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어 상과 언표내적 행위 

홍택규 

1. 들어가며: 화행과 ‘언표내적 표지(lFI미’ 

러시아어 상범주의 화행 (speech acts)적 기능 - 특히， 언표내적(illocutionary) 

기능 - 에 관해서는 명령형을 중심으로 한 몇몇의 견해 (XpaKOBCKHR 1988, na

llY맨Ba 1992, Durst-Andersen 1992 동)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거의 연구된 

바 없다1) 게다가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명령형에서의 상의 사용이 요청， 충고， 

명령 (npHKa3 ), 요구， (예의바른) 제안 동의 언표내적 행위 (illocutionary act)의 

‘분류’와 어떤 관련을 가지는가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어， 요청과 

충고의 화행에는 완료상이， (예의바른) 제안의 화행에는 불완료상이 사용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언어사용의 측면에서는 위의 언표내적 행위들을 명확히 ‘분류’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위의 연구들은 마치 화자에 의해서 먼저 

일차적으로 (특정한) 언표내적 행위가 선택되고， 이에 맞추어 이차적으로 그 

언표내적 행위의 표현에 요구되는 완료상과 불완료상이 선택되는 듯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범주가 고유하게 담당하고 있는 화행적， 언표내적 기능 

의 본질에 다가가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연구에서 언표내적 행 

위의 분류와 상의 연관은 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화행적(언표내적) 기능/자 

질에 의해 설명되지 않고， 다른 의미적 요인 - 예를 들어， ‘상황에 의한 행위 

의 주어짐성 (o6ycnoBneHHOCTb)’의 자질이나 ‘재촉’의 자질2) - 에 의한 ‘효과’인 

*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1) 이외에도 러시아어 화행동사(speech act verb)에 대한 rAoBHHcKa~(1992)의 짧은 연구 

가 있지만， 이 역시 상이 가지고 있는 언표내적 기능의 본질적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 

하고 있다. 
2) 바로， naLIYt!eBa(1992)가 이런 설명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녀에 따르면， 일례로， 화자의 

화행이 요청의 화행이 되기 위해서는 화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요청의 행위가 ‘그 자 

체로서 암시되는 것으로서’ 간주되도록 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상황에 의한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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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연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언표내적 행위 

유형의 기준에 따라 완료상과 불완료상이 일관되게 선택되는 것은 아니어서， 

자주 요청과 충고의 화행에 불완료상이， 제안의 화행에 완료상이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어 상범주에 대해 화행론적 방법론을 본격적으로 이 

용하여 접근한 연구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러시아어 상은 언표내적 행위의 종류를 상대적으로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명령형이 사용된 경우에만 ‘화행적’， 즉， 언표내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 

이 아니라， 그리고 이 경우에도 언표내적 행위의 분류와만 관련된， 제한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법， 명령볍， 그리고 때로는 가정법의 경우에 

도 매우 광범위하게 상 고유의 언표내적 기능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언표내 적 자살(illocutionary suicide)’과 ‘거 리 를 둔(distanced) /유보된(suspended) 

단언’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러시아어 상이 비분절적 ‘언표내적 표지’로서의 기 

능을 매우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보일 것이다.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연 

구에서 간과되었던， 러시아어 상의 언표내적 기능에 대한 해명은 러시아어 상 

이 담당하고 있는 화용적， 담화적 기능에 대해서도 주로 ‘연상적인’ 설명에 의 

존하고 있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보다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가져 

다 줄 수 있다. 

화행론 연구의 초기에는 문장의 (주로 통사적인， 혹은 어휘적인) ‘형식적인 

표지/혹은 자질’과 언표내적 행위의 유형과의 관련의 문제가 주된 관심이었다. 

일례로， Searle은 자신의 화행론적 입장과 당시의 문장에 대한 생성의미론적 

접근을 접목시켜， 각 문장은 자신의 문장수형도의 가장 왼쪽 결절(node)에 그 

문장의 ‘언표내적 힘 Gllocutionary force)’을 나타내주는 일종의 통사적 자질/표 

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Bierwisch(1980)는 화행의 언표내적 

힘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장치인 ‘언표내적 표지(Illocutionary Force lndi

cating Device; 이하 IFID)’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시켰다. 예를 들어， 아래의 예 

문 1)에는 주어진 담화상황하에서 이 발화가 각각 수행하는 약속， 예측， 또는 

경고 등의 언표내적 행위 3)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언어화된 

주어짐성’의 (의미)자질을 가지고 있는 불완료상은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 

지로， 충고의 화행을 위해서는 화자는 청자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즉， ‘상황적으로 주 

어지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불완료상은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3) 화행론적 관점에서 발화를 이해할 때는， 통일한 명제내용(propositiona1 content)을 가 

진 문장도 각기 다른 ‘언표내적 힘’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화자는 각기 다른 화행 

을 수행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예문 1)은 적절한 상황하에서 각각 약속으로， 예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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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즉 IFID가 없지만， 예문 2)와 3)에는 IFID - 즉， 여기서는 “ promlse 

you to G", “1 request that"와 같은 표현과 의문형과 명령형의 표현 가 나 

타나 있다는 것이다 

1) I'll be there before you. 
2) a) I promise you to be there before you. 

b) I request that you come in the evening. 
3) a) Could you come in the evening? 

b) Come in the evening. 

그는 IFID의 두 가지 주된 유형으로 보통 1인칭 단수 직설법 현재시제의 형 

태로 사용되는 ‘명시적 이행사(perforrnative)’와 명령과 의문 등의 문장 유형을 

결정해주는 ‘서법 (mood)'을 제시한다. 즉， Bierwisch는 ‘기능적’ 관점에서라기보 

다는， 다분히 형식적/형태적， 혹은 통사적(문법적) 관점에서 IFID를 정의한다. 

그러나， 화행에 대해 다소 문법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화용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또는 좀더 ‘근본적인 (radical) 의미’에서 화행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면， 영어에 비해 보다 종합적~ (synthetic) 언어유형에 속하는 언어들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들4) 이 보여주듯이 화행의 언표내적 힘을 표시하는 지표들은 위 

의 Bierwisch(1980)에 의해 지적된 병시적 이행사와 서법으로만 국한될 수 없 

다. 그리고 이 경우 IFID는 화행의 언표내적 힘의 ‘결정’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 

니라， 언표내적 힘의 ‘강화/약화’의 표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영 

어에 비해 보다 종합적인(synthetic) 언어에 속하는 한국어가 ‘분절적인 (discrete) ’ 

방식으로 언표내적 힘의 강화/약화를 표현하는 다양하고도 풍부한 IFID적 기 

제를 발달시켜 왔다면，5) 러시아어는 (문장의 강세와 억양 등의 보조적 수단과 

함께) 동사의 상범주를 이용하여， ‘비분절적인 (non -discrete) ’ 방식으로 화행의 

언표내적 힘의 강화/약화를 표현하는 방식을 발달시켜 온 것처럼 보인다.6) 

로， 혹은 경고의 화행을 수행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이에 대해서는 Brown과 Levinson (1987)과 Leech(1983) 등을 보시오. 
5) 영어의 경우에도 (한국어의 경우처럼 활발하고 본격적이지는 않다 할 지라도) 화행의 
언표내적 힘의 강화/약화를 표현하는 IFID가 발달되어왔다고 생각된다‘ 아래의 예문 

b)는 가정법 표지인 would의 사용으로 인해， will이 사용된 예문 a)에 비해서 언표내 

적 힘이 약화되어 있다. 

a) Will you open the window? 
b) Would you 때en the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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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화행의 언표내적 힘을 약화시키는， 분절적 IFID로서의 몇 가지 한국어 

어미와 조사 - -지 -(-ci-) ， -쯤-( -ccum-), -던데요-( -te-nteyyo-) - 의 기능 

을 조준학 교수의 견해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4) a. *sacang-nim, cemsim-ha1e ka-si-psita 
*사장님， 점심하러 가십시다. 

b. ?sacang-nim, cikum myech si-i-p띠kka? 
?사장님， 지금 몇 시입니까? 

c. *sacang-nim, ttanim-kkeyse nolay-lul ca1 pulu-ptita. 
*사장님， 따님께서 노래를 잘 부릅디다， 

5) a. sacang-nim, cemsim-ha1e ka-si-ci-yo. 
사장님， 점심하러 가시지요. 

b. sacang-nim, cikum myech si-ccum toyess-upnikka? 
사장님， 지금 몇 시쯤 되었습니까? 

c. sacang-nim tta-nim kkeyse nolay-lul ca1 pulu-si-te-nteyyo. 
사장님， 따님께서 노래를 잘 부르시던데요. 

(Cho 1982: 131-135) 

Cho0982: 135)는 4-a)에 사용된 보다 ‘형식적인 (forn떼) 제안’을 나타내는 어 

미 si-psita가 화용적으로는 위 화행으로 하여금 ‘제안’의 (지나치게) 강한 언표 

내적 힘을 갖도록 하여 호칭 ‘사장님’의 사용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므로， 4-a) 

가 예의바름의 측면에서 어색한 문장이 되는 반면에 5-a)엔 사용된 ‘비형식적 

인(informa1) 추측’을 나타내는 형 태소 -ci-는 화자의 측면에 불확신성을 내포 

하도록 하여， (화용적 관점에서는) 이 화행의 언표내적 힘을 약화시키므로， 

5-a)가 충분히 예의바른 발화가 된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화자의 이해관계 

가 관련되어 있을 때， 예의바른 발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화행의 언표내적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7)는 그 자신의 예의바름의 화용론적 기본원리에 바탕을 

둔 채， 형태소 -Cl-가 가지고 있는 추측의 의미가 이 형태소가 사용된 화행의 

언표내적 힘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는 5-b)에는 ‘대략’의 의미 

6) 여기서 ‘분절적/비분절적’의 개념은 양상(MOllaJlbHOCTb)에 대한 50HllapKo (1990b)의 용 

어사용에 준한 것이다. 

7) ‘예의바름’과 관련된 이러한 견해는 다소 일방향적이라는 느낌에도 불구하고， Leech 
(1983) 동의 학자들에 의 해 반복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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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내는 조사 ccum의 사용으로 인해 이 화행의 질문의 언표내적 힘이 약 

화되 었다고 지 적 한다，8) 

그러나， 형태소 -Cl-의 언표내적 기능은 보다 일차적인 이 형태소의 ‘의미’로 

부터， ‘화자입장에서의 불확신성’의 내포라는 단계를 거쳐， 일종의 이차적인 ‘화 

용적’ 효과로서 획득된다는 그의 설명은， 비록 모국어화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적절한 언어적 직관에 바탕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특히， 방법론적 측면을 고 

려해 볼 때) 몇 가지 점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첫째로， -ci-가 갖는다는 ‘추 

측’이라는 형태소적 의미를 그렇게 설정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며， 둘째 

로， 이 역시 바로 위에서 지적한 문제와 맞닿아 있는 문제이겠지만， 이 형태소 

가 제안을 수행하는 화자입장에 ‘불확신성’을 내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제안’이라는 화행을 ‘약하게’ 한다고는 말 

할 수 있지만， ‘제안’이라는 화행 자체가 ‘불확실할’ 수는 없다는 것 - 이는 화 

자가 마치 ‘청자가’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일지， 혹은 그렇지 않을지’를 ‘확신하 

지 못하는’ 듯한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과는 다르다 - 이다，9) 즉， 화자는 -ci

의 사용을 통해 자신의 ‘제안 자체’가 불확실한 듯한 효과를 내고자 한다기보다 

는，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불확실해 하는 듯한 

효과를 내고자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굳이 이 형태소의 불 

확실성의 문제와 언표내적 기능을 연관시키려고 한다면) 바로 이 점에서 이 

‘불확실성의 효과’가 오히려 언표내적 힘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담당하는 분절적 

