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어 1, 2인칭에서 

재귀 소유대명사와 인칭 소유대명사의 

의미 차이에 관한 연구* 

안병 

1. 서론 

팔“ 

본 논문의 목적은 러시아어 1, 2인칭 11에서 새귀 소유대명사와 인칭 소유대 

명사의 의미 적 차이쓸 규멍하려는 것이다. 다음의 (1), (1’), (2) , (2/)에서 MO꺼 

와 CBOH는 어떻게 의 ll] 적으로 -lL 벚되어지며 선택되어지는가 하는 문제를 해 

결하려는 것이다. 

1) H B3꺼11 CBoë na11bTO. 한용 :2000:160) 
1/) H B3 J1 11 .. 0강 na11bTO. (한용 :2000:160) 

2) H 111061110 CBOII :!<eHy 

2’ ) 꺼 111061110 .. 011 :!<eHy 

위 (l), (l’), (2) , (2/) 에 서 CB。η와 MO꺼는 어 떤 관계를 가지는가? 주어가 1, 2 

* 본 논문의 ‘한정성 (definiteness) ’ 관련 문서l 에 대해 코멘트 해주신 경북대 이기웅 

교수와 심사 과정에서 대안을 제시 해주신 두 분의 섬사자 선생님， 그리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륜 1，11 공해 줍 고려디} 라시아문화연구소 김혁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서경대학교 노어학파 jJ~수 

j) 1, 2인칭의 경우에는 학교 문법에서 인칭 소유대명사와 재귀 소유대명사가 부분적 

으로 상호 교환 가능한 것으로 기술하고 였어서 (ny11bKHHa H tlP. 1977:128) 이 부분 
을 확실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으로 삼게 되었다 이 주제로 발표한 한용 

(~OO())교수의 연구에서 발잔시킨 수 있는 흥미로운 부분을 생각하게 되어 같은 범 

위쓸 정하게 되었음도 밝힌다 많은 부분이1 였어서 한용 교수의 예문을 그대로 인 

용하였는데 그것은 인 f결과룹 상호 비 il하는데 도움윤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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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칭인 경우 학교문법에서는 동의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nYJJb I< HHa H llP. 

1977:128-129; 한용 2000:160; 김 정 일 1996:22), nelll I<OBC I<HH0956:162) , Kuno 

0987:262-266) , Kuno et a1.(1977:627-672), Yokoyama et aI.(1978:249-269), 

Y okoyama 0980:657 -722), HonselIarO 986:235-248), Timberl왜e( 1980a:777 - 796; 

1980b:235-259), 한용(2000:159-185) ， 김정일 0996:25) 등의 연구자는 이들이 임 

의적으로 러시아어 사용자달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음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연구자들은 감정이입(Empathy)(Kuno 1987; Kuno et 떠. 1977; Yokoyama et 

al. 1978; 한용 2000), 지 시 조 건 (Reference Conclitions)(Timberlake 1980a), 재 

귀 화(Reflexivization)(Kuno 1987; Honselaar 1986)라는 용어 로 설 명 한 바 있 

디. 이 연구들의 공통적인 전제는 인칭 소유대명사(MO때， TBO꺼 )2)와 재귀 소유 

대병사(CB얘)를 같은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 

구틀이 직시사와 대용사륜 같은 차원의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에 MOH/CBOα의 

의미에 따르는 선택 문제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못했다고 보는 입장에서 출발 

하고 있다. 즉 CBOH와 MO꺼플 같은 차원의 대명사로 간주하여 ‘감정이입’이 있 

는 경우에 MOH가 선택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재귀화가 발생하여 CBOH를 선 

택하게 된다고 설명하는데 (Yokoyama 1980:193-217; Kuno 1987:264)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M얘나 TBO꺼가 1, 2인칭대명사의 소유를 나타내 

는 형태로서 직시사(deixis) 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CB。꺼는 재귀대명사 

로서 대용사(anaphor) 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일반적 사실에 근거하여 의미 

적 차이를 보이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귀 소유대병사와 인칭 소유대명사의 의미적 차이를 규명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주어가 3인칭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1, 2인칭의 경우와 

달리 3인칭이 주어인 경우에 인칭 소유대명사 지시의미와 재귀 소유대명사 

지시의미의 외연 (denotation) 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3인칭은 

확연히 구별되기 때문이다 (nallY lIeBa 1985:204-205). 본 연구는 두 대명사 지시 

의미의 외연이 닫라지는 문제플 다푸려는 것이 아니라 외연은 동일하면서 내 

포konnotation)가 달라지는 문재만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1, 2인칭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고 3인칭에 관련된 

재귀 소유대명사와 인칭 소유대명사 의미 차이의 규명 문제는 지시의미의 외 

2) 1. 2인칭 소유대명사와 새귀 소유대명사칠 서로 대립하여 비교 설명하는 경우 이 

후 Moil. TBOil, Ham , Bam는 ‘MOH’로 표시하고 재귀 소유대명사는 ‘CBoil’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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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 상이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차후의 연구로 미룬다 3) 

11. 앞선 연구의 검토 

이러한 재귀 소유대명사와 1, 2인칭 소유대명사 선택문제를 초기에 제기한 

ne띠KOBcKHìí (1 956:162l에 따르면 모든 문법적 동의어에는 그 선택에 따라 특별 

한 뒤앙스가 존재하게 된다고 한다 neIllI< OBC I<~깨에 의하면 다음 문장 (3) , (4) 

에서 화자인 50pHC rOllyHOB가 MOìí/CBO꺼선택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표현을 사 

용하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3) ... , KTO HH yMpëT , jj Bcex y61뻐ua TaìiHμ“ 51 yCKOpHJI φeellopa KOH4HHy, jj 

。TpaBHJI CBOQ cecTpy uapHUy ... 

누가 죽든지， 그건 내가 다 암살자라고: 표도르도 내가 빨리 죽게 했 

고， 내가 자신의 누이인 왕비도 독살했다고 ... 

4) ... , B ceMbe 1I0e때 jj MHHJI Ha꺼TH OTpallY, 꺼 1l04b 1I0Q MHHJI OC4aCTJlHBHTb 

6paKOM ... 

난 나의 가족에게서 기쁨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내 딸을 결혼시켜 행 

복하게 해주려고 마음띄었다 .. 

(neWKOBCKI깨 1956:162) 

문장 (3)에서 사용된 재귀 소유대명사 CBOIO는 인칭 소유대명사 MOIO보다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리스 고두노프가 자기 본심과 달리 자기를 비방 

하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한 말을 푸념하듯이 되풀이하고 있을 때에는 MOIO 

보다 CBOIO 사용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만약 MOIO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자기 여동생을 독살했다는 것을 함의한다는 것이다 4) 

3) 본 논문은 1, 2인칭에 국한된 것이기에 3인칭의 재귀 소유대병사와 인칭 소유대명 

사까지 확대하여 일반화하는 논의는 차후 연구과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한다. 

4) ... CBOit 60JlbWe nOljXOllHT , 4eM 1I0it, nOToMy 4TO BblCKa3b1BaeTCJI MHeHHe He caMor。

50pHca, a ero xyJlHTeJleκ KOTopble npo Hero rOBOpHJlH: “OH OTpaBHJI CBOQ cecTPY", 

TaK 4TO CBoit HaMeKaeT 311eCb Ha 3THX xyJlHTeJleìi, a 1I0Q H3 J1HWHe n01l4epKHBaJlO 6μ 

y4acTHe rOBOpJllll,ero B Toll MbICJlH, KOTOpOìi OH Ha caMOM lleJle He pa311eJlJleT. 

