.

연관성의 유형은 그 의미론적， 화용론적 성질째문에 명확한 분류나 기술이 용이하지 않

다. 본고에서는 비교적 관계가 뚜렷한 여젓가지 유형， 즉 논항의 연속성， 술부간의 관련성，

시간 및 공간척 관련성， 원안， 이유， 결과의 관계， 명제의 대립， 배경적 정보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우나 명확한 기술은 되지 옷했고， 보기에 따라서는 부분적 중복도 엿보이는 험을

안고있다.

연관성에 관한 연구로 가장 관심을 고는 문제는 함축적 명제에 대한 추리가 어떠한 지식

의 형태와 추론의 양식을 바탕오로 이루어지는것인가 하는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좀더 깊이 연구되려면 인간언어의 정보처리과정에 대해서 보다더 정확하고 폭넓은

관찰을 할 수 있는 실험 방식이 개발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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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cussion on the Coherence Relation in a Discourse

Maeng-Sung Lee

Abstract

91

Coherence is a necessary relation for a sequence of propositions to constitute a discourse.

It may be defined in terms of relations a proposition may have with respect to the thematic

progression of the discourse, (an) other proposition (s) within the same discourse, andjthe

context of situation.

The coherence relation is fundamentally a semantic, pragmatic relation and is not

necessarily required to be represented through linguistic expressions. Language , however ,

uses a number of formal cohesive devices to overtly express the relation. Section 2 briefly

discusses various features of the anaphoric relation which is one of the most typical

cohesive devices.

Despite the fact that language possesses various formal devices, we find abundant cases

of the coherence relation only implicitly existing in a discourse. In section 3, after briefly

observing the patterns of information distributiorr in connection with the coherence relation,

we discuss various features of implicitly recognizable coherence relations. When coherence

relations are implicit the hearer must be able to infer some implicit propositions so that

he may relate them to some of the overtly expressed propositions in order to interpret the

given discourse coherently. Certain implicit propositions may be automatically inferred

based on the language users' general knowledge yvhich includes the kind of knowledge

forms discussed in such theories as the frame theory or the schemata theory. Other implicit

propositions require further steps of inferring processes, thus not being available

automatically.

The types of the coherence relation are not easily susceptible of comprehensive and

explicit classificatory description due to its complexity and subtlety. It is attempted ,

however, to present a tentative classification of types of some of the more distinct

coherence relations with a brief discussion for each of th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