IFID, 즉， 여기서는 -ci-를 사용한 ‘효과’， 혹은 ‘결과’는 될 수 있을 망정， 조준 

학 교수가 생각하듯이， 위 발화의 언표내적 힘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굳이 ‘추측’이라는 형태소적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제안이 불확신의 뉘 

8) 아울러， Cho(1982:136)는 4-c)의 경우에는 ‘형식적 ~(formal) 회상’을 나타내는 어미 

-ptita가 사용되 었지 만， 5-c)에 는 ti-에 상응하는 ‘비 형 식 적 인 회 상’의 어 미 te-ntey 
yo가 사용되어， 5-c)가 4-c)보다 덜 단언적 (asseπive)이라고 지적한다 즉， 5-c)는 화 

자가 마치 주저하는 듯한， 혹은 청자에 대해서 좀 더 고려하는 듯한 인상을 주게 준다 

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5-b)와 5-c)에 각각 4-b)와 4-c)의 경우보다 좀 더 ‘긴 형태’ 

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이 발화들로 하여금 즉각성과 단호함의 뉘앙스를 감소시키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9)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되는 개념이겠지만， 이러한 설명방식에 따른 ‘불확실성의 뉘 
앙스를 갖는 제안’이라는 화행은 잘못하면， 청자에게 일종의 ‘언표내적 자살(illocu

tionary suicide)’로 이해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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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스를 갖는다는 설명은 ‘오캄의 변도날(Occam ’ s Razor) ’ 10)로부터 자유롭지 못 

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가 화행론 ‘고유’의 영역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 

다지 강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11)에도 바탕을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5-b)처럼 사용되는 ccum은 조사라는 점에서 그 어휘의미가 어미로 기능 하는 

Cl-에 비해，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는 듯하지만， 이 형태소의 의미가 실질적 

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많다. 다시 말해， 필자의 견해로는 한국어 어미 

-Cl-와 조사 ccum은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즉， 언표내적 기능이 활성화될 

여지가 마련된다면， ‘언표내적 힘의 약화’라는 화행론 고유의 기능을 담당하는 

분절적 IFID c.]-는 것 이 다. 

즉， 위에서 지적된 형태소들은 ‘일차적으로’ 발화의 명제내용의 표현이라는 

동기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화행적 동기부여， 즉， 언표내적 

기능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 형태소들의 IFID적 지위가 커뮤니케이 

션적 기능의 측면에서도 더 본질적이다. 특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어의 경우에는 화행의 언표내적 힘의 강화/약화를 분절적으로 표현하는 기제가 

타 언어들에 비해 더 발달해있는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이러한 기제들은 결 

국 (넓은 의미에서) ‘예의바름’의 문제로 수렴되는 듯하다. 

2. ‘언 표 내 적 자살(illocutionary suicide)’과 러 시 아어 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각각의 발화들이 그 자체의 ‘존재론적 의의’를 획득 

하기 위한 기본적 전제 중의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참여자들이 자신의 발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언표내적 책임’을 진다는 사실이다. 즉， 화자는 자신이 표현하 

고자 하는 명제내용이 담긴 문장을 음성적으로 발화하는 행위， 다시 말해 

10) 이는 실제로 요구되는 것 이상의 변수와 개념을 사용해서 어떤 사실/현상에 대해 설 

명해서는 안된다는 경제적 설명원리로서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사용된 변수와 개념 

이 오히려 이 현상에 대한 해명의 근거/정당성 자체를 제거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변 형태소 -Cl-와 ccum이 가지는 고유한 

기능u의미)은 화행의 언표내적 힘을 약화시키는 데 있으며 굳이 ‘추측’이나 ‘대략’이 

라는 형태소적 의미， ‘제안의 불확신함의 뉘앙스’ 등의 변수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 

는 것이다 즉， -ci-와 ccum 현상의 본질은 이 형태소의 언표내적 기능에 있다는 것 
이다. 

11) 조준학 교수는 화행론을 화용론의 한 하부범주로 파악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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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in (l962)에 의해 처음 사용된 용어로 표현한다면)， ‘언표적 행위 Oocu

tionary act)’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화가 참이라고 ‘단언’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자에게 무언가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청자로부터 답을 구하고 

자 하는 ‘질문’을 하거나 또는 청자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도록 ‘명령’을 하 

는 행위， 다시 말해 ‘언표내적 행위 (illocutionary act)’를 수행한다 12) 예를 틀어， 

‘일상적인’ 맥락에서는 - 이를테면， 화자가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자신의 발화가 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발화를 (마치 

참인 것처럼) 단언하는 행위를 수행할 수는 없다 또한 화자의 질문은 (일반적 

으로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 채) 청자로부터 그 답을 요구하는 화행이 

지， 예를 들어， 수업 중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질 경우， 혹은 수 

사의문문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 ‘일반적으로’ 화자가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타인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다. 참고로， Searle(l969: 

66) 이 제안한 단언과 질문의 언표내적 행위의 적정조건(appropriateness condi

tion, felicity condition)13)을 살펴보자 6)은 단언의 적정조건이며， 7)은 질문의 

적정조건에 해당한다. 

6) 선결조건 1 자신이 발화하는 명제 p의 진리성에 대한 

증거(이유 등의)를 가지고 있다. 

2. 화자와 청자 둘 다 모두에게 
청자가 명제 p를 아는지가 명백하지 않다. 

진실조건 화자는 명 제 p를 믿는다‘ 
본질조건 명제 p가 세계의 실제상황(state of affairs)을 

재현한다(represent)는 효과를 이끌어내려는 

착수(undertaking)로서 간주된다. 

7) 선결조건 1 화자는 ‘답’을 모른다. 
즉， 화자는 명제 p가 참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2. 화자와 청자 둘 다 모두에게 
청자가 질문을 받지 않는다면， 바로 그 때에 

12) 이외에도， 화자는 문장을 발화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놀라게 한다든지， 화나게 한다 
든지 등의 청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려는 행위， 즉 언표효과적 행위 (perlocutionary 

act)를 수행한다. 언표효과적 행위에 대해서 더 자세히는 Davis(1980)를 보시오. 

13) 적정조건은 다시 선결조건(preparatory condition) , 진실조건(sincerity condition)과 본 

질조건(essential condition)으로 나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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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다. 

진실조건 화자는 이 정보를 원한다 

본질조건 청자로부터 이 정보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시도로 간주된다. 

(비록 ‘일반적’이지는 않더라도) 선생님이 수업 중에 교육적 효과를 위해 답 

을 알면서도 질문을 던질 수 있듯이， 위의 질문의 적정조건 중， 선결조건이 반 

드시 만족되지 않고서도， 질문의 언표내적 행위가 수행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거짓말의 경우처럼， 위의 단언의 적정조건 중， 진실조건이 만족되지 않은 채로 

단언의 언표내적 행위가 수행될 수 있다. 그러나 ‘단언’과 ‘질문’이 하나의 ‘온 

전한’ 언표내적 행위로서 성립되기 위해서， 적어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적 

정조건은 (Searle의 용어를 사용한다면) 본질조건이다. 즉， Ven버er(1976)의 용 

어로 표현한다면， 화행적 관점에서 화자의 단언， 질문， 요청，14) 명령 등이 하나 

의 언표내적 행위로서 성 립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화자가 소위 ‘언표내적 자살 

(i11ocutionary suicide) ’ 15)을 범 하는 것 은 피 해 야 한다 16) 

14) 참고로， Searle(1969: 66)이 제 시 한 ‘요청 ’의 적 정 조건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선결조건 1 청자는 미래의 행위 A를 할 수 있다 

화자는 청자가 A를 할 수 있다고 믿는다. 

2 화자와 청자 둘 다에게 청자가 자신의 일상적 상황에서 
A를 할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다. 

진실조건 화자는 청자가 A를 하기를 원한다 

본질조건 청자로 하여금 A를 하도록 하는 시도로 간주된다. 

15) 이 개념을 가장 먼저 제안한 것으로 보이는 Vendler( 1976)는 주로 영어의 언표내적 
동사(illocutionary verb) - 혹은 이 행、Hperforrnative) - 의 사용을 중심으로， ‘언표 

내적 자살’에 대해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영어의 state, promise, 혹은 warn 등과 같 
은 동사들은 이행사적 (perforrnative)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반면에， allege와 같은 

동사는 이행사적 방식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화자가 “Joe 
has alleged that p"라고 발화할 때， 그 화자의 목적은 첫째로， Joe의 언표내적 목적 
(illocutionary aim)은 그의 청 자로 하여 금 자신 이 발화한 명 제 p를 믿 도록 하는 것 이 

라는 사실과， 둘째로， 화자의 견해로는 명제 p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사실의 두 가 

지 모두를 표현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비이행사적 (nonperforrnative) 맥락에서는 위의 

두 가지 요소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반면에， 동사 떠lege를 1인칭 단수 현재형으로 

- 즉， 이행사적 방식으로 사용하여， “1 allege that p"라고 발화하면， 화자가 ‘강한 
단언’을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동시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 

에， 일종의 언표내적 자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어느 누구도 “1 allege ... "라 
고 말하면서 그 어느 것에 대해서도 단언할 수 없게 된다. 

16) 아래의 2.1과 2.~의 설명에서 드러나겠지만， ‘단언’과 ‘질문’이 ‘온전한’ 언표내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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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사적/반어적 질문(혹은 유사-/반-(semi-)질문) 

수사의문문이 사용될 때， 화자는 이미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고 

(선결조건 위반)， 또한 청자로부터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지도 않는 

다는 점에서(본질조건 위반)， 화자가 일견 언표내적 자살을 저지른 것처럼 보 

이지만， 러시아어의 경우， 언표내적 자살을 피하도록 하는 언어적 기제를 가지 

고 있다.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어의 수사의문문에는 거의 독점적 

으로 불완료상이 사용되는데， 이는 러시아어 상범주가 ‘고유하게’ 담당하는 언 

표내적 기능과 깊은 관련이 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화행의 ‘언표내적 힘 

Gllocutionary force) ，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불완료상을 사용하여， 그 

화행이 담당/감당해야 할 언표내적 행위의 ‘하중(load) ’ 자체를 낮추는 방법이 

그것이다 17) 

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반드시 본질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과 하나의 

언표내적 행위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표내적 자살’은 피해야한다는 것 사이 

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 언표내적 행위에는 ‘(온전한) 질문’과 ‘(온전한) 명령’ 

등의 화행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j반-질문’과 ‘유사-j반-명령’ 등의 화행도 

존재하며， 이러한 후자의 화행들은 본질조건은 위배하지만， 결코 ‘언표내적 자살’은 범 

하지 않는다 즉， ‘유사-j반-질문’과 ‘유사 /반-명령’의 화행을 포함하여， 한 화행이 언 

표내적 행위로서 성 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은 ‘화자는 반드시 ‘언 

표내적 자살’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17) 여기서 ‘화행’의 언표내적 힘을 약화시킨다고 할 때， 한 문장이 ‘원형적 (prototypica]) 

으로’ 수행하기로 되어있는 언표내적 행위 예를 들어， 평서문의 경우에는 ‘(온천한) 

단언’， 의문문의 경우에는 ‘(온전한) 질문’， 명령문의 경우에는 ‘(온전한) 명령’ 등 - 만 

의 언표내적 힘을 약화시키는가(따라서， 이 ‘원형적’ 언표내적 행위와는 다른 (새로운) 

언표내적 행위의 언표내적 힘이 일종의 ‘보상작용’으로서 강화되는가)， 아니면 ‘화행’ 

이 감당해야할 언표내적 행위의 ‘하중’자체를 낮추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필자의 입장은 후자에 가깝지만 이 양자의 구별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통사적’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보다 ‘화행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오히려， 이 양자의 혼재는 실제적 화행상황에 더 자연스러운 것이 되며， 또한 Sperber 
와 Wilson(1986)의 약-커뮤니케이션(weak communication)적 상황에도 더 적합한 것 

이 된다 즉， 통사적 관점에서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등의 문장유형과 ‘단언’， ‘질문’， 