(neWKOBCKI깨 195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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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화자의 태도가 발화에 반영됨에 따라 MO잉와 CBO꺼가 결정된다고 하 

는 생 각은 Kuno(l 987:203-270)의 감정 이 입 관점 (Empathy Perspective) 이 론5) 

에 의해서 설명되어지고 있다. Kuno(l 987)는 ‘관점 (point of view l', ‘감정이입 

(Empathy) ’, ‘카메라 앵글(Camera angle l' 등의 개념에 근거하여 재귀 소유대 

명사와 인칭 소유대명사의 선택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Kuno 1987:203 

205). 가령， 앞의 (4)에 서 CBOIO에 대해서 Kuno0987:263)는 화자 R가 CBOH로 

5) Kuno( 19i17:206)의 정의에 따프변 감정이엽(Empathy)은 화자가 문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건 또는 발화에 잔여하는 인물/사물에 대해서 화자가 동일시 (identifica

tion)하는 정도를 말한다 (Empathy is the speaker' s identification, which may vaη 

in degree, with a person/thing that participates in the event of state that he 

describes in a sentence .l 화자의 대상에 대한 농일시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표시 
하고 있다 Degree of Empathy: The degree of the speaker' s empathy with x , 
E(x), ranges from 0 to 1, with E(x)=1 signifying his total identification with x , 

and E(x)=O signifying a total lack of identification(Kuno 19i17:206). 가령， 다음 

두 표현 (i) , (iil륜 비 교한 수 있다. 

i) John 

ii) John ’s brother 

iii) E(John) > E(john's brother) 

(il , (ii)에서 어느 표현이 감정이입 정도가 더 높음까? 지금 현재 화자 입장에서는 

John이라는 사람에 카메라 앵글(Camera angle)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존의 형’은 일단 ‘존’에 앗춰진 카메라 앵달을 거쳐서 표시된다 이 경우 감정이입 

값은 (iiil과 같이 비교가 될 수 있다 한국어에서 ‘영희’ ‘영희 엄마’와 같은 두 표 

현에서 이플 발화하는 화자가 영회에게 감정이입한다고 하는 것은 화자가 자신을 

영희에게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영희 염마’는 ‘영희’를 

거쳐서 동일시되어지기 때분에 ‘E( 영희 l > E( 영희 엄마)’와 같이 표시될 수 있다 
이 것을 Kuno(l 9il7l는 Descriptor Empathy Hierarchy라고 불렀다. 또 다른 Em 

pathy Hierarchy로 서 는 Surface structure Empathy Hierarchy라는 것 이 있 는 데 이 

는 ‘주어 지시체’와 ‘by+ 행위자 지시처1 ’ 가운데서 화자는 주어 지시체에 감정이입하 

는 정도가 vii)과 같이 높다단 것이다， 

ivl E(주어 l>E(bv + 행위자) 

v l ??John ’s brother was hit by him 

vi) E(주어二John ’ s brother) > E(by + 행위자=by John) 

문장 (v)에서 성분틀의 Descriptor Empathy Hierarchy는 (iii)과 같이 되지만 표연 

구조에서의 Surface Structure Empathy Hierarchy는 (iv)에 의해서 (vi)과 같은 형 

태로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서 (iii)과 (vi) 의 관계 부등식이 모순을 일으키게 되어 

문장 (v)는 감정이입 판섣에서 부석섣한 문장으로 받아틀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Kuno 1987’ 206-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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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된 지시체에 대해 동일시 (identification)하는 정도가 낮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CBOH는 g를 지시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화자는 완전한 동일시를 하 

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Y okoyama(1980:663-664)는 이 부분을 설 명 하기 위 해 performative ‘ I’와 

intimate ‘ i’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다. performative ‘ I’는 발화를 수행하는 화자 

를 지칭하는 것이고， intimate ‘ i’는 내적인 자아를 지칭하는 것이다. 화용론적 

으로 화자는 발화가 화자 자신과 관련될 때 화자의 내적 자아와 동일시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화자와 내적 자아가 완전히 동 

일하게 일치하는 경우， 즉 ‘I ’ = ‘ i ’로 표시되는 경우와 화자와 내적 자아가 일 

치하지 않는 경우， 즉 ‘I ’ 피τ ‘ i’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Yokoyama 

에 의하면 보리스 고두노프가 (5)에서 CBO인를 사용한 것은 화자 ‘I’가 자신이 

누이를 독살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여 퍼트린 거짓 

소문에 불과하다고 하는 생 각([ -i])6J에 서 발화를 하고 있다는 것 이 다. 이 런 경 

우에 화자(‘I’)는 자기 마음에 없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그냥 푸념 하듯이 반복 

하고 있는 말이 란 것 이 다. 문장 (4) 앞에 rOBOp~T(=they say)라는 말을 놓아야 

의미가 잘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렇듯이 발화 속에서 화자의 

동일시(identification)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 즉 화자 ‘I’와 내부적 자아 ‘i’가 

일치하지 않은 상황(‘I’ 추 ‘i’)에서 인칭 소유대명사는 재귀화(reflexivization) 

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CBO꺼를 쓰는 경우 화자는 CBOH의 지시체를 자아가 아 

년 타자(他者)처럼 관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앞 (4)의 문장에서 CBOIO 대신 

에 MOIO를 사용하면 화자가 심 제 로 그의 누이 를 독살했다는 사실을 함의 하게 

된다고 한다. 그러면 ‘I ’ = ‘ i’가 되어 화자와 발화 속의 내적 자아가 일치함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동일시 (identification) 여부에 따라 내적 자아 ‘I’와 외적 자아 ‘i’의 

일치여부로서 Yokoyama et aI.( 1978:256-257)는 다음의 예들을 들고 있다. 

5) H 51, l< aK BecHy 맨nOBe4eCTBa/ Po*~eHH꺼 B Tpy~ax H B 6010/ no lO woê 
。Te4eCTBO/ PecnyõnHKy NO~ 
나도 인생의 본을/ 노동파 전쟁에서의 탄생을/ 나의 조국을/ 나의 공화 

국을 노래하리라 

(MallKOBCKHμ의 시 Yokoyama et al. 1978:257 재인용) 

6) ‘I ’ ::: 'i’는 [十j)로 나타내 고 ‘I ’ 누 1’논 [ -il로 나타낸다(Yokoyama 198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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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epe~ 3THM COHMOM yxo~~mHX ~ He B CHAax CKpWTb woeA TOCKH. 

떠나는 군중들 앞에서 나는 나의 슬픔을 감출 길 없었다. 

(EceHHH의 시. Yokoyama et aJ. 1978:256 재인용) 

7) Ha 3TOM OTphlBKe H3 φayCTa Ha O~H때 H3 CBOHX ~OBoeHHWX AeKUHH -- a 

OHH Tor~a 6b1AH l!epTOBCKH CMeAμe ’ -- 51 pa3BHA 3AerH4ecKylO H~elO， 

4TO C4aCTb~ HeT, 4TO OHH HAH He~OCTH*HMO ， HAH HAAI030pHO. 

파우스트의 이 대목에서， 전쟁 나기 전 나의 한 강의에서 - 그 강의 

들은 참 용감했었지 행복은 없다는 슬픔의 사상을 발전시켰었다 

그 강의들은 실패였거나 아니면 환상이었다. 

(COA*eHHl뻐H ， rA. 7. Yokoyama et a J. 1978:257 재 인용) 

8) He~aBHO ÕhlAH ony6AHKoBaHhl ~oKyMeHThl 0 cpa*eHH~X Ha Kep4eHCKOM nony

OCTpOBe B 1942 ro~y... B iþeBpaAe H Ha4aAe MapTa 1942 ro~a， MHe 

To*e ~eBeAOCb no6hlBaTb B KaMeHOAOMH~X AK -- MOHa~. HaWH BOHCKa 

3aHHMaAH Tor~a Kep4eHCKHH nonyoCTpoB, npOTHBHHK *e ~ep*aA BeCb 

。C TaAbHOH KpμM. He~aBHO ~ pa30õpaA CBoA apXHB Tex AeT. 3anHcH, 

ÕAOKHOTW, CAe*aBWHec~ õyMarH, ~oKyMeHTW ... 

1942년 케르첸 반도 전투 관련 문서가 최근 공개되었다 ... 1942년 2월과 

3월 초， 나는 AK -- MOHa~ 채석장에 가게 되었다. 당시 우리 군대는 

그 반도를 점령하고 있었고， 적군은 크림 전지역을 장악하고 있었다 

최근에 나는 그때 당시의 내 고문서를 정리를 했다. 일기， 수첩， 방치 

된 서류와 문서 .. 

(}]HTepaTYPHa~ ra3eTa. Yokoyama et aJ. 1978:257 재 인 용) 

위 예문 (5-8)에서 인칭 소유대병사와 재귀 소유대명사를 시간과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5) , (6)에서 인칭 소유대명사는 화자 ‘I’의 발화 시간과 동일 

시간대에 발생하는 화자의 감정[ +i)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는 반면에， (7), (8) 

에서는 전쟁 전에 존재하던 자아와 오래 전의 자아의 관계[-i]를 지시하고 있 

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발화하고 있는 자아 ‘I’는 오래 전 추억 속의 

화자 ‘i’를 동일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8)에서 화자 ‘I’는 현재 죄수의 신 

분으로서 과거 자신이 용감하게 칠학 강의를 했던 그 시절로 되돌아 갈 수 

없는 분리된 상태 (dissociation)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런 분리， 즉 [ -i] 

로 인해서 재귀화가 발생하여 재귀대명사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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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R nepe:t<HJI CBOH :t<eJlaHbJl,! 꺼 pa3BHJI CBOH Me~TW. 

나는 자신의 소원을 경험했다/ 나는 자신의 꿈을 발전시켰다. 

(ny띠K“H의 시 Yokoyama et al. 1978:259 재 인용) 

10) 5po:t<y 깨 꺼 BlIOJlb yJl뻐 lllyMHbκ/ Bxo:t<y J1b BO MHOrOJl~lIH뼈 xpaM,! CH:t<y 

J1b Me:t< ’m빠뻐0아애‘H뼈10。야u빠l 

나는 소란스E라1 운 거리뜰 배회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 들 

어간다/ 어리석은 젊은애들 틈에 앉아서/ 나의 꿈에 잠겨 있다 

(nyIll KHH의 시. Yokoyama et al. 1978:259 재인용) 

예문 (9)에서 화자는 CB。“플 사용함으로써 ‘I’와 ‘i’라는 두 자아가 심리적으 

로 분리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논 것이다. 반면 (0)에서는 Mofi를 사용해서 꺼가 

내적 자아와 흡수되는(selfabsorbed)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Yokoyama et aI. 0978:261)는 ‘심리적 동일시 vs. 심리적 분리’7)라는 개 

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심리적 동일시와 분리’라는 것은 글자 그대 

로 ‘심리적인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자의적인 면이 많아 명시적 설명에는 한 

계를 가지고 있다. 다음을 보자. 

11) nO Ho~aM MW :t<r J1H TyM60~KH ... He TO ~T06w OHH COBceM HHKylla He ro

lIHJlHCb... npOCTO OHH 6bIJlH J1HIllHHe H J1e:t<aJlH Ha ~epllal< e. A MW CHJlb-

HO 3J1 6JIH B Ha.ew 06Il\e:t<HTHH. 

저녁마다 우리는 침대반침을 태웠다 .. 그것들을 못 쓰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 그냥 여분으로 다락에 놓여져 있었다 우리는 우리 
가숙사에서 추위에 떨고 있었다. 

(COJloyxHH, 1969. Yokoyama et al. 1978:262 재 인용) 

12) A eC JlH lIa:t<e ~YllOM OH (CpOK) KOH~HTC껴， He HallO lIyMa Tb, ~TO MW Bep

HëMCJI C T060H B Ha. ropOll, K Ha.eA npe:t<Heil :t<H3HH. 

기적적으로 그 기간이 끝난다면， 너와 나는 우리의 도시， 우리 이전 

생활로 룹아가는 것윤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COJl*eHHl\bIH , r Jl. 37. Yokoyama et a l. 1978:262 재 인 용) 

13) Mw, XOTJI H CHlIeJlH 아(QJlO TonKH, CTapaJlHCb He 3aHHMaTb caMoil cepe

,IlHHW, ~T06bl TenJlO 6eCnpenJlTCTBeHHo CTpyHJlOCb H paCXOllHJIOCb BO 

Bce CTOpOHbI. OllHaKO K yTpy nOll CBOHWH OlleJlJlHIllKaMH. 

7) psychological identification vs. psychological spli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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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우리가 난로 근처에 앉았어도 온기가 사방에 퍼지도록 한 가운 

데에 앉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새벽녘에 각자 이불 

을 덮어쓰고 있였다. 

(COJlOyXHH , 1969. Yokoyama et a l. 1978:262 재인용) 

14) 3TO BOT nOJlo*eHHe , HJlH, eC JlH XOTHTe , pacnOJlo*eHHe, y Hac B KOMHaTe 

-- OHa CHaHT Ha K아lKe ， npHoTKHHyBWHCb Ha nOaYWKY, a ~ 3a CTOJlOM 

Ha *ëCTOKOM BeHCKOM cTyJle •- onpeaeJlHJlOCb H yKopeHHJlOCb Ha MHO

ro aHeìl H HeaeJlb... Ho npH Bcex cJlyqa꺼x ， OCTaBa~Cb HaeaHHe , Mhl 

3aHHMaJlH CBOH ae*ypHhle MeCTa. OHa Ha KO싸<e. 

우리 방안의 배지는 여러 날， 여러 주일 계속되었다. 그녀는 소파에 

폼을 쭉 펴고 앉아 있었고， 나는 탁자 앞 딱딱한 비엔나 의자에 앉 

아 있었다， 우리는 행 성 각자의 근무지플 지키고 있었다. 그녀는 소 

파에 있었다 

(COJlOyXHH , Cep때HMa ， 347. Yokoyama et a l. 1978:263 재 인 용) 

15) Korna pa3aaCTC~ 3BOHOK , 3aìlMHTe (CBoH/*Ba뻐) MeCTa, Ka*ahli’ y CBoe 

ro cTo Jl6a. 

종이 울리변 자기 자리칠 잡으세요 각자 기둥 옆에 자기 자리가 있 

어요 

(Yokoyama et al. 1978:263) 

16) CKa*HTe (*cBoH/BawH) yCJlOBI쩌， Mhl BaM noìlaëM HaBCTpeqy. 

당신의 조건윤 말하세요‘ 우리 가 당선을 마중 나가겠습니 다. 

(Yokoyama et al ‘ 1978:263) 

01-12)에서 Haw라는 인칭 소유대명사를 사용한 것은 화자가 지시체에 대 

하여 내적 자아를 동일시 (identification)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03-14)에 

서 사용된 CBO찌는 분배의미가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Yokoya

ma et al. 1978:262). 그러나 분배의미라는 것도 화자가 지시체를 동일시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일관성 있는 설명이 되어진다. 즉 ‘I ’ 추 ‘i’이어 

서 재귀사가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15)의 CB얘도 분배의미를 나타내며， 

(16)은 통합된 의미를 나타낸다. (6)에서는 ‘I’ = ‘ i’의 상황으로서 이해되어진 

다. 그리고 다음의 예등을 설냉하고 있다. 

17) 끼~6H 6J1H*Hero CBoero l 

자기 이웃윤 사랑하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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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flID6H 6nH*Hero Tsoero l 

네 이웃을 사랑하라! 

(Yokoyama et al. 1978:266) 

Yokoyama et a1.( 1978:266)는 다른 설명 없이 (17)은 신 (God)에 의해서 말 

해진 공식적 성격의 명령이지만 (17')는 애정어린 부모의 충고에 해당되는 차 

이를 가진다고 하고 있다 8) 이러한 것에 대해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런 단편적인 설명과 해석은 다음의 예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18) 51 npomy sac , S3seCbTe Ba.H cnGsa! 

부탁드리는데 당선이 하선 말씀을 헤아리십시오. 

(Yokoyama et al. 1978:266) 

19) 3TO , npaS ,1la, HeS03MO*HO , cnymaTb cpa3y npH npHëMHHKa. BblKnID4HTe 

CBOlt, sac *e npOC Jl T. 
한꺼번에 라디오 세 개를 듣지 못합니다 제발 자기 라디오를 꺼주세 

요. 