‘명령’ 등의 언표내적 행위사이에 존재하는 ‘일차적’， ‘원형적’ 연관의 상정을 통해， 언 

표내적 행위에 대해 접근할 필요 없이， 보다 화행적 관점에서는 화자의 화행은 화자 

와 청자에 의해 이미 ‘단언’， ‘질문’， ‘명령’ 등의 특정한 언표내적 행위로서 받아들여지 

므로， 불완료상은 이미 이 특정한 언표내적 행위로서 존재하는 ‘화행’의 언표내적 힘 

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불완료상이 ‘단언’의 화행에 사용될 때는 ‘단언’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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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커뮤니케이션 모드’， 혹은 ‘커뮤니케이션적 레지스터 (register) ’ 18)가 러 

시아어 상의 의미화 메커니즘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자주 지적되어 

온 사실이다. 예를 들어， nallyl.JeBa (1986)는 불완료상 BHCeJJa가 사용된 아래의 

예문 8)을 내러티브 모드(HappaTHBHbIH pe)f(HM)를 통해서 해석할 경우에는 ‘실제

지 속(aKTyaJJbHO-llJJHTeJJbHoe)’의 의 미 가 실 현 되 며 , 직 시 적 모드(lleHKTHl.J eCKHH pe

)f(HM)를 통해서 해석할 경우에는 ‘일반 사실적’ 의미가 실현된다고 주장한다. 반 

면에， 해석의 두 모드 중 직시적 모드만을 허용하는 ‘직시어’， BOT가 사용된 8') 

는 일반사실적 의미만을 허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8) Ha CTeHe ClIpaBa BHCeJla I< apTHHa.(AlIpeCJlH 1980 :33) 

8’) BOT Ha 3T얘 CTeHe BHCeJla I< apTHHa.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모드는 ‘통일한’ 상범주가 ‘상이한’ 커뮤니케이션 모드 

에 속하게 됨에 따라 겪게 되는 하부 의미적/기능적 분화에 대해서는 잘 ‘예측’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이한 커뮤니케이션 모드는 불완료상이 실제-지속적 

의미로서 사용되는 경우와 일반사실적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완료상이 ‘내러티브를 진행’시키는 전경화(foregrounding)적 기능을 수 

행하는 경우 내러티브 모드， 재현적 레지스터 (penpOllYKTHBH뼈 perHCTp)의 경 

우 - 와 그렇지 않은 경우 - 직시적 모드， 정보전달적 (H때opMaTHBHblH) 레지 

스터의 경우 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이한’ 상 

범주가 ‘동일한’ 커뮤니케이션 모드에 속하는(혹은 속한다고 추정되는) 경우 -

표내적 힘을 약화시키며， ‘질문’의 화행에 사용될 때는 ‘질문’의 언표내적 힘을， ‘명령’ 

의 화행에 사용될 때는 ‘명령’의 언표내적 힘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즉， 화자가 수행 

하는 특정한 언표내적 행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불완료상은 일정한 조건이 갖춰진다 

면， ‘화행’의 언표내적 힘을 약화시키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의 두 

가지 측면의 구별은 매우 어려우며， 이 양자가 자주 혼재되어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18) 대표적인 예로 벤베니스트(1988)의 ‘이야기’와 ‘담화’， nOc lIeJloB(l966)의 ‘정보차원’과 

‘커 뮤니 케 이 션차원’， 이 인 영 (1993, 1994) 교수의 ‘사건모드’와 ‘화자모드’， nally'leBa 

(1986)의 ‘내 러 티 브 모드(Happa깨BH뻐 pe뼈M)’와 ‘직 시 적 모드(lleRI<TH'IeCKHR/pe'leBOR 

pell<HM)’, 3oJloToBa(1982, 1995)의 ‘재현적 (pellpOllYI<THBHblR) 레지스터’와 ‘정보전달적 (HH

φPMaTHBHblR) 레지스터’ 동을 들 수 있다 대략， 전자부류와 후자부류가 (개념정의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개념의 ‘실제적 효과’의 측면에서) 각각 하나의 시리즈로서 묶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분류하는가에 따라， 한 시리즈로 묶 

일 수 있는 개념들 사이에도 미세한 차이가 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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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보전달적 레지스터에서 완료상과 불완료상이 사용되는 경우 - 에는， 

커뮤니케이션 모드의 역할은 당연히 크지 않으며， 오히려 기호의 자기동일성 

(jdentity)을 지 향하는 가추(abductive) 과정 으로 이 해 되 는 담화도상성 (discourse 

iconicity)의 원리가 강력하게 작용한다. 

‘가추적 (abductive) 추론의 전제는 결론의 도상(icon)’이라는 Peirce의 지적 19) 

처럼， 동일한 커뮤니케이션 모드 내에서 상이하게 선택된 완료상과 불완료상은 

각각 Peirce적 의미의 ‘결과(result) ’， 즉， 가추적 추론의 전제로서 기능하며， 따 

라서 이 추론적 인지과정의 결론， 즉， Peirce적 의미의 ‘사례(case)’의 도상이 된 

다. 그리고， Ajello(995)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이 도상은 계속적으로 ‘자기동 

일성(jdentity)’을 확보20)하고자 하는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DOH.llapKO 

0973, 1990a) , IDeJl.s! KHH(979) , Mac JloB(973) , HaM(973) 등이 주장하듯。1， ‘상의 

경쟁 (KOHKypeHl\H.s! BH.llOB)’의 문맥에서(즉， 정보전달적 레지스터 내에서) 완료상 

과 불완료상이 의 미 적 으로 ‘중화(HeiíTpaJlH3a뻐.s!)’되 는 것 2])이 아니 라， 오히 려 인 

지적 관점에서는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적 관점에서도) 두 기호가 각각 (기호 

의) ‘자기동일성’을 유지하려는 (차별화의) 정향을 갖는다.22) 

그렇다면， 정보전달적 레지스터내에서 사용된 완료상과 불완료상의 두 기호 

19) 이에 대해 더 자세히는 Andrews(I990: 58-62, 84-87)를 보시오 
20)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기호의 자기동일성은 Saussure적 견해와 기본적인 (인식)방법 

론의 측면에서 다르다 Saussure도 역시 (구조주의의 입장에서) 자신의 (과학적) 언어 

학적 ‘연구대상’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기호의 자기동일성에 관심을 가진다 그는 ‘관 

점’이 ‘대상’에 선행한다는 자신의 (인식)방법론적 토대 하에서， 언어활동(language)에 

서 시간성과 언중(화/청자， 주체)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기호의 자기동일성을 확보한 

다. 

21)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홍미로운 점은 서구에서 유표성이론을 주장했던 Jakobson 
(1971), Andersen (1989) , Andrews (1990) , Waugh(1982) 등의 학자들은 (문맥적) 중화 
현상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또한 완료상과 불완료상을 유표성 이론의 관점 에서 파 

악을 하지만， 러시아내의 학자들과는 달리 완료상과 불완료상에 대해서는 중화의 관 

점에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중화란 ‘남성’ : ‘여성’의 ‘문볍 범 

주’의 대립처럼 (‘의미적’ 대립이 아니라)， 특정한(중화) 위치에서는 무표적 범주(의 형 

태)만이 실현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위에 인용된 러시아학자들은 유표성/무표성 개념 

을 받아들인 채， 완료상과 불완료상이 둘 다 사용될 수 있으면서도 ‘의미 차이’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중화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22)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lIleJUlKHH(1979)은 ‘구어의 상황성’이 두 기호의 중화로 이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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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지적/커뮤니케이션적 측면에서 각각 자기동일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가추 

과정은 어떤 방식으로 수행되는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문장 강세， 억양의 보 

조적 수단과 함께 1장의 한국어 어미들이 분절적 IFID로 기능 했던 것처럼， 러 

시아어 완료상과 불완료상은 각각 정보전달적 레지스터 내에서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화행의 언표내적 힘의 강화/약화의 기능을 활발하게 담당한다. 즉， 

가추모댈적 관점에서 본다면， 정보전달적 레지스터 내에서 사용된 완료상과 불 

완료상 기호는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각각 화행의 ‘언표내적 힘의 강화와 

약화’의 도상(icon) 이 된다. 수사의문문이 사용된 아래의 예문 9)를 살펴보자. 

9) 때JUI: KaK 뻐 C ToõoA HeC4aCTH비， JIeHe4Ka, ax, KaK HeC4aCTHa! 
、 t-K:B 1. CB 

:i(eJJTYXHH: KTO 、 *e ynOJJHOM04HBaJI"--/*ynOJJHOM04HJ(" TeÕJl rOBOpHTb C 

He~? HenpOmeHaJl CBaXa, õaõa! Tμ MHe BCe aeJJO HCnOpTHJJa! OHa nOaYMaeT, 4TO 

Jl CaM He yMe~ rOBOpHTb, H ... H KaKOe MemaHCTBO! 

(AHTOH 4eXOB, 지eDIH.η， c. 171) 

예문 9)에서 화자 )((eJITYXHH은 자신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청자 에JUI로 하여금 

‘그녀’와 이야기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도 

대체 누가 너보고 껴와 이야기하랴든?"23)하고 질문한다. 즉， 수사의문문을 사용 

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사의문문은 Searle의 질문의 적정조건 중， 선 

결조건과 본질조건을 어겼다는 점에서， ‘언표내적 자살’을 수행한 것처럼 보이 

나， 각 언어마다 고유의 방식으로 ‘언표내적 자살’을 피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청자에게는 이미 수사의문문이 사용되는 언어외 

적 상황이 이미 (가추적 관점에서 ‘결과(result)’로서) 주어져 있으며， 둘째로， 

감정적 표현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는 어휘 - 예를 들어， 한국어의 경 

우는 거의 필수적으로 ‘도대체’ 둥의 표현이 사용되는 것 같으며， 러시아어의 

경우도 소사 *e가 자주 사용된다 - 나 억 양 등이 사용되며， 셋째로， 그 화행 

의 ‘언표내적 포인트(illocutionary point)’를 ‘무디게’ 하여， 청자에게 그 화행이 

자신이 답을 해야하는 ‘질문’의 언표내적 행위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위의 예문의 한국어번역에서 사용된 어미 ‘-든’은 질문의 언표내적 힘이 강 

23) 여기에 제시된 (그리고， 앞으로 제시될) 한국어 번역들은 언표내적 힘의 측면을 중심 
으로 설명할 필요에 의해 사용된 일종의 ‘정향적’ 해석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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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형적 질문’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언표내적 포인트’를 무디게 하는 

IFID적 기제이다. 이와 비슷하게， 러시아어의 경우에도， 화자는 화행의 ‘언표내 

적 힘 (i11ocutionary force)'을 약화24)시 키 는 불완료상을 사용하여 , 그 화행 이 담 

당/감당해야 할 언표내적 힘의 ‘하중Ooad)’을 낮추어， 질문의 언표내적 포인트 

를 무디게 한다. 바로 이런 점에서 수사의문문은 언표내적 행위의 측면에서 

‘유사(pseudo)- 질문’， 혹은 ‘반(semi)-질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수사의 문문 

은 ‘온전한 질문’이 아니라， ‘유사-/반-질문’만큼만의 언표내적 힘의 하중을 갖 

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화행이 ‘그 만큼’만의 언표내적 힘의 하중을 가지고 

있으므로， 화자는 언표내적 자살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맥락 

에서 불완료상보다 강한 언표내적 힘을 표현하는 완료상을 사용하는 것은 화 

행의 언표내적 자살을 범하는 것이 되므로， 완료상은 결코 사용될 수 없다. 

아래의 예문 10)은 거의 관용어화된 표현들로， 괄호 속의 의미로는 위와 동 

일한 이유에서 완료상은 결코 사용될 수 없다. 

10) a) KTO Teõ~ rrpOCHA뼈/*rrorrpOCHACB 3TO lleAaTb? (He Hy :l<HO ÕblAO.) 

b) KTO Teõe pa3pemaA뼈l*pa3pemHiB? (He HMeA rrpaBo.) 

c) KTO Teõ~ 3a ~3 b1K llëpraAκB/*llëpHYACB ? 
HCB /. CB n. I KTO Teõ~ 3a ~3μK T~HYAn，uI*rroT~HYA-D? (He Hy*HO 대AO rOBopHTb.) 

이처럼 러시아어 상은 특히 정보전달적 레지스터 하에서는 비분절적 IFID로 

서 화행의 언표내적 기능을 충설히 수행한다. 아래의 예문 11)에 사용된 소위 

‘반어적 Oronic) 질문’ - 화자 30JIOTyeB는 청자가 잘라놓기로 했던 꽃을 거의 

잘라놓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힐난하는 어조로 “많이 잘라놨다 

고?"하고 ‘묻는다’ - 도 수사의 문문과 마찬가지 로 Searle의 적 정 조건 중 선 결 

조건과 본질조건을 위배했다는 점에서， 마치 언표내적 자살을 범한 것처럼 보 

이나， 이 역시 화행의 언표내적 힘을 약화시키는 불완료상을 사용하여， 언표내 

적 자살을 피한다. 비슷한 이유에서 이 반어적 질문의 한국어 번역에도 질문 

의 언표내적 포인트를 무디게 하는 어미 ‘-다고’가 사용된다. 즉， ‘반어적 질문’ 

도 언표내적 행위의 측면에서 ‘유사-/반-질문’에 해당한다. 

24) 이러한 화행의 언표내적 힘의 약화는 소위 J1oTMaH(1971)적 의미의 ‘마이너스 장치 (MH

HyC rrpHeM)’적 속성을 지녀， 오히려 자주 담화의 (순수)정보전달적 기능이외의 여러 커 

뮤니케이션적/담화적 기능의 활성화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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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oJloTyeB: Cnpoc HenJlOxol!, HO ueHbI nalIaIOT. HalIO TOpOn!lTbCjI. (nOlIHjlJI

CjI, HlIeT no lIBOPY.) MHOrO Hape3á JlHCB
? Bcero lIBe KOp3HHbI? Da '!eM TbI TYT 3a

HHMaembCjI? .. KpaH TO:ICe He nO'!HHHJI. Da Thl Ha CHrapeThl H Ha Te He 3apaÕOTaJI. 

(BaMnHJlOB, npOm.4HHe B HIOHe, C. 45) 

불완료상과 완료상의 소위 ‘통사적 최소대립쌍(syntactic mi띠mal pair)’이라 

고 할 수 있는 예문 12-a)와 12-b)를 살펴보자. 12-a)의 화자 oycblnm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뭘 말했다고 그러지?"라는 의미의 ‘수사적/반어적 질 

문’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완료상 rOBOpHJI을 사용하지만， 12-b)의 화자 Capaiþa

HOB는 자신의 발화가 “그런데 내가 뭐라고 말했지? 스무 살이라고 (말했나)?" 

라는 의미로서 ‘(온전한) 질문’의 화행이 될 수 있도록 언표내적 힘을 강화시키 

는 (혹은 약화시 키 지 않는) 완료상 CI<a3aJl을 사용하였다. 12-b)의 화자 Capaiþa

HOB는 “4TO j! C I< a3aJl?"이라는 ‘질문’을 통해 청자 oycblrHH에게서 답을 구하고자 

하며， 비록 화자자신이 직접 답을 했다는 점에서， 자기커뮤니케이션적 (aBTO I<OM 

MYHHI<aTHBH뼈)25) 속성을 가지지만， 여전히 ‘질문’의 언표내적 힘은 유지하고 있 

다. 즉， 자신이 직접 대답을 했지만，%) 여전히 ‘청자로부터 정보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시도로서 간주된다’는 점에서 Searle의 질문의 본질조건을 충족시킨다. 

12-a) BaCeHbKa: 3a'!eM B잉 npHmJlH? 

BYCblrHH: OH HaM He BepHT. 

BaceHbKa: B cJIY'!ae '!ero -- jI KpH'!aTb ÕYlIY. 

BYCblrHH: (CHJlbBe.) 니TO jI rOBOpHJlHCB
? (OH HHeT BpeMjI, rpeeTCjI.) 

HO'!blO BcerlIa TaK: eCJlH OlIHH, 3 Ha'!HT, BOP, eCJIH lIBOe, 3Ha'!HT, ÕaHlIHTbI. 
(BaMnHJlOB, CT4POlHB CblH, c. 85) 

25) floTMaH(1992)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나-그(jI-OH) 

커뮤니케이션’ 유형이외에도， 보다 ‘자기커뮤니케이션적’ 유형， 즉， ‘나-나(jI -jl) 커뮤니 

케이션’ 유형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인다. 12-b)의 질문은 ‘나-그 커뮤니케이션적’ 속성 

뿐만 아니라， ‘나-나 커뮤니케이션적’ 속성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언표내적 힘이 

(상대적으로) 강한 화행은 나-그 커뮤니케이션적 정향을 강하게 갖지만， 언표내적 힘 
이 (상대적으로) 약한 화행은 나-그 커뮤니케이션적 정향 이외에 나-나 커뮤니케이션 

적 정향도 비교적 활발하게 갖는다. 예를 들어， 불완료상이 사용된 12-a)의 수사적/반 

어적 질문은 12-b)에 비해서 나-나 커뮤니케이션적 정향을 강하게 갖는다. 

26) 전적으로 자신의 질문에 대해 대답만 한 것이 아니라， “스무 살이라고 (말했나)?"처럼 
다시 묻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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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bl Cap빼aHOB ‘ ( 전반부 생략 ... ) BaM LIBaLIl1aTb J1eT, He lIpaBLIa J1H? 

EiyCblrHH: (lIe'laJ1bHO, C WlrKol! yKOpH3HOI!.) HeT, BbI 3a뻐J1H. MHe LIBaLI

l1aTb OLIHH. 

CapaφaHOS: 니TO?. Hy KOHe'lHO! lIsaLIl1aTb OLIHH, pa3YMeeTC5I! A 51 '1T。

CKa3aJ1
CB

? lIBaLIl1aTb? Hy KOHe'lHO *e, LIBaLIl1aTb OLIHH ... 

(BaMlIHJ10B, CTapmR.η CblH, c.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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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예문 13-a)는 화자가 자신이 청자의 말을 끊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 

명히 의식하고 있을 때 반어적으로 사용되는 질문이지만， 13-b)는 무의식적으 

로 혹시 화자 자신이 청자의 말을 끊었을지도 모를 때， 화자가 진실로 자신이 

상대방의 말을 끊었는지를 알고 싶을 때 사용되는 질문이다. 즉， 화행적 관점 

에서 볼 때， 13-b)는 질문의 언표내적 힘을 유지하고 있지만， 13-a)는 질문의 

언표내적 힘이 약화되어 있다. 이는 한국어번역에도 나타나는데， 13-b)의 어미 

‘-읍니까’논 이 화행으로 하여금 질문의 언표내적 포인트를 유지하도록 하지만， 

13-a)의 어미 ‘-다고요’는 질문의 언표내적 포인트를 무디게 한다. 즉， 13-a)는 

언표내적 행위의 측면에서 ‘유사 /반-질문’에 해당한다. 전술했듯이， 러시아어는 

상이라는 형태적 기제를 통해 화행의 이러한 언표내적 기능을 표현하는 방식 

을 개발시켜 왔으며， 이런 까닭에 예문 13-a)에는 불완료상이， 13-b)에는 완료 

상이 사용된다. 

13) a) R Bac lIepe6HBaJ1뼈? (R *e Bac He lIepe6HBaJ1!) 

내가 당신 말을 끊었다고요? 

b) R Bac lIepe6HJ1
CB

? (R Bac He lIepe6HJ1?) 

제가 당신 말을 끊었습니까? (제가 당선 말을 끊지나 않았나요?)인) 

(naLIY'IeBa, 1993/1996: 56) 

예문 13-a)와 13-b)는 상의 선택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물론， 감정적 표현성 

의 정도에 있어서는 13-a)가 더욱 활성화되어 있겠지만) 어휘부의 구성， 통사 

적 구조， 강세 패턴 등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맥락적 최소대립쌍’의 관 

계에 놓여있다고 말할 수 있다. (화자의 감정적 표현성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 

27) Cho(1982)가 주장하듯이， 청자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을 때는， 화자는 자신의 발화 

가 예의바름의 뉘앙스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화행의 언표내적 힘을 강화시 

켜야 한다. 즉， 13-b)가 13-a)보다 훨씬 더 예의바른 표현이다. 즉， Lakoff가 적절하게 

지적하듯이 ‘때로는 ... 명확함(c1arity)이 예의바름이다’.(Cho 1982:138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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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면) 담화의 다른 형태적 지표들은 동일한데도， 단지 한 형태적 지표의 차 

이 - 여기서는， 상의 선택의 차이 - 가 예문 13-a)와 13-b)의 이해에 큰 차 

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상이 화행의 언표내적 행위의 유형마저도 

결정할 수 있는 언표내적 힘의 강화/약화라는 화행적 기능을 활발하게 수행한 

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상의 언표내적 기능을 제외한 다른 요인에 의해서는， 

한 발화는 ‘반-질문(semi-question) ’， 혹은 ‘유사-질문(pseudo-question)’으로， 다 

른 발화는 ‘온전한 질문’으로 기능 하는 것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nallYlleBa(1996: 56)는 위의 예문 13-a)와 13-b)의 상의 사용에 대해서 부 

정명령에서의 상의 사용과 연관지어 설명한다. 그녀에 따르변， 위의 13-a)와 

13-b)의 예문들은 그 자체에 각각 괄호 속의 문장들과 같은 ‘숨겨진 부정’의 문 

맥을 가지고 있어서， 불완료상이 사용된 13-a)는 마치 부정명령 “He rrepe6H 

Bak!”처럼， ‘통제할 수 있는(KOHTpOJmpyeMoe) ’ 행위를 의미하며， 완료상이 사용된 

13-b)는 마치 “He rrepe6eß!"처럼 ‘통제할 수 없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상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상이 수행하는 언표내적 기능을 깨닫지 못한 

채， 대부분 ‘연상적’ 설명 - 여기서는 부정명령에서의 상의 사용과 연결 지어 

- 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예문 14)의 완료상 llOrallaJlC，SI가 사용된 질문은 “바보같이， (이 쉬운 것을) 내 

가 어떻게 못 맞혔지?"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3HJlOB의 발화는 ‘(선불의 

내용을 알아맞히기가) 매우 쉬웠다’라는 점에서， 언돗 반어적 질문처럼 보이지 

만， 마치 ‘내적 독백’처럼， 즉， 보다 ‘자기커뮤니케이션’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 

‘질문’의 언표내적 힘은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자기커뮤니케이션적 질문에 

대한 답도 화자 3HJlOB 자신이 잘 알고 있듯이， 바로 ‘바보였다’라고 자신의 ‘질 

문’의 화행 속에 함께 제시하고 있다.잃) 그러나， 불완료상 llorallhlBaJlC，SI가 사용 

된 발화， “KaK *e ,SI He llOrallhlBaJlC，SI?"는 “어떻게 내가 못 맞혔겠어?(맞혔지!)" 

의 의미로 반어적 질문으로 사용된다. 