(Con*eH뻐비H ， rn. 4. Yokoyama et al. 1978:266 재인용) 

(1 8)에 대해서 화자가 자신을 그의 청자와 함께 이야기하듯 하는 우정어린 

충고라는 것이다. (19) 의 예문은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 명령이라는 것이다. 화자는 자신에 대한 객관적 평가 

가 어떠하며， 자기 견해에 대해서 어떤 반대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는 바 

가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한다 9)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하게 되 

었는가? 그 근거가 자의적이다. 그저 러시아어 사용자에게 의존하는 설명만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이것이 이 논 

문이 지향하고 있는 문제의 제기이다 가령 Yokoyama et 머.0978:267)은 저 

8) Both are perfectly possible but they would be produced in different situations: 
17) is a formal command. uttered by, let us say , God. 17'), on the other hand, 
is the rather tender advice of a loving parent(Yokoyama et al. 1978:266). 

9) A sentence such as 18) is a bit of friendly advice in which the speaker puts 
himself into the discourse together with his addressee, whereas the sentence 
18') is a command without any particular interest in how it may be received, 
with no indication that the speaker is aware of any possible objection to his 
‘objective’ judgemenHYokoyama et al. 197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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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문체에서 사용하는 다음의 (20) , (20’)문장들이 친근감을 나타낸다고 한다. 

이러한 문장에서 사용되는 인칭대명사는 따뜻함과 친근감을 왜 나타나게 되 

는 것인가? 다음을 보자. 

20) 뻐 Tenepb OTSe4aeM Ha.HU 4HTaTen~M 
20 ’) MM o5pamaeMC~ K Ha.HU 4HTaTen~M. 

(Yokoyama et al. 1978:267) 

Y okoyama et al. 0978:267)는 예문 (20-20')에서 인칭 소유대명사 대신에 

CBofi의 사용은 불가하다고 한다. 인칭 소유대명사는 공유하는 통합적인 의미 

를 가지며 분배적 의미가 아니어서 개별독자와 편집자간의 따뜻함과 친밀함 

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10) 이러한 Yokoyama et aI. 0978:267)가 제시한 

선택의 설명에 대해서 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imberlake(1980a:777-790)는 러시아어 재귀화의 지시조건을 제시하면서 1) 

한정지시 대 비한정지시 (referential vs. non-referentia]) , 2) 긍정집합지시 대 

부 정 집 합지 시 (positive set reference vs. negative set reference), 3) 집 단 대 

분리(collective vs. discrete) 등의 대립 개념으로 이른바 Sv이-R， 즉 재귀 소 

유대명사 선택조건을 섣명하였다 이 조건에 따르면 한정지시 (referentia]) ~ 

경우에는 재귀화가 선호되지 않으며 11) 긍정집합지시 (positive set reference) 

10) The use of svoj is absolutely impossible: on the one hand, the possession of 
20) and 20’ is alleged shared, not distributive; on the other hand, the whole 
purpose of using such a sentence at all is to create a sense of wannth and 
intimacy between the individual readers and their loving editors(Yokoyama et 
al. 1978:267). 

11) 한정적인 지시의 경우에는 인칭대영사가 선호되고， 이 보다 덜 한정적인 경우에는 

재귀대명사가 선호되는 예칠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다 여기서 기호 ‘+’는 용인은 

되지만 선호되지 않음을 나타낸다(Timberlake 1980:782). 
) BeLIb LIO :noro ~ scerLIa LIpy)j(eCTseHHO pa50Tan +c UOH‘/ CO CBOHU 

napTHëpOM , KeM 5μ HH 5blno.( ‘After all , up to that time 1 had always work

ed in a friendly way with my partner, whoever he was ’) 
ii) Bcë 3TO He Morno paLIosaTb MeH~. H ~ c emë 50nbWHM pseHHeM npHH~n

c~ 3aHHMaTbC~ C UOHU/ +co CBOHU napTHëpoM.( ‘All this couldn ’ t help but 

please me, and 1 began to rehearse with my partner with even more en
thusiasm.’) 



러시아어 1, 2인칭에서 쩨귀 소유대명사와 인칭 소유대명사의 의미차이 139 

인 경우와 집단(collectivity) 인 경우에 재귀화가 선호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Timberl하얻0980a)의 규직 조건은 Kuno(l987) 또는 Yokoyama et a1. (978)의 

감정이입 관점의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kriteria)을 들어 설명했다는 점 

에서 의의를 가진다 12) 그러나 두 대명사 Moìí/CBOìí를 여전히 동일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 근본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na.llYlJeBa0985:120-121)도 인칭 소유대명사와 재귀 소유대명사 선택문제를 

동일차원에서의 재귀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na.llYlJeBa(985)에 따르면 

(21)과 같이 어떤 명사구(HMeHHa~ rpynna)가 그 명사구를 직접 또는 다른 명 

사수단을 통해 종속하는 숨어의 주체를 공지시하는 경우에 그 명사구는 재귀 

대병사로 바뀌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21) IiBaH HaXOllHTOI Ha CBoëw MeCTe. (c Boëw ‘IBaHa} 
이반은 자기 자리에 있다 

(nallyqeBa 1985: 120) 

na.llylJeBa는 이러한 재귀화의 세부 규칙을 한정성 (definiteness)과 연관시키 

고 있는데， 언어적 요소에 상응하는 의미를 반영하기 위한 문장의 의사전달 

구조(KOMMyHHKaTHBHa~ cTypyKTypa; TeMa-peMa구조)를 반영 하는 것 으로 설 명 하 

고 있다. 

22) a. BYllb llPyroii ’<TO Ha woëw MeCTe ... 
만약 다른 누가 내 자리에 있다면. 

b. B T야，!-TO H lleJlO‘ qTO Bb! 、 Ha Ba.ew( *CBO용w) MeCTe, a He KTO llPY
roll. l:J 1 

문제는 당선이 당선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nallyqeBa 1985:121) 

12) Reflexivization의 조건으로서 Timberlake0980a}는 위에 설명한 세 가지 이외에 

인칭 (person)의 문제도 검토하였으나 재귀화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결 론을 지 었 다(Timberlake 1980a:781). 
13) 하강 억양은 그 암의 요소가 문장의 레마(평언， pelκ HOBoe)임을 나타낸다. 여기서 

는 BbI가 레마(peMa)임을 나타내.Jl 있다. 보통 레마는 중립적인 억양에서는 문장의 

말미에 오지만 이 경우에는 강조되어 전치된 레마(3빼an써eCKaJl CllBHHyTaJl peMa) 
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nallyqeBa 198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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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22-b)에서 테마(화제 TeMa)가 되는 문장의 말미 부분에서는 CBO찌는 

안되고 인칭 소유대명사 Baw가 요구되어진다는 것이다. 테마는 보통 [ +definiteJ 

한 자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여기서 인칭 소유대명사가 [ +definiteJ한 자 

질을 가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된다. 반면에 (22-b)가 중립적인 억양으로 

발화되는 경우， 즉 특별한 상황이 배제되어 중립적인 테마-레마의 어순을 가 

지게 되면 인칭 소유대명사는 올 수 없게 되고 재귀 소유대명사 CBO때가 요구 

되어지는 (22-c)와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22) c. BbI HaXO.llHTeCb Ha CBO강w( *Ba.ew) MeCTe. 
당선은 당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 

(당신이 앉을 만한 세자리에 앉아 있다 ) 
(na .llY앤Ba 1985:121) 

문장 (22-C)에서 주어 BhI가 테마(TeMa; HayanO; ~aHHoe)가 되고 Ha CBOÈÍM 

MeCTe 가 레마가 되기 때문에 [ +definiteJ한 자질을 가지는 인칭대명사가 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즉 레마 자리에는 테마 자리에서 보다 상대적으로 

한정성이 약한 자질의 요소가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22-b)에서 강조된 의미 

를 제거하면 (22-d)와 같이 문장의 대조 테마(KOHTpaCTHa~ TeMa; 화제 Hayano) 

가 생겨난다. 