14) Ca}lrrHH: (3HJIOBY.) llep:l<H, 

3H1I0B: (np싸뻐Ma}l nOllapKH.) 3TO - Ila, 3TO - yBa:I<HJIH , KaK :l<e }I, IlYpaK, 
CB ，、

He lloralla1lC}I 

(BaMnH1I0B, YTHHaJI OXOTa, C, 173) 

28) 바로 이처럽 한 발화 속에 질문과 답이 함께 있는 구조 - “어떻게 못 맞힐 수가 있었 

지?" + “내가 바보였구나(바보였기에 못 맞혔구나)" • “바보같이， 어떻게 내가 못 맞 

혔지?" - 도 역시 자기커뮤니케이션의 도상(ico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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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통사적 최소대립쌍’의 비교는 담화/커뮤니케이션 과정에 ‘확장적’ 모 

델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29) ， ‘수축적 (reductive) ’ 담화/커뮤니케이션 모 

델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30)을 잘 보여준다. 즉 담화/커뮤니케이션에는 기호의 

도상성을 지향하는 가추모델이 매우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수축적’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확장적인 속성을 가지는) 담화/커뮤니케이션 

적 상황이 화/청자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화/)청자는 발화에 사용된 

언어기호들의 자기동일성(identity )을 확보하기 위해， 다분히 수축적 속성의 인 

지적 가추작용을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사용되었다. 

아래의 예문 15)와 16)처럼 드물게나마 소위 ‘수사의문문’이 요구되는 상황 

에서도 완료상이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여전히 완료상의 언표내적 기 

능으로 말미암아 ‘질문’의 언표내적 힘은 유지된다. 예문 15)의 화자 Me'leTKMH 

은 ‘어 느 누구도 청 자 EpeMeeB로 하여 금 잠을 자도록 허 락하지 않았다’는 사실 

을 잘 알면서도， 그리고 청자 EpeMeeB도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즉， 수사의문문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완료상을 사용하여， “KTO Te6e 

pa3pemMJI?"라고 묻는다. 불완료상이 사용된 경 우와 다른 점 은， 불완료상이 사용 

된 수사의문문은 화자와 청자에 의해서 ‘유사-/반-질문’의 언표내적 행위로 받 

아들여져， 화자도 자신의 수사의문문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청자도 

답을 해야하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완료상이 사용된 경우에는 화 

자는 자신의 발화가 반드시 ‘질문’의 언표내적 행위로 받아들여지기를 요구하 

며， 또한 청자도 답을 해야하는 필요성을 느낀다는 데 있다. 

15) Me맨TKHH: 4TO TaKoe? .. (CTporo.) TbI '1TO TyT J]eJ\aemb? 

EpeMeeB MOJ\'1HT. 

A?. CrraJ\, '1TO J\H? 

29) 일반적으로 언어 현상에 대한 담화론적 접근은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접근 등 
의 다른 언어학적 접근들에 비해서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요인들 이외에도 화자의 

의도， 화용적 요인， 인지적 요인 등의 다른 여러 요인들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에서， 

(명시적으로든 혹은 암묵적으로든) 보다 확장적인 커뮤니케이션 모벨로 간주되어 왔 

다. 

30) 바로 이 점에서 ‘어순， 문장강세， 억양 등의 상 이외의 다른 변수들은 상의 변수에 다 
분히 종속적이어서， 많은 경우 상 변수만의 해명으로도 상 연구에 충분하다’는 

Iιehmann (1989)과 5eHaKKbo(1997)의 지적은 타당하다 그리고， 아울러 말하자면， 당연 

히， 이 ‘수축적’ 담화/커뮤니케이션 모델은 유표성이론에 바탕을 둔， 형태론적 불변의 

미를 추구하는 입장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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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eMeeB: (KHBaeT rOJlOB때， YJlblÕaeTcJI .l OT,IlblXaJl MaJleHbKO , 

Me'leTKHH: OTllbIXaJl, 3Ha'lHT? .. (}l3BHTeJlbHo.l Hy H KaK TbI OT,IlOXHyJl? 

EpeMeeB: (rrpOCTOllYmHO ,) Xopomo OT,IlOXHyJl 

CB 
Me'leTKHH: TaK, TaK .. , Hy, a KTO TeÕe pa3pemHJl'U? .. A? .. 51 BOrrpOC 3a,llalO, 

CB 
KTO TeÕe pa3pemHJl'" 3,1leCb CrraTb?.. (CTy'lHT B ,IlBepb.l 

(BaMrrHJlO B, 1ψOUJJlbIM J1eTOM B 'lYJ1HMCKe, C, 306) 

다시 말해， 불완료상이 사용된 수사의문문은 질문의 선결조건과 본질조건 둘 

다를 위배하므로， ‘(온전한) 질문’의 언표내적 행위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불 

완료상이 가지고 있는 화행의 언표내적 힘의 약화기능 덕택에) ‘유사-/반-질문’ 

의 화행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완료상이 사용된 (수사)의문문은 화자는 답을 알 

고 있다는 점에서 질문의 선결조건은 위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자로부 

터 답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시도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질문의 본질조건은 충 

족시키므로， 화자와 청자 둘 다에 의해서 ‘질문’의 언표내적 행위로 받아들여진 

다. 당연히 이는 완료상이 가지고 있는 IFID적 기능， 즉， 언표내적 힘의 강화기 

능 때문에 가능하다. 

예문 15)의 화자 MelleTKHH은 불완료상이 사용되었을 경우보다 훨씬 더 ‘가혹 

하게’ - 청자가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대답’하라고 계속 요 

구한다는 점 에 서 - 청 자 EpeMeeB를 추궁하기 위 해 완료상 pa3pemHJI을 사용하 

였다. 즉， 이 화행은 ‘질문’의 언표내적 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화자 

의 이러한 ‘질문’의 화행이 (일반적으로) 언표내적 행위를 메타적으로 지시해주 

는 화행동사(speech act verb)가 사용된 발화， “꺼 Borrpoc 3 allalO. "와 함께 수행 

되는 데서도 드러난다.31) 이처럼 상의 언표내적 기능은 러시아어의 표현력강 

화기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고 있다. 

(수사)의문문과 관련된 상의 언표내적 기능은 직설법 과거시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래의 예문 16)의 완료상 OTKa:l<eTC.lI도 바로 위와 동일한 이유에서 사 

용되었다. 화행동사 crrpamHBalO의 사용에서도 드러나듯이， 화자 3oJloTyeB의 발화 

“KTO :l<e OT HHX OTKa:l<eTC.lI?"는 ‘질문’의 언표내적 힘을 유지하고 있다. 예문 16) 
은 화자 3oJloTyeB가 뇌물을 거절할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다고 확신하면서， 청 

자 KOJleCOB를 ‘궁지 로 몰기 ’ 위 해 - 대 답을 강요한다는 점 에 서 완료상을 

사용하여 “누가 뇌물을 거절하겠어?"라고 묻지만 청자 KOJleCOB는 “정직한 사 

31) 직설법에서뿐만 아니라， 명령법에서도 이처럼 완료상이 자신의 화행에 대해서 자기지 
시적 (self-reflexive)으로 사용되는 화행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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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라고 대답하는 상황이다. 즉， 소위 수사의문문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화자 

는 자신의 화행이 청자에 의해 ‘유사-/반-질문’이 아니라， ‘(온전한)질문’으로 받 

아들여지도록 완료상을 사용했으며， 청자도 이를 ‘질문’의 언표내적 행위로 받 

아들여， 이에 답한다 

16) KOJleCoB: B꾀 yBepeH잉? 
CB 

3oJloTyeB: llBanua Tb T비Clj1.{씨 KTO :l<e OT HIIX OTKa:l<eTC.st
U
? KTO? 51 TeÕ꺼 

CB 
cnpamllBalO! KTO OTKa:l<eTC 5I 'U? 

KOJleCOB: (no:l<aJl nJle'laMII.) 니eCTH꾀g 앤J10BeK. 

(BaMn때。B ， DpODI.aHHe B HIOHe, C. 49) 

상의 언표내적 기능을 통한 수사의문문의 표현은 아래의 예문 17)과 18)처 

럼， 부정사의 경우와 미래시제의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32) 

17) 5ycblrllH: (B HenOYMeH째.) 니TO CO'lIlH5I emb? 
HCB 

CapaiþaHOB: KaK - '1 TO? 4TO 51 Mory CO'lIlH5ITb'"'U KpOMe MY3b1KII? 

5ycblrllH: A... Hy 51CHO. 

(BaMnIlJlOB, CTapDI.HH CblH, c. 98) 

18) HIIHa: MbI IIneM B KIIHO. 3neCb õyneM '1aCOB B BoceMb ... Hy XO'lemb, nO꺼neM 

BMeCTe? 
HCB 

5ycblrllH: 4TO 51 TaM õYllY neJlaTb"'U?. HeT. n03HaKOMIIMC5I C TBOIIM J1eT-

'1I1KOM Be'lepOM 

(BaMnIlJlOB, CTapOIHH CblH, c. 119) 

2.2. 수사적l반어 적 명 령 (혹은 유사-1반-(semi-)명 령 ) 

먼저， Searle(1969)이 제시하고 있는 ‘명령’의 언표내적 행위의 적정조건을 살 

펴보자. 

18) 선결조건 화자는 청자에 대하여 권위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진실조건 화자는 그 명령된 행위가 수행되기를 바란다. 

본질조건 화자의 언표적 행위(locution)는 

32) 그러나， 부정사와 미래시제 두 경우 모두 ‘양상성’의 요인도 자주 작용하게 되어， 상의 
언표내적 기능만을 따로 구별해내기는 힘든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검 

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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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가 그 행위를 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간주된다. 

아래의 예문 19)와 20)의 불완료상 명령형이 사용된 화행은 언표내적 행위의 

관점에서， 요청， 제안， 충고， 허락， 또는 (온전한) 명령 등으로 간주될 수 없다. 

예문 19)의 불완료상 명령형이 사용된 발화는 화자 nOTaHOB가 자신에 의해 ‘명 

령’된 행위가 (진실로는) 수행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청자 

KaJIOmHH에 의해서도 그러한 ‘명령’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수사적/반어적 명령’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위의 Searle의 명령의 언 

표내적 행위의 적정조건 중， 진실조건과 본질조건을 위배했다는 점에서， 역시 

이 경우도 마치 ‘언표내적 자살’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완료상의 언표내적 

힘의 약화기능의 도움으로 이를 피한다. 

19) KaJlOmHH: 3TO BbI TaK lIYMaeTe, '1TO He yßlIeTe, a Ha caMOM lIeJle BbI He 

TOJlbKO yßlIeTe, HO BrrOJlHe eme H BblCKO'lHTb Mo*eTe. 

mYM CTallHOHa 
HCB HCB 

nOTaHOB: HeT, He yßlIY. lleJlaßTe"-- '1TO XOTHTe, 30BHTe"-- MHJlHQHIO, a 51 ... 

~ 6yllY cnymaTb perropTa*. 

(BaMrrHJlOB, 1ψOBHHUHlUTbHble 8.HeKtIOTbI, C. 껑이 

러시아어는 상의 언표내적 기능을 통해 그 화행이 감당해야할 언표내적 힘 

의 기능부담량(functional load) 자체를 약화시키는 반면에， 한국어는 대략 “(하 

고 싶으면) 원하는 대로 해요 (부를 테면) 경찰을 부르든지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 위 발화의 한국어번역에서도 드러나듯이， ‘조건’의 표현을 첨가함으로써 

‘명령’의 언표내적 힘을 약화시키거나 혹은 언표내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미 -

여기서는 ‘-든지’ - 를 사용하여 이 화행이 감당해야 하는 언표내적 힘의 기 

능부담량을 덜어준다.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 이 화행이 “경찰을 부를 테면， 

불러요. 어쨌든， 나는 안 나갈 테니까"로 화/청자에 의해 이해될 수 있다. 

20) 3HJlOB: (KY3aKoBY.) YXOllH. 

Ky3aKOB: He yßlIY. ~ CKa3aJJ Teðe, '1TO He yßlIY, rrO Ka ... 

3HJlOB: YXOllH. 

KY3aKOB: He yßlIY. 

3HJlOB: ~ 6yllY CTpeJl5iTb. (HanpaBJl5ieT CTBOJIbl Ha KY3aKoBa.) 

Ky3aKOB: CTpeJl5lß
H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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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HaHT: PY*be 3ap~*eHO 

3H)IOB: BOT H npeKpaCHO. 

(Bal.mHJJOB, YTHH8.Jl OXOT8, C. 잉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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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20)도 앞의 예와 거의 비슷하게， 3HJlOB이 Ky3aKoB에게 나가지 않으면， 

총을 쏘겠다고 위협을 해도 Ky3aKoB는 “(쏠 테면) 싹라하고 못 나가겠다고 버 

티는 상황이다. 이 역시 언표내적 행위의 측면에서 ‘유사 명령’잃)으로 이해될 

수 있는， ‘수사적/반어적 명령’이다 예문 19)와 동일한 이유에서 러시아어의 경 

우에는 불완료상이 사용되었으며， 한국어의 경우에는 조건의 표현， ‘쏠 테면’이 

첨가되었다. 

21) 30JJOTyeB: TOBapHD\ cep*aHT, ~ BCe- TaKH npOTeCTY'O. 

MHJJHUHOHep: npoTeCTyllHCB, no*aJJyllCTa. (YXOtlHT.) 

(BaMnHJJOB, 1ψOl/l8HHe B HfOHe, C. 22) 

위의 예문 21)의 불완료상이 사용된 “npoTecTyil."도 “항의할 테면 (한 번) 해 

봐의 의미로 사용된 ‘유사-명령’이다. 역시， 한국어의 경우에도 조건의 표현을 

첨가하거나， 보조용언 ‘-봐’가 사용하는 방식을 통해 화행의 언표내적 힘의 약 

화를 표현하였다. 즉， 위의 예들에서 사용된 모든 조건의 표현들은 ‘조건이 맞 

으면’ 화자가 내린 ‘명령’을 수행하라는 의미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순전히 

화행의 언표내적 힘의 약화기제로서 사용되었다. 

3. ‘거리를 둔/유보된 단언’과 러시아어 상 

1장의 한국어의 예에서도 보여지듯이， 각 언어 34)는 발화의 단언(력)의 정도 

33) 언표내적 행위의 측면에서 ‘유사-명령’은 구문적 측면에서의 ‘유사-명령 구문’과는 당 
연히 구별된다 

34) 예를 들어， Chvany(988)는 불가리아어 동사의 형태론적 범주를 ‘전통적인’ 상범주에 
해당하는 ‘행위모드(Manner of action)’와 문장에 표현된 정보에 대한 화자의 책임 둥 

을 표현하는 ‘발화지위 (Status of the utterance)’로 나눈다 그녀에 따르면， ‘발화지위’ 

는 주로 어미에 의해 표현되며， ‘간접적 모드(jndirect mode)’의 nHmeJJ은 전달되는 정 

보에 대한 화자의 책임을 표현하는 문맥과 양립할 수 없으므로， 예문 a)는 ‘간접적 모 

드(indirect mode)’를 표현하는 3인칭 단수 보조어미 (auxiliary) e가 첨가된 b)로 대체 



158 러시아연구 제8권 채 1 호 

를 표현하는 기제를 발달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Searle이 제시 

한 단언의 적정조건을 이용하여 설명한다면(설명의 편의를 위해， 2장 예문 6) 
에서 언급되었던 단언의 적정조건을 아래에 다시 한 번 인용해보자)， 화자는 

자신이 발화하는 명제 p의 진리성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선결 

조건과 화자는 명제 p를 믿는다는 진실조건을 ‘위배하는’， 혹은 ‘위배하는 듯한’ 

효과를 내고자 하는 언표내적 행위가 존재하며， 또한 이 유형의 화행이 자주 

사용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언표내적 행위는 화자가 자신의 언표내적 행위 

의 선결조건과 진실조건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거리를 둔/ 

유보된(distanced/ suspended) 단언’으로 간주될 수 있다. 

22) 선결조건 1. 자신이 발화하는 명제 P9.1 진리성에 대한 
증거(이유 등의)를 가지고 있다. 

2. 화자와 청자 둘 다 모두에게 
청자가 명제 p를 아는지가 명백하지 않다. 

진실조건 화자는 명제 p률 믿는다. 

본질조건 명제 p가 세계의 실제상황(state of affairs)을 
재현한다(represent)는 효과를 이끌어내려는 

착수(undertaking)로서 간주된다. 

발화의 단언력의 정도를 표현하는 기제는 언어마다 다양해서， 예를 들어 불 

가리아어의 경우에는， ‘거리를 둔/유보된 단언’의 화행이， Chvany(1988)가 지적 

했던 불가리아어 동사범주의 ‘발화지위’의 여러 기능 중， 특히 정보에 대한 화 

자의 책임을 표현하는 기능에 의해 수행되지만， 러시아어의 경우에는 ‘거리를 

둔 단언’의 언표내적 행위는 상의 IFID적 기능에 의해 수행된다. 이런 이유로， 

언표내적 행위의 관점에서 ‘단언’의 언표내적 힘이 약화된 ‘거리를 둔/유보된 

단언’에는 불완료상이 사용된다. 당연히， 이는 러시아어 완료상과 불완료상이 

각각 담당하는 화행의 언표내적 힘의 강화와 약화라는 상범주의 언표내적 기 

능에 기인한다. 

예문 23)은 서로 결혼을 하라는 KaJIOmHH의 권유에 대해， KaMaeB는 그런 말을 

되어야 한다， 

a) *3HaM rrOnO%ßTenHO, qe TOß rrHmen CTHXOBe rrpe3 TOBa BpeMe. 

b) 3HaM rron。뼈TenHO ， qe TOß e rrHmen CTHXOBe rrpe3 TOBa BpeMe. 

‘1 know for a fact that he wrote poetry at that time ’ 
(Chvany 1988: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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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이 없다고 ‘발을 빼려고’ 하지만 MapllHa는 KaMaeB가 자선을 속였다고 분 

노해 하는 상황이다. 불완료상 rOBOpllJI이 사용된 KaMaeB의 두 번째 발화는 반 

어적 질문으로서 마치 “내가 말했다고?"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국어 어미 

‘-다고’의 사용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화행에서 질문의 언표내적 포인트는 무디 

어져 있다. 따라서 강한 언표내적 힘을 표현하는 완료상은 이 화행으로 하여금 

“(실제로) 내가 말했니?"라는 의미를 가지는 ‘온전한 질문’의 언표내적 행위를 

수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사용될 수 없다. 

마찬가지 로 불완료상 rOBOpllJI이 사용된 KaMaeB의 세 번째 발화는 “(그래，) 말 

했다고 치자u쳐).”， 또는 “말했다고 해의 의미로서 사용된 일종의 ‘거리를 둔/ 

유보된 단언’이다. 화자 KaMaeB는 계속해서 자신이 MapllHa에게 결혼하자고 ‘말 

했던’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마지못해 이를 인정하는 (듯한) 

발화에서도， ‘단언’의 언표내적 힘을 약화시키는 불완료상을 사용한다. 즉， Ka

MaeB는 화행의 언표내적 힘을 약화시키는 불완료상을 사용하여， ‘자신이 발화하 

는 명제의 진리성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든지 혹은 ‘그 명제를 믿지 

않는다(혹은 믿고자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표현하거나， 혹은 자신이 표현한 

발화에 대해서 ‘거리를 두거나’， ‘유보하려고’ 한다. 이는 한국어번역의 어미사용 

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 경우에도 단언의 언표내적 힘은 약화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담화상황에서는 화행의 언표내적 힘의 강화라는 화행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완료상은 결코 사용될 수 없다. 화자 KaMaeB는 자신의 화행에 대 

해 ‘언표내적 책임’을 가능한한 ‘덜’ 지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좀 더 

기호(학)적 시각으로 본다면， 여기서 불완료상 rOBOpllJI은 화자 KaMaeB가 MapllHa 

에 대한 이전의 자신의 ‘행위’에 대해 가능한 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도상(icon)이라고 말할 수 있다. 

23) KaJlOmHH: )((eHHTecb, rOBOplO... Pa3Be TbI He x。앤mb? 

KaMaeB: H?. HeT, J\ ••• npH3HaTbcJ\, J\ 06 3TOM He JlYMaJl. 

MapHHa: (nepeCT ana nJlal< a Tb.) Kal< - He 마MaJl?. TbI BcerLla rOBOpHJI ... 

KaMaeB: Pa3Be J\ rOBOpHJIκB (/*C l<a3aJlCB)? 

MapHHa: Hy Kal< *e QJler .. ‘ 

KaMaeB: 3Ha'lHT, rOBOpHJIκB(/*CKa3aJlCB ). Ho eDle He 며MaJl. 
MapllHa: lla TbI '1TO, QJler? BblXOLlllT, Tμ MeHJ\ 06MaHblBaJl? 

(BaMnHJlOB, npOBHHUHliJ1bHble 8HeKPoTbI, C. 274) 

아래의 예문 24)는 Ca.!l nllH과 공동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 311JIOB가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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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사작성을 미루다가 마감기일에 맞추기 위해 급하게 거짓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들통나자， 상급 책임자인 KymaK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는 상황(Ca~IIIHH 

도 이 사실을 잘 알면서 이 기사작성에 대해 공동 서명했다)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는 ‘일의 책임’에 대해서 관련당사자 각자가 상대방에게 명확히 책임 

을 전가할 수 없는 미묘한 상황이다. 보통 이러한 미묘한 상황을 관련당사자 

들은 자신의 화행이 가지고 있는 언표내적 힘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방 

법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해소한다. 역으로 이러한 ‘상황의 미묘함’은 관련당 

사자가 수행하는 화행의 언표내적 힘의 강화/약화의 표현에 잘 드러난다. 여기 

서는 “누가 이 일에 참여했냐?"라는 KymaK의 질문에 대해， Ca.ll nHH은 불완료상 

을 사용하여 “Ee rOTOBHJJ
HCB 3HJJOB."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즉， 상대방의 ‘잘못’ 

에 대해 말할 때， 화자는 최대한 자신이 수행하는 화행의 언표내적 힘을 약화 

시켜， 자신의 언표내적 행위가 마치 ‘거리를 둔/유보된 단언’인 것처럼 보이도 

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35) 만일， 이 경우에 화자 Ca.llnHH이 자신의 화행을 

‘(온전한) 단언’의 언표내적 행위로 만드는 완료상을 사용하여 “ 3HJJOB ee npH

rOTOBRnC8.페라고 표현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상황의 미묘함’으로 인해 

화자가 ‘모양 좋게 (aKKYPaTH이’ 화행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간주되거나， 혹은 이 

화행이 ‘공격적’인 것으로 이해되게 된다. 이는 위에서 지적했듯이， 책임소재가 

문제되는 등， ‘상황이 미묘할’ 때 타인의 잘못에 대해 말할 때는 자신의 화행의 

언표내적 힘을 약화시켜야만 화자의 발화가 예의바른 것으로， 혹은 ‘모양 좋은 

(aK Kypa THO )’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4) KymaK: ECJJH OTBeTCTBeHHOCTb 3a 3Ty (rroTp~c B B03ayxe ðpom~poR) BO

rrH~m~ ðe30TBeTCTBeHHOCTb JJ~:I<eT Ha Bac O.lIHoro - ~ Bac yBO~~. (MaJJeHb

Ka~ rraY3a.) KaK BHLIHTe, LIpy3b~-rrpH~TeJJH ， BaM rrpHLIeTC~ CKa3aTb rrpaBay ... TaK 

KTO :l<e 3THM 3aH째aJJC~? B~ OLIHH? HJJH B~ oða? 

HeðoJJbma~ rray3a. 
I/n CB 

Ca~rrHH: ~ He B Kypce 3ToR CTaTbH. Ee rOTOBHJJ'-"!?rrpHrOTOBHJJ'" 3HJJOB 、-
~ euy rrOBepHJJ. 