22) d. Ha Ba.ew/’ MeCTe I HaXO.llHTeCb Bμ 、 1, a He KTO-TO .llpyroll. 14) 
당신의 자리에는 당신이 앉아 었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22-b, d)를 통하여 nMyyeBa는 재귀화(pe~neKCHBH3aUH~) 규칙 조건을 제시 

하고 있다. 재귀화는 대명사의 선행사가 문장의 전치된 레마인 경우， 즉 대명 

사가 테마(TeMa; ~aHHoe)가 되면， 대명사는 [ +definiteJ한 인칭 소유대명사를 사 

용하게 되고 재귀화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즉 대조의 테마 자리에 

상대적으로 한정성이 약한 재귀 소유대명사 CBOH가 올 수 없다는 것으로 설 

명 하고 있다(na~y맨Ba 1985:121).15) 

14) 상승억양은 문장에서 테마(TeMa; .llaHHOe; Ha4ano)의 정보를 전달하는 음성학적 기 

능을 담당한다(안병 팔 1994:212• 215) 
15) 레마(peMa)는 신(체)정보칠， 테마(TeMa)는 구(舊)정보로서 주어진 것(.llaHHoe) ， 한정 

적인 정보를 전탈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병팔(988)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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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selaar(1986:240-246)가 기술한 1, 2인칭 경우에 있어서의 CBoìí/MOìí의 대 

립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 CBolí를 통해서 화자는 감정적이고 주관적 태도를 명사구 지시체에 부 

여한다. 

b) CBO꺼는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살처l 룹 지시한다. 

c) Molí는 독자적으로 지시 대상을 지시하지만 CBolí는 선행사가 지시하는 

것의 일부만을 지시한다. 

d) CBO때는 능력을 표시하지만 Molí는 구체적 행동을 지시한다 
e) CBolí는 수동적(객관적) 참여를 지시하지만 Molí는 능동적 참여를 지시 

한다. 

f) CBolí는 정적인 기록을 나타내지만 Molí는 역동적 인상을 나타낸다 

g) CB얘는 중립적이지만 Moií는 개인적 감정을 나타낸다. 
h) CBolí 명사구는 [ +definitel자질을 가지는 MO꺼 명사구에 비해 한정성이 

약하다 16) 

i) M얘는 화자와 정자간의 직접 관계룹 표현한다 

j) 인물을 지시하는 경우 CBOH는 현재와는 다른 과거의 동일 인물을 지시 
한다. 

k) CBolí는 대화 세계에서 화자가 철수(withdraw)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나 

타낸다 

J) CBolí는 분배 의미플 MOH는 동합 의미를 나타낸다 

(Honselaar 1986:240-246) 

위에서 Honselaar가 지적한 한정성이 약한 자질을 가지는 CBoìí의 의미는 

더 검토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CBOH 명사구의 의미는 type/token distinction 

개념 17)을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CBO니가 이른바 분배의미를 지시하는 (23), 

(24)에서 ‘유일한 개체를 지시’하지 않기 때문에 token이라고 할 수 없다. 그 

16) Honselaar(1986)는 CBOH 명사구의 한정성이 인칭대명사 명사구보다 약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음의 예문을 들고 였다(Honselaar 1986:243). 

j) nepenalíTe npHBeT Ba.ell lI< eHe 
‘Give my love to your wife ’ 

i’) ?nepenalíTe npHBeT cBoell lI<eHe 
‘Give my love to the implied subject ’s wife, whoever she may be.’ 

iil fl106H 6JIH lI<HerO CBoero 
‘Love thy neighbor, whoever he may be.’ 

17) 이 개념에 대해서는 Wetzel( 1998:509-511)을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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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러한 분배의미는 [ -token]의 자질을 가지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모 

든 동일유형의 개체들을 보편적 (uni versaI)으로 지시’하는 type에 해당한다고 

도 할 수 없다. [-token]이면서 이미 선행사 속에 지시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23), (24)의 경우에 CBOη는 [ -token]이면서 [ -type]의 자질을 가진 

다고 할 수밖에 없다. 

23) OllHaKO K yTpy Mμ 3~6nH nOll CBOHWH Olle꺼naMH. 

그러나 아침에 우리는 각자의 이볼을 뒤집어쓰고 떨고 있었다 

24) Ho npH Bcex cny1.j a~x Mbl 3aHHManH CBOH lle*YPHble MeCTa.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경우에 각자 당번근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nallY앤Ba 1985:205) 

본 논문에서는 선행사에 의해서 해당 명사구의 지시 대상의 한정성이 결정 

되어지는 CBoìf의 [definite]자칠을 특별하게 규정해야 펼 필요에 봉착하게 되 

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CBoìf 명사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definite] 

자질은 ‘유일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 -token]과 그렇다고 ‘동일유형의 모든 개 

체들을 보편적으로 지시하지는 않고， 아직 명시되지 않은 동일유형 특정개체 

틀을 지시하는’ [ -type]의 자칠음 동시에 가지고 있는 ‘중간적인 정도의 한정 

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용하게 되었다 18) 

본 논문에서는 Honselaar( 19í:\6:240-246)의 CBoìf/MO찌의 대립적 의미를 사용 

해서 이른바 감정이입 관점 이론이 가지는 설명력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는 CBoH!MO잉를 같은 차원에서 조건에 따라 변형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이 었 다(Kuno 1987; Yokoyama et al. 1978; Timberlake 1980a; Honse

laar 1986). 본 연구에서는 Moìf와 CBoìf 의 의미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그 차원을 

직시사(deixis)와 대용사(anaphor)라는 상이한 차원의 대명사로 보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Kuno나 Yokoyama et a1.( 1978)식으로 설명하게 되면 각각 사 

용되는 경우를 들어 모국어 화자(native speaker)의 설명을 통해서 귀납적으 

로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되지만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택 문제를 연역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다. 그것 

18) CBOH 명사구 한정성 자집 표시 문제에 대해서는 본 논문 제 III장 후반부의 가설 

(5)와 그 각주플 참고하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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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바로 인칭대명사와 재귀대명사의 차원이 다르다는 기본적인 사실에서 출 

발하는 것이다. 

川- 직시적 지시표현과 대용사 지시표현의 차이 

1, 2인칭 대명사는 직시 적 (deixis; lle J1 KC IiC) 지시 표현이다. 재귀대명사는 직 

시적인 것이 아니라， 문장 속에 선행사가 있는 대용사 지시표현으로 지시에 

있어서 구별된다. 다음 문장들이 뜻하는 바를 생각해 보자. 

25) MopcKa~ Bona conëHa~ ‘ 

26) I1nëT CHer. 

27) 11 npe3HlleHT. 

러시아어를 아는 사람이면 맥락에 관계없이 누구나 문장 (25) 의 뜻하는 바 

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문장 (26)이 의도하는 의미는 발화의 시간과 장소 

를 떠나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며 진리치도 시간과 장소에 관한 정보가 

주어져야 결정된다. 더욱이 문장 (27)에서는 문장의 요소인 ‘g’가 지시하는 발 

화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곁들여 발화 시간이 주어져야 의 

도하는 의미가 제대로 이해된다. 같은 발화자라도 npe3lilleHT 의 임기 중에 말 

했는지 여부가 진리치를 다르게 하기 때문이다. 

문장 (27)의 ‘g’에서 보듯이 말하는 사람의 시공간적 입장이 지시의 기준점 

이 되어 직접 가리키는데 쓰이는 직시사는 지시의 대상이 문장 내부에 있지 

않고 그 발화 상황의 시공간 속에 존재하게 된다 19) 

인칭 직시사(person deixis) 인 1인칭의 ‘g’는 화자 자신을 지시하는 대명사 

로서 직시 맥락에서 방위 결정의 중심이 된다. 대화 상대로서 2인칭인 ‘Tbl’는 

청자의 입장이지만 다음 순간 화자로서 ‘R’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인칭 대명사 

에서 사용되는 1인칭 대명사와 2인칭 대명사는 직시적인 지시를 하는데서 사 

용되는 표현이다. 이러한 직시사는 대화의 시공간적인 상황 속에 지시 대상이 

존재하고 화자와 청자의 동일시간 대화플 전제하고 있다. 