KymaK: TaK ... (3HJJOBY.) Hy, a B~ Terrepb '1TO CKa:l<eTe? 
HCB 、

3HJJOB: ~ y:t<e CKa3aJJ, CTaTb~ rOTOBHJJ'-- ~ 、

35) 그러나， Ca~rrHH은 계속되는 자신의 발화에서 ‘자신의 잘못’이 제기될 수도 있는 부분 
과 관련해서는 강한 언표내적 힘을 표현하는 완료상을 사용하여， “~ eMy rrOBepHJJ먼"01 
라고 발화한다. 즉， 단언의 언표내적 힘올 명확히 함으로써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것 

을 확실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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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maK: B TaKOM cnyqae BOnpOC HCqepnaH 

(BaMnHnûB, YTHHaJl OXOTIl, c , 199-2(0) 

반면에， 3HJJOB의 입장은 지금 그가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CajjnHH의 입장 

만큼 그렇게 미묘하지는 않지만， 3HJJOB의 화행 “CTaTblO rOTOBHJJ jj ，"에서도 상의 

언표내적 기능은 ‘미묘하게’ 작용하고 있다. 인용된 위의 예문 이전의 담화에서 

3HJJOB는 Kymal<o11 게 CajjnHH은 이 일에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자신이 그 일에 

참여했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자기 입으로’ 직접 흔쾌히 인 

정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종종 그는 상급책임자인 Kymal<에게 도전적으 

로 비칠 수도 있는 천연덕스러운 언행을 보인다，36) 즉， CajjnHH 이 직접 자신은 

36) 다소 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예문 24) 이전의 담화를 자세히 인용해보자. 

KymaK: KTO H3 Bac noacyHyn MHe 3Ty Harn~ ae3HH~OpMaQH~? 

3HnOB: me~， qTO cny'lHJJOCb? 

KymaK: Ax, pa3YMeeTClI, BbI HHqerO He 3HaeTe .. 

3HJJOB: 4TO, 3aeCb (noKa3 b1BaeT Ha 6pom~py) eCTb KaKHe-HH6yab HeTOqHOcTH? 

KymaK: HeTOqHOCTH? .. OTJJHqHO c KIl3aHO! He ayMan, qTO BbI TaKol\ CKpOMHbll\ 

HeTOqHOCT써 fla TyT cnnomHoe BpaHbe! nO*b! 

3HnOB: A qTO HMeHHo? 

KymaK: (TblqeT nanbQeM B OTKpblTy~ 6pom~py ，) BOT! BOT! 5ymo BbI He 3HaeTe! 

3HnOB: φapφ。pOBbll\ 3aBoa? Hey*enH? 

KymaK: HHKaKol\ peKoHcTpyKQHH TaM He 6b1no H HeT! 

3HnOB: 4TO Bμ rOBopHTe’ 
KymaK: 3aeCb HeT HH oaHoro cnOBa npaBDbI! 
3HnOB: EcnH TaK, TO 3TO Jlel\cTBHTenbHO y*aCHO , CKaHJlaJJ! KaK *e 3TO Morn。

cny'써TbClI? 5YJleM BbllICHlITb, qTO * JlenaTb? .. Cel\qac .. , r Jle y Hac opHrHHan? 

(mapHT B CTone.) 

KymaK: KTO H3 Bac 3THM 3aHHMaJJClI? 
ManeHbKall nay3ll, 

3HJJOB: Hy 1I 

KymaK: 3HJJOB, BbI MHe He HpaBHTeCb Bce 60nbme H 60JJbme , 

3HnOB: 니TO noaeJJaemb, Mo*eT, MHe CMeHHTb npHqecKY? 

KymaK: He OCTpHTe, 3HJJOB, Bce 3TO He TaK Beceno, KaK BIlM Ka*eTClI, 1I Bac 

yBepll~ ， CaJlHTeCb H 1빼내Te 06bl1CHHTenbH~ ， (CallnHHY,) BbI TOll<e, 
CallnHH: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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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기사를 준비한 것은 3H지OB라고 말한 후에야， 3HJIOB는 

자신의 잘못을 ‘마지못해’ 인정하면서 불완료상 「OTOBKJIHCB을 사용한다. 즉， 3HJIOB 

는 자신의 ‘단언’의 화행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싶은 것이다. (또는， 그가 이제 

까지 너무 ‘강하게 나갔기’ 때문에 자신의 ‘단언’의 화행， 즉， 잘못을 인정하는 

화행에 대해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화행의 언표내적 힘을 약화 

시키는 불완료상의 사용을 통해서， 화자가 자신의 잘못을 ‘마지못해’ 인정하는 

것이 표현된다. 역으로 만일 3HJIOB가 완료상 IIPR「OTOBRJICB을 사용하여 대답한 

다면， 완료상의 화행의 언표내적 힘의 강화기능 덕택에， 이 경우는 그가 자신 

의 책임을 ‘확실히’ 인정하거나 자신이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흔쾌히’ 받아들 

이는 것으로 이해된다.37) 

아울러， 필자가 설문했던 한 모국어화자는 만일 KywaI<이 Ca.HnHH에게 “KTO :1(8 

3THM 3aHHMaJIC.H?"라고 묻지 않고 완료상을 사용하여 “KTO C Jl8JIaJICB?"이라고 물 

었다면， 불완료상을 사용한 대답은 오히려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지나치게 ‘약삭빠른(XHTp뼈)’ 대답이 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는 언표내 

적 행위의 관점에서， 화자가 강화된 언표내적 힘을 표현하는 완료상을 사용하 

여 질문하면， 청자도 화자의 질문의 강한 언표내적 힘에 상응하게 언표내적 힘 

의 강화를 표현하는 완료상을 사용하여 ‘(온전한) 단언’의 언표내적 행위로서 

대답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처럼 ‘미묘한’ 상황에서는 화행의 

언표내적 힘의 강화/약화의 표현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대두되기 때문에 화자 

의 요구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KymaK: BbI. HMeHHO BbI. CTaTblO BbI nOllnHCaJlH oõa. Oõa ÕYlleTe OTBe'laTb. 

3HJlOB: OH TyT HH npH '1eM. 

KymaK: TaK. BblXOllHT, Bμ 。llHH TyT BHHOBaTbI? 

3HJlOB: BblXOllHT TaK. 

위의 KymaK의 마지막 발화 “그래， 당신 혼자 잘못이 있다는 거지?"에 대해서도 3HJlOB 

는 “BblXOllHT TaK.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지요.)"라고 대답한다. BblXOllHT의 사용에서도 

드러나듯이 직접 자신의 잘못을 흔쾌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3때OB의 태도가 지 

나치게 천연덕스러워서， KymaK은 3HJlOB가 자신의 동료인 Ca.HnHH을 ‘보호’해주기 위해 

서， 3HJlOB가 “그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을 것이라고까지 생각한다. 계 

속되는 담화에서도 3HJlOB는 KymaK의 말에 대해 여전히 “Hy '1TO )((, BnOJlHe JlO대qH0.” 

혹은 “na, BOnpOC 뻐TepeCHblß ... "라고 도전적일 정도로 천연덕스럽게 대꾸한다. 

37) 각주 27)에서 지적되었듯이， Cho(1982)의 지적대로， 청자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을 
때는， 이처럼 화행의 언표내적 힘을 강화시켜야 예의바른 표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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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 Ceprell CTaTblO HanllCaJlCB /’ ? 

‘Ceprell 껴 기사 썼니?’ 

B-1: lla, HanllC aJl
CB 

‘그래， 썼어.’ 

B-2: *?lla, nllCaJlHCB 

‘ *?그래， 쓴 것 같은데.’ 
B-3: TIo-MOeMY, nllCaJlHCB 

‘쓴 것 같은데，’ 

8-4: TIo-MOeMY, HanllCaJlcB
, 

‘내가 알기로는， 썼어 ’, ‘나는 썼다고 알고 있는데.’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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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지적했듯이， 위의 예문 25)의 A처럼 화자가 (기사를 ‘다’ 썼는지， 혹 

은 ‘털’ 썼는지가 문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완료상을 사용하여 화행의 언표내적 

힘/포인트를 명확히 하여 ‘질문’할 때는， 청자도 역시 자신의 화행의 언표내적 

힘을 명확히 하여 대답해야 한다. 화자는 강한 언표내적 힘을 나타내는 완료상 

을 사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청자가 자 

신이 ‘단언’할 정보에 대해서 확신할 때는， 완료상을 사용하여 B-1처럼 대답하 

는 것이 적절한 상의 사용이다. 청자가 B-2처 럼 자신이 전달할 정보에 대해서 

“na"라고 긍정적으로 ‘단언’하면서도 화행의 약한 언표내적 힘을 나타내는 불 

완료상， TIHCaJl을 사용하여 대답하는 것은 “na"의 강한 언표내적 힘과 불완료상 

의 약한 언표내적 힘이 한 화행 안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매우 어색하다. 

청자가 화자의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싶지만， 자신이 전달하 

는 정보에 대해서 확신하지는 못할 때， B-3처럼 대답하게 된다. 즉， 위에서 

“ITo-MoeMY, TIHCaJl，"은 Cepref!가 (HaTIHCaJl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사를) 덜 썼다’ 

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쓴 것 같은데.’라고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는 첫째 화자 A가 자신의 발화에 ‘강한’， 혹은 ‘충분한’ 언표내적 

힘을 부여하여 자신의 화행을 수행함으로써， 청자에게도 동일한 정도의 언표내 

적 힘을 갖는 화행을 요구했기 때문에 대답에 사용된 삽입어 (BBOJlHOe CJlOBO)/ 

양상어 TIO-MoeMY가 여기서는 화행의 언표내적 힘의 요인을 활성화시키는 기제 

로서 작용하게 되었으며， 둘째， 게다가 화행의 언표내적 힘을 약화시키는 불완 

료상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38) 여기 제안된 한국어번역은 한국에서 9년 정도 살고있는， 즉， 한국어에 대한 충분한 직 
관을 가지고 있는 한 러시아어 모국어화자가 직접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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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완료상이 사용된 B-4의 대답은 불완료상이 사용된 B-3의 대답에 비 

해서 화자가 자신이 전달하는 정보에 대해서 더 ‘확신하고’ 있거나， 혹은 ‘자신 

있을’ 때 사용한다. 그렇다면 왜 화자가 B-1처럼 대답하지 않고 굳이 B-4처럼 

대답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이는 B-4의 대답에서 삽입어/양상어 

nO-Moe~‘y가 가지고 있는 ‘수신소화(a./lpeCaUH.lI) 기능’에 의해 설명된다. illMeJlëBa 

(1995)는 일반적으로 ‘작가소화(aBTopH3aUH.lI)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되는 KO

HeqHO , pa3YMeeTC .lI, eCTeCTBeHHO 둥의 삽입어들이 자주 ‘수신소화 기제’로서 사 

용된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는 “화자가 자신의 발화에 ‘저자/작가(aBTOp)’로서 

참여하면서， 자신이 전달하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충분함의 정도 - ‘명제부 

(./lHKTYM) ’ 그리고 자신의 커뮤니케이션적 이미지 - ‘모두스의 나-범위(.lI

clþepa MO./lYCa) ’ - 를 조절할(controD 뿐만 아니라， 수신자와 실제의 혹은 가상 

의， 은폐된 대화 - ‘모두스의 너-범위 (TM-clþepa MO./lYCa) ’ - 를 이끌면서， 수신 

자의 커뮤니케이션적 느낌 (caMOqYBCTBHe)도 조절하기"(illMeJlëBa 1995: 152) 때문 
이다. 그런 이유로， 자신의 발화에 대한 ‘저자/작가’로서의 화자의 판단을 명시 

적으로 표현하는 삽입어 nO-MoeMY도 청자와의 ‘은폐된 대화’를 이끌면서 청자 

의 입장이나 상황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적 고려를 표현하는 장치인 ‘수신소화의 

기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문 25)의 화자 A가 Cepreì!라는 인물에 대해서 평소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마음속으로는 Cepreì!가 기사를 써 놓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청자로부터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며 질문하는 것을 청자 B가 느낄 때， 그리 

고 사회적 권위나 직위의 측면에서 A가 B보다 ‘높은’ 지위에 있어서， B가 쉽게 

A의 ‘은폐된 기대’를 거부하지 못할 때 청자는 화행의 강한 언표내적 힘을 나 

타내는 표현들로만 구성된 B-1의 대답을 사용하지 못하고， B-4의 대답을 사용 

하게 된다. 즉， B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신의 발화에서 일종의 

작가소화적 기제로서 기능 하는 완료상을 사용하여 ‘명확히’ 표현한 채， 일종의 

수신소화 기능을 담당하는 nO-MoeMY의 사용을 통해 청자 A의 입장에 대한 (커 

뮤니케이션적) 고려를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B-3의 대답은 ‘추측’으로서 사 

용되는 반면에， B-4의 대답은 자신이 전달하는 정보에 대해서 자신이 있지만， 

‘은폐된 대화’처럼 청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적 고려가 필요할 때 사용된다. 한 

국어번역에서도 드러나듯이， ‘내가 알기로는’， ‘nO-MoeMY’ 등의 ‘작가적 발화’에 

속하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사용될 필요가 없는) 표현 

들이 명시적으로 ‘끄집어내어져’ 사용될 때는 오히려 이 표현들과 함께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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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명제부의 내용이 부정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된다. 즉， 화자가 일종의 ‘언 

표내적 역셜’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언 

표내적 역설’의 가능성이 바로 화자가 청자의 견해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적 

고려를 한다는 사실을 표현하지만 화자 B-4의 화행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혹 

은 여전히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강한 언표내적 힘을 나타 

내는 기제가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이런 ‘미묘한 상황’에서는 한 발화 내 

에서 작가소화적 기제와 수신소화적 기제의 균형은 필수적이다. 

26) A: KTO rlllcaJl뼈 CTaTbIO? 

B-1: nO-Moeuy, ee nHcaJJ
HCB Cepre꺼 

B-2: nO-Moeuy, ee HanHCaJl
CB 

CepreR 

따라서， 위에서 전술했듯이， 26)의 B-2의 대답은 화자가 자신이 전달하는 정 

보에 대해서 B-1의 대답에 비해 더 확신하고 있음을 전달한다. 마찬가지로， 

B-1의 대답에 해당하는 한국어번역은 대략 “CepreR가 쓴 것 같은데요 정도가 

될 것이며， B-2의 대답에 해당하는 번역은 “제가 알기로는， CepreR가 썼는데 

요 정도가 될 것이다. 동일한 이유에서， 아래 예문 27)의 화자 A는 “Ma30H이 

말했던 것 같은데라는 의미에서 불완료상 rOBOpHJI뼈을 사용한다. “~ He nOMHI。

KTO."라는 그의 표현에서도 드러나듯이， 화자 A는 자신이 전달하는 정보에 대해 

서 확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화행의 언표내적 힘을 약화시켜야 한 

다. 

HCB I Z7) A: 51 He nOMHIO KTo/ nO-Moeuy Ma30H rOBOpHJl
n
'"/*?C Ka3aJl'o KaK 6ytITO 61>1 

4TO/ ODHoro TOJlbKO KOMMeHTapH~ K 3T뻐 ... 

B: l1.a/ KOHe4Ho/ / 

(3eMCKU 1978: 81) 

아래 예문 28)은 KOJleCOB가 3oJloTyeB에게 일자리를 요청하지만， 3oJloTyeB는 

이를 거절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KOJleCOB는 3oJlOTyeB에게 자신의 화행이 마치 

‘거리를 둔/유보된 단언’인 것처럼 비치도록 하여， 자신이 전달하는 내용에 대 

해서 뿐만 아니라， 청자 3oJloTyeB에 대해서도 자신이 취하는 ‘조심스런 태도’를 

표현한다. 만약， 화자가 청자에게 부탁을 하려는 상황에서 화자 KOJleCOB가 강한 

언표내적 힘을 나타내는 완료상을 사용하여 표현한다면， 이 화행은 3oJloTye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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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마치 ‘(온전한) 단언’의 언표내적 행위인 것처럼 간주되게 되고， 따라서 청자 

에 의해 ‘공격적인’ 화행으로 느껴지게 된다. 

28) n。꺼B~eTC~ 3onoTyeB. 

3onoTyeB: MHe n~Tb.lleC~T BOCeMb neT. ~ yCTan. 
HCB 

KoneCOB: nocnymallTe ... BOT BbI rOBOpHÆ(--, <iTO BaM Hy:I<eH CTOpO:l<、 -

30n0TyeB: A <iTO? 

KoneCOB: ~ Hmy paõoTy. 

3onoTyeB: Teõ~ He B03bMy, .lla:l<e He nyMall. 
HCB 

KoneCOB: nO<ieMy? B비 :l<e MHe npennaranH 

(AneI< CaH.llp BaMnHnOB, 1ψOD18.HHe B HHJHe, C. 26-27) 

4. 결론을 대신하여 

이제까지의 설명에서 드러난 것처럼， 러시아어의 완료상과 불완료상이 담화 

의 정보전달적 레지스터 내에서 사용될 때는， 각각 화행의 언표내적 힘의 강화 

와 약화 기능을 매우 활발하게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어 상은 위에서 

지적되었던 여러 언표내적 기능이외에도 이 범주가 가지고 있는 ‘언표내적 표 

지 (IFID)’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매우 다양한 화용적 담화적 기능을 수행한다. 

여기서는 그 중 하나인 ‘예의바름’의 문제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29) Ha npomnoll He.llene ~ õpana
HCB 

y Bac .lleHbrH 、. (BOT ~ B03Bpamruo HX 

BaM.) 

HCB 
~ Ha npomnoll He.llene y Bac .lleHbrH 、 õpana 

(PaCCY.llOBa 1982: 51) 

(nany<ieBa 1996: 53) 

위의 예문 29)의 경우처럼， 일반적으로 빚을 돌려 줄 때， 완료상 B3.51JIa에 비 

해서 불완료상 6paJIa가 훨씬 더 자주 사용된다. 돈은 여전히 화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소위 ‘행위의 결과’가 ‘취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완료상이 사용 

되는 위의 예문은 상의 언표내적 기능을 간과한 거의 대다수의 연구자들을 곤 

혹스럽게 했던 대표적인 예였다. 예를 들어， 11. E. illaTYHoBcKHR(1996)는 위의 예 

문에 불완료상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 돈을 빌릴 때 이미 돈을 돌려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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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반대행위 (round action)를 동사의 의미에 포함하 

고 있는 불완료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반면에， 위의 담화상황에서 완 

료상을 사용하는 것은， 반대행위， 즉， 돈을 돌려주는 행위를 동사의 의미에 포 

함하지 않게 되므로， 예의바르지 못한 표현이 된다는 것이다. 

전술했듯이， 러시아어 상의 사용과 관련해 팽배해져 있는， 이러한 ‘연상적’ 

설명은 위의 담화를 이해하는 데 전혀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으 

로도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반대행위’를 아직 수행하지도 않았는데， 마 

치 ‘반대행위’를 수행한 것처럼 간주하는 설명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을 빌리거나， 갚는 행위도 역시 화행의 언표내적 힘의 요인이 중요한 변수 

로 활성화되는 ‘미묘한’ 상황에서 벌어진다. 그런 이유로， 상의 선택이 화자와 

청자의 ‘거리’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즉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경우 

를 제외하고， 돈을 갚을 때는 그 행위가 청자에 의해 ‘형식적인’ 행위로 간주되 

는 것을 피하기 위해， 즉， 화자와 청자의 ‘형식적’ 거리가 강조되는 것을 피하고 

양자의 친밀감을 강조하기 위해 화자는 화행의 언표내적 힘을 약화시킨다. 따 

라서， 예문 29)처럼 러시아어는 불완료상의 선택을 통해 이를 표현하는 방식을 

개발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돈을 갚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경우에는 화자와 

청자 사이에 필요한 ‘적당한， 혹은 형식적’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한 언표내 

적 힘을 나타내는 완료상 B3jjJla가 사용된다. 즉 Brown과 Levinson (987)의 

개념을 빌려 표현한다면， 대화참여자의 ‘소극적 얼굴(negative face)’을 보호하 

고자 할 때는 완료상이 사용되는 반면에， 대화참여자의 ‘적극적 얼굴(positive 

face)’이 관련될 때는 불완료상이 사용된다. 

이처럼， 러시아어 상의 언표내적 기능은 러시아어 상이 ‘예의바름’의 문제의 

관련하여 담당하고 있는 화용적 기능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상이 수행하는 다 

른 여러 화용적， 담화적 기능에 대해서도 적절한 ‘예측적’ 설명을 줄 수 있다. 

아울러， 러시아어 상의 언표내적 기능은 Searle(975)의 ‘간접화행’의 문제에 대 

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러시아어 불완료상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화행의 언표내적 힘의 약화기능 덕택에 자주 간접화행의 언어적 기제로서 사 

용된다. 2.1에서 언급되었던 12-a)와 13-a)의 불완료상이 사용된 화행 “410 jj 

rOBOpHJl뻐?"과 “51 Bac nepeÕHBaJlκ8?"이 가지고 있는 언표내적 힘과 12-b)와 

13-b)의 완료상이 사용된 화행 “A jj '110 c l< a3aiB?"과 “ 51 BaC nepeÕHJlCB?"이 가 

지고 있는 언표내적 힘을 비교해보면， 이는 명확히 드러난다. 즉， 화자는 불완 

료상이 사용된 발화를 통해， ‘질문’의 언표내적 행위 뿐만 아니라， “나는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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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하지 않았다 혹은 “나는 당신 말을 끊지 않았다라는 ‘단언’의 언표내 

적 행위도 수행하게 된다.39) 

그러나， 상이 담당하는 화용적， 담화적 기능과 간접화행의 문제는 그것자체 

가 매우 광범위한 주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문들올 통해 본격적으 

로 다휘져야 할 것이며， 여기서는 상의 언표내적 기능의 화용적， 담화적 함의 

를 강조하는 정도로 글을 맺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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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lOме 

Глагольный ВИД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 иллокутивный акт 

ХОНГ ТЭk ГID 

Данная статья посвящена вопросу нллокутивных ФУНКЦИЙ категории r лаголь

ного вид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оторые до сих пор фактичеСJШ не рассматривались 

в почти все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по этой сфере. По моим результатам, в информа

ТИВНОМ регистре, если определенные условия встречаются, часто совершенный 

вид выполняет фуНКЦИЮ усиления иллокутивноА силы речевого акта, а несовер

шенный вид - функцию ослабления иллокутивной силы речевого акта, ПО этой 

причине, ТОЛЬКО несовершенный вид мож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как языковой прием, 

ко,орый позволяет говорящему избежать иллокутивного самоубийства. То есть, 

ТОЛЬКО несовершенный вид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 случае риторического/иронического 

вопроса и риторического/ироничес)(ого приказа, )(оторые имеют статус 'псевдо

/полу-вопроса' и 'псевдо-/полу-приказа' с точки зрения иллокутивного акта. 

Но, когда требуется 'чистый' вопрос ИЛИ 'чистый' приказ, благодаря ее ФУНК

Цt!И усиления иллокутивной СЮIЫ речевого акта, только совершенный вид мо

жет употребляться. Кроме мотива юбежать иллокутивного самоубийства, когда 

говорящий хочет, чтобы его речевой акт слушающему выглядел 'отдален-ной', 

'отложенной' ассерцией с iОЧКИ зрения иллокутивного акта, он употребляет 

несоверщенный ВИД, испоЛЬзуя функцию ослабления ИЛЛОКУiИВНОЙ сиJIы 3ioro 

вида. Кроме зтого, иллокуiивныe функции каiегории глагольного вида русско

го языка могут СЛУЖИiЬ критерием объяснений многих iаких прагмаiических и 

дискурсивных явлений, как веЖЛИВОСiИ, косвенного речевого акта, и "Т. 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