19) 직시사와 대용사에 대해서는 심재기 외 0998:139-145) ， 이기웅0994:251-252) ， 안병 

팔(2000:47-48)을 참조하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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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사람들이 이미 담화 속에서 언급한 사물을 다시 되돔아 지시하는데 

쓰는 말로서 대용사(anaphor)판 휠 수 있다. 대용사는 별화의 시공간 상황과 

는 무관하며 담화 속에 지시의 선행사가 존재하는 말이다. 대용사는 이런 점 

에서 대화 상황의 사물을 서시하는 직시사와 구별된다. 다음의 예문플을 보 

자. 

28) (HHKonaH rOBopHT 0 MapHH) OHa npH끼eCTHa 

(니콜라이가 마리아애 싼해 말한다) _-1 녀는 벗지다. 

29) MapHH, HeT !lOMa • OHai npHe!leT n03 !lH。

마리아는 십에 없다 그녀는 늦새 올 것이다‘ 

30) MapHlI i Ha띠끼a ce6꺼， npeneCTHOH, 

마리아는 자선이 벗지디는 사설윤 발견했다， 

( 이 기 웅 1994:251 ) 

문장 (28)에서 。Ha는 직시 적인 상황 속에서만 선행사가 존재하지만 문장 

(29-30)에서는 문장의 속에 :'L 지시 대상으로서 선행사가 각각 존재한다. 문 

장 (29) 의 OHa는 앞 문장익 Mapl1l1판 지시하고 (30)의 ce6l1는 주어인 Mapl1l1륜 

지시한다.~Ü) (28)에서는 화자가 정자의 앞에서 대화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 

어나는 발화여야 한다. 이것이 식시사로서 사용된 인칭대명사와 대용사쿄서 

사용된 대명사 또는 재귀대병사와 구별되는 것이다. 여기서 ce6l1나 CBOη와 갇 

은 재귀대병사는 대용사바는 것이다. 즉 문장 내부에 선행사룹 가지는 지시 

표현이라는 점이다. 반면에 1, 2인칭 대명사는 직시사이며 이것과 관련된 1, 2 

인칭 소유대명사도 대화 상황에서 인칭올 고려한 직시사적인 소유대명사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칭 소유대명사와 재귀 소유대병사를 바라보아야 이 룹 

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션벙할 수 있는 근가릎 찾을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칭 소유대멍사와 재귀 소유대명사플 상이한 차원에서 접 

근하려고 한다. 재귀사는 통사적 현상으로서의 지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 

다. ce6l1나 CBOH와 같은 형태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 문장에서 항상 선행사 

20J OHa라는 형태는 예문 (2í1)에서와 갇이 직시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예문 (29)에서 

와 같이 대용사로도 사용된 수도 였시만， 새귀사 ce따라는 형태는 직시사로서 사 

용 기능은 없고 오로지 대용사보만 사용되어진다(이기웅 199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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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만밴에 TB얘 Moìí 같은 인칭 소유대명사는 문장 

속에 지시 대상이 촌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장이 발화되고 있는 상황에 참여 

한 화자와 청자에 의해서 결성되는 화용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이 지시하는 의 u] 틀 갚장 안이1 있는 언어적 형태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 

황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인칭 직시 이외에 시간 직시 Wme deixis) 표 

현으로서 cerollHll , 3aBTpa , B4epa 등이 있고， 장소 직시 (place deixis) 표현으로 

는 311eCb , TaM , TyT 등이 있다 ll , TbI는 말하는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 

어진디. MO꺼， TB。찌 등도 ll , TbI와 마찬가지로 대화를 전제하게 된다. 직시적 표 

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 용식인 표현은 직시작인 것과 같이 상황 속에 지 

시 대상이 촌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 상황이 아닌 곳，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아무 장애 없이 사용훤 수 있다. 

~m 끼Hl6H 6J1l1:l<HerO TBoero I 

네 이웃윤 사랑하라 1 

Lovc thy neighbour l 

31' ) 끼Hl6H 6nH :I<HerO CBoero l 

자선의 이웃윤 사망하라! 

Love thv neighbour ‘ whocver he may be l 

(Honselaar 1986:243) 

꾼-장 (3 1)은 TbI, TBOìí라는 직시사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31' )에 바해서 보편 

적인 진리파기보다는 화자와 청자가 존재하는 대화라고 할 수 있다. TbI가 지 

시하는 바는 화자와 같은 자꾀에서 대화플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반면 

에 (31 ’)는 직시사가 아니바 대용사이기 때문에 CBoìí가 지시하는 선행사는 텍 

스트 내에 있으며， 더 구치1 식으로 딴하면 11106“Tb의 주어가 선행사가 된다. 

(31 ’)와 같은 말은 화자의 안에 있는 정자룹 암에 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작시식인 상황과 무관하게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1, 2인칭의 경우 인칭 

소유대명사 MOìí , TBOìí와 재귀 소유대명사 CB。η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생 

y). 송). ~ ol rJ. -, '" λ入-，

1) 1, 2인칭 소유대병사 MOìí , TBOìí는 직시사 표현이므로 대화를 전제로 하 

며 대화 상황에서 대화플 수행하는 화자와 청자를 지시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2) 대화 중의 화자와 정자릅 직접 지시하는 인칭 소유대명사이기 때문에 



146 러시아연구 채 11권 재 1 호 

직시사가 되는 MO꺼 TBOH의 지시 대상은 문장 안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른바 

선행사(antecedentJ라는 것을 가지지 않게 되어서 문장 안에서 다른 성분에 

의하여 지시관계에 있어 지배나 결속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된 

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MOH , TBOH는 지시체의 지시내용을 여과없이 생생하 

게 전달하게 된다. 독립펀 성분으로서 MOH , TBOH는 문장이나 절에서 아무 제 

한 없이 주어를 포함한 모든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의 상황 속에서 직시사로서 사용되는 인칭 소유대 

병사 MOH , TBOH가 포함펀 명사구는 [ +definiteJ 자질을 지시하게 된다. 

4) 대용사(anaphor) 기능블 수행하는 재귀 소유대명사 CBO때는 대화 상황의 

화자와 정자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 상황과는 관계없이 문장의 통사적 

구조 내에 있는 대용사의 선행사플 당연히 자동적으로 지시하는 경우에 사용 

된다. 즉， CBOH는 문장 또는 절의 주어에 해당하는 성분에 결속되어지며 문장 

이나 절의 주어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5) 문장의 주어 성분에 결속되어서 지시대상올 지시하게 되는 대용사로서 

CB。꺼는 시 간이 나 장소 등윤 포함하여 [u (=unspecified) definiteJ 자질 의 명 사 

구를 이루게 되는데， 이런 자질의 명사구는 지시대상의 개체를 특정하게 명시 

하지 않는 한정성 자질을 가지게 된다. 섣제적으로 이런 자질의 명사구는 지 

시대상이 특정하게 명시되지 않은 한정성올 가지는 경우이거나， 또는 화자의 

어떤 의도에 의해 화자의 입장에서 지시대상의 개제가 특정하게 명시되지 아 

니한 것임을 청자가 알 수 있도록 나타내기 위하여 일부러 초점을 흐려 표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용되어진다:!1I 

6) 선행사에 결속된 대용사에 있어서 선행사 의미자질의 지시체가 CB。꺼에 

전달펠 때 선행사의 완전한 복사가 이뤄지지 않으며， 내포( connotation)의 변 

화가 생겨나게 된다. 

7) 직시사의 지시 대상과 대용사 선행사의 지시대상이 외연(denotation)에서 

:21) [u( =unspecified) definitel 자짐의 명사구는 근본적으로 한정성에 관한 자짐이며， 선 

행사에 따라서 지시체가 섣정펀다는 점에서 항상 명시적인 Molí Y. TBOl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던 명시되었다는 것， 즉 비교적 한정성이 약함을 의미한다 직접 지시 

되는 MO꺼， TB얘에 비iJl해서 조응이라는 특수한 통사관계의 복사 과정에 의존하여 

간접적으로 지시가 결정된다는 섞과， 한정성의 양과 질에 있어 MOlí, TBOlí가 가지는 
강한 한정성의 [十 definitel자집과 비교하여 그 정도가 약하다는 점에서 구별되어지 

는 자짖임을 표시한다. 이후 [u( =unspecified) definitel는 [u definiteJ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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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경우 화용적 차원과 통사적 차원의 상황이 다른 

것이어서 내포(connotationl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IV. 자료의 분석 

위의 가설에 근거하여 자료를 분석한다 분석의 자료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감정이입으로 설명한 한용(2000)의 자료를 채택하였다. 1, 2인칭의 경우 인칭 

소유대명사와 재귀 소유대명사를 분석하였다. 

32) 51 83꺼.11 woë na.1l bT。‘

32 ’) 51 83 꺼.11 CBOξ naJ1 bT。‘

1 took the implied subject ’s overcoat. whatever it may be. 
(한용 2000:160) 

(32)에서는 직시사로서 Moë가 사용되었다. 이 경우 MO강가 지시하는 화자가 

상황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TbI나 BbI가 지시하는 청자가 대화 가능 공간에 존 

재하고 있어야 한다. 반면 (32’)의 CBoë는 직시사가 아니므로 대화 상황이나 

지시 대상인 화자나 청자가 존재해야 할 필요는 없게 된다. 즉 문장 (32’)의 

CBoë는 시간과 공간， 화자와 정자의 제약을 받지 않는 지시 표현이 된다. 문 

장 (32)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발화의 시간은 대화가 이뤄지는 

공간에 서 의 바로 그 시 간이 어 야 한다. 문장 (32)에 서 의 Moë naJIbTO가 지 시 하 

는 대상은 [ +definite] 자질을 가지며， 화자에게 알려진 특별한 외투를 지시한 

다. 반면 (32’)에서 CBoë naJIbTO가 지시하는 대상은 [u definite] 자질을 가지 

며 주어 에 게 소속된 명 시 되 지 않은 외 투， 즉 ‘the implied subject ’ s overcoat, 

whatever it may be'를 의미하게 된다. 다음의 2인칭 명령형에서 주어가 명시 

되지 않은 경우를 보자. 

33) B03bMII TBOë naJ1bTO. 
네 외투를 가져가라， 

33') B03bMII CBoë na .1lbTO 
자기 외투를 가져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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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33)에서 TBoe의 지시대상은 대화 상황 속에서 존재하며 청자를 지시 

하게 된다. 이 경우에 화자와 정자가 존재해야 한다. (33')는 직시적인 경우가 

아니고 대용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선행사는 B3 j\ Tb동사의 주어가 된다. 또 청 

자가 대화 상황에 있을 펼요가 없다 또한 외투도 (33' )에서는 주어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u definiteJ 자질을 가지지만 22) (33)에서는 주어 TbI가 있음에도 

볼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TBoe에 의해서 정자의 현재 구체적 특정한 외투로 

[ +definiteJ한 의미를 지시하게 된다. 

34) ’ 끼10611Te Bamy >l<eHy 
당선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34') ]]I0611Te CBOIO >l< eHy. 

자기 아내룹 사랑하십시오， 

(34)의 Baw는 직시사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 표현이 지시하는 바는 

주어인 ‘BbI’가 아니라 대화 상황에서의 청자가 된다. 여기에서도 청자가 대화 

상황 속에서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반면 (34')에서는 대용사 

CBOIO가 지시하는 선행사는 청자가 아니라 JII06HTb 동사의 주어가 된다. 이런 

점에서 CBofí는 통사적인 차원에서 사용되며 인칭대명사는 언어 외적인 상황 

에 의해서 지시체가 결정되므로 화용적인 차원에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34')에서의 아내 CBOIO )j(eHy는 아내가 여러 명 있는 회교권 국가 사람 

경우에는 누구든지 당신의 아내이기만 하면 그가 누구이든지 사랑하라는 의 

미를 가질 수 있다. 즉 [u definiteJ 한 의미를 가진다‘ (34)에서 Bawy )j(eHy는 

[ +definiteJ한 현재의 아내， 화자도 알고 있는 청자의 특정한， 아내라고 알려진 

그 여자만을 지시하게 된다.갱) 

22) 문장 (33’)를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다중을 향하여 하게 되면 다 제각기 자기 
외투를 가져가라는 말이 된다 

23) 이와 관련하여 Honselaar< 1986‘ 243)도 비슷한 섣명을 하고 있다‘ 

) nepeßaHTe npllBeT Ba띠 ell >l<eHe 

ii) nepeßaHTe npHBeT CBoeH >l<eHe 

예문 (j)에서 BameH >l<eHe는 [ +definitel 한 한 여자를 지시하게 되고 (ji)에서는 선행 

사의 배우자 관계에 있는 일지 못하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것이어서 부적절하 

다고 한다. 즉 (iil의 의 미 가 ‘Give my love to your wife, whoever she may be’가 
된다는 젓이다 이것은 ‘당선의 아내 (Your wife)’라고 하는 대신에 ‘주어의 아내라 

고 추정되는 사람(the implied subject ’ s wife)’에게 안부룹 전하라는 뜻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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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01 ropoll, CTapblH rOpOIl, KaK a!I pallOCTb. 니TO TbI el뼈， yCTaJlblii, CYll\eCT

Byemb! 

나의 도시， 옛 도시， 큰 즐거움이여， 너는 아직 피곤하지만， 존재하고 

있구나1 

36) HaKOHe l\ JI HamëJl CBOH ,<aChl 

결국 나는 내 시계플 찾았다‘ 

(JlyroBcKoii et al 한용 2000:162 재인용) 

(35)에서 MOH ropOll는 직시사 표현이므로 화자와 청자가 대화가능 거리에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36)에서는 대용사 표현이므로 대화 상대자가 펼요 

한 것은 아니다. CB때는- Ha꺼깨의 주어를 지시하고 있을 뿐이다. (35)에서는 도 

시를 의인화해서， 청자로서 간주해서 말을 하고 있다. 대화 상대가 앞에 있다 

고 생각하고 또는 설제로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직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감 

정이입’이 있다거나 또는 ‘친근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다. (36)에서의 시계는 주어에게 소속된 시계로서 화자가 어떤 임의의 의도에 

의해 시계 자체에 대한 특정 개제를 명시하지 않은 [u definite]한 시계를 지 

시하는 것이 된다. (35)는 선행사를 펼요로 하지 않고 문장에서 독립된 성분 

으로 사용되고 있다. 당연히 [ +definite]한 도시를 지칭하는 것이다. 

37) CBO Jl pyõamKa ÕJlH*e K TeJly 

육친에 견줄 만한 것은 없다 

37') (y Ka*lloro) CBOJl py6alllKa 6J1H*e K TeJly. 

38) MOJl pyõamKa 6재*e K TeJly. 

내 셔츠가 옴에 더 가깝다 

38') (y MeHJI) CBOJl py6amKa 6J1H*e K TeJly 

(37)에서 CBOJl는 외형상 대용사가 아니다찌 선행사가 문장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휘화된 형태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37’)와 같은 

문장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37')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는 대용사 CB얘는 

것이다. 

24) 문장 (38)의 Moii는 직시사이므로 화자지시에 문제가 없지만 (37)의 CBoii는 대용사이 

기 때문에 선행사가 없으면 곤란하다. 그래서 (37')와 같은 형태를 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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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initeJ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속담에서처럼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누 

구 것이든지 상관하지 않는 임의의 한 셔츠를 지시하게 된다，25) (38)은 일정 

시간과 공간의 대화 상황에서 청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여 화자만을 지 

시하는 것이고 그 지시 대상도 [ +definiteJ한 것이 된다， (38')에서는 주체가 

되는 R에게 속한 [u definiteJ 한 임의의 셔츠를 지시하게 된다. 

39) R Mory ~aTb BaM NOH ~eHbrH 

저는 제 돈을 드릴 수 있어요 

39 ’) R Mory ~aTb BaM CBOH ~eHbrH ， 

저는 제 자선의 돈을 드릴 수 있어요. 

(39)에서의 MOH는 직시 표현으로서 대화 상황에서 화자를 지시하며， 청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39')에서는 [u definiteJ한 지시로서 돈이 있다 

면 그 돈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 되며， (39)에서는 현재 상황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 +definiteJ한 돈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40) BbI '!HTaeTe 3TH KHHrH KaK Ba.H, 

당신은 당선 책처덤 이 책갈을 읽고 있어요. 

41) BbI 바iTaeTe 3TH KHHrH KaK CBOH , 

당선(틀)은 자기가 갖고 있는 책처럼 이 책들을 읽고 있어요. 

40’) Bμ '!HTaeTe 3TH KHHrH KaK CBOH KHHrH 

41 ’ ) BbI '!HTaeTe 3TH KHHrH KaK Ba.H KHHrH , 

(40)에서는 Bam가 사용되었으므로 직시적인 2인칭 대명사로 청자를 지시한 

다. 이 것은 화자/청자가 존재하고 대화 상황이 란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인데 

반해서 (41)에서 CBOH의 선행사는 상황 속에서가 아니라 텍스트 속에서 존재 

한다， (40), (41)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쓰기를 한 (40') , (41')를 이해할 필 

요가 있다， (40')는 선행사 Bbl가 가지고 있는 [u definiteJ한 임의의 책처럼 그 

책을 읽는다는 것이고， (41 ’)는 청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 +definiteJ한 책처럼 

그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이다， (40')에서 만약 선행사 Bbl가 복수인 경우에는 

25) 속담에서는 [ -definiteJ한 자질로 인해서 개체와 유형의 의미가 소멸하고 속성의 
의미로 의미가 전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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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OH KHHrH는 BbI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을 쪼개서 분배적 의미를 가진 각 구성 

원의 [u definite]한 책들을 의미하게 된다. (41 ’)에서 청자가 복수인 경우라면 

Baum KHHrH는 청자가 되는 구성원들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여 그들이 가지 

고 있는 [ +definite]한 책들을 의미하게 된다. 

42) TbI, 1l~1l~ MaTBeìí, 3p~ 6빼 CBe1.!Ky He 뼈r - 3TO M。껴 CBe1.!Ka ... ~ e!! 3a 

YOH lleHbrH KynHR. 

마트베이 삼촌， 초룹 안 태웠으면 좋았어요. 이건 제 초예요 ... 제가 
제 돈을 주고 산 거예요 

42’) TbI, 1l~1l~ Ma TBeìí, 3 pJl 6bI C Be1.!Ky He 뼈r - 3TO MO~ CBe1.!Ka ... ~ e!! 3a 

CBOH lleHbrH KynHR. 

마트베이 삼촌， 초를 안 태웠으면 좋았어요. 이건 제 초예요 ... 제가 
가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lJexOB. 한용 2000:170 재 인용) 

(42)에서의 MOH는 직시적 표현이므로 화자를 지시한다. 당연히 청자가 존재 

하고 대화상황(시간， 장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반면 (42')에 

서의 CBOH는 직시적 표현이 아니므로 청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이 

런 해석에 근거하여 (42)와 (42’)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게 된다. (42)는 실시 

간에 대화를 하고 있는 말이다. 상대방은 이에 대해서 반응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 야기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친근한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 

다. 이것음 ‘감정이입’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다고 할 수 있다. (42')에서의 CBOH 

11eHbrH는 [u definiteJ한 것 음 지 시 하고 (42)의 MOH 11eHbrH는 [ +definite]한 돈 

을 지시한다. 여기에서 상대방을 책망하는 경우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톤으로 

산 것인데 네가 그걸 허비했느냐라는 의미로서 더 강한 책망의 의미를 가지 

게 된다. 

43) MbI HIl!!M B HU pOIlH얘 ropoll 

우리는 우리의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43') MbI H야M B CBoA pOIlHoìí ropoll 

우리는 각자의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43)의 HaUl는 직시사로서 화자를 지시한다. 당연히 청자가 대화 중 존재하 

고 대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43')의 CBO꺼는 대용사로서 H11TH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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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어 뻐I가 선행사가 된다. 직시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 상황과 청자와 화 

자가 펼요한 것은 아니다. 물론 (43' )에서 주어가 Mbl라는 직시사이기 때문에 

대화 상황이고 청자와 화자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모순되 

는 것이 아니다. 화자의 인식 속에서 주어는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대용사 

지시 표현은 직시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화성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43)에서 Ha피의 명사구는 [ +definiteJ한 유일한 도시를 지시한다. 반 

면에 (43')에서 CB얘의 병사구는 [u definiteJ한 도시를 지시한다. 선행사가 

CBO꺼를 결속하고 있지만 지시 내용은 완전 통일 복사를 하고 있지 않다. CBO I1 

에 와서 빠l는 MbI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 분할되어 구성원 각자의 고향을 지 

시하는 [u definiteJ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Yokoyama(980)나 Kuno(987)의 표현대로 ‘감정이입’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된다. 화자의 시각에서 동일시한다는 것도 이 경우에 

는 일관성 있게 들어맞지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정이입이나 화자의 친근 

한 태도를 발화에 반영했다고 하는 것은 화자의 지시대상에 대한 정보로부터 

가인한다고 보아야한다. 그것은 바로 한정성의 문제이다. 지시대상을 유형 

(type)으로서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유일한 개체 (token)로서 인지하고 있느 

냐 하는 것이 그 대상에 대한 친근감이나 동일시하는 감정적 효과까지 이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화자가 지시대상을 개체로서 인지하고 

있다고 해서 친근감이나 감정이입을 화자가 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이 

바로 (43), (43') 의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개체로서 인지하고 있다고 하여 친 

근한 감정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자세하게 꼭 찍어서 상대방의 약 

점을 드러내는 경우 오히려 적대적인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잘못 

을 지적하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지적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u definiteJõ}게- 지적하는 것이 지적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사려깊고 따 

뜻한 표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칭 소유대명사가 재귀 

소유대명사보다 더 ‘친근한 표현’ 또는 ‘감정이입된 표현’이라고 간주하는 주 

장들은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표현들은 감정적으로 중립적이며 

그 기본적인 대화 상황으로서의 직시성 문제와 한정성 문제로부터 각종의 감 

정적 의미 해석으로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 

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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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Mw rOBopHM CeHyaC C BaCHnHeM naBnOBHyeM 06 3TOM TBO용 .. CYMaweLUlleM. 

우리는 바실리 파블로비치와 이런 너의 미친 짓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Kynp뻐‘ 한용 2。이:174) 

(44)의 TBO깨는 대화 상황을 전제로 하는 직시사로서 청자를 지시한다. 청자 

가 일정한 대화 공간 속에서 듣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경우 

에는 구체적으로 청자의 미친 짓이라는 것을 [ +definite]한 것으로 밝히고 있 

기 때문에 청자에게 친근한 감정보다는 적대적인 감정을 증가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친근감， 감정이엽， 관점의 동일시라는 것은 해당되는 명사구의 핵인 

명사가 가지는 의미-화용적 평가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45) Y BOIKoro TBOit BKyC 

모든 사람이 너의 입맛을 가지고 있다 

45') Y BC!lKOrO CBOit BKyC 

모든 사람이 자기 입맛을 가지고 있다. 

(45)에서는 직시 표현 TBOI1를 사용함으로써 대화 상대방인 청자를 지시하고 

있다. 화자와 청자， 구체적 대화 상황이 존재하고 한정된 발화 시간과 공간을 

가지게 된다. 입맛도 [ +definite]한 자질을 가지는 특정한 입맛을 지시하게 된 

다. 반면에 (45’)에서의 CBOα는 직시 표현이 아니므로 CBO힌 선행사는 BC~KH까가 

지시하는 바가 된다. (45’)에서는 대화 상황일 펼요도 없고 청자가 있다는 것 

을 전제로 하는 발화 시간과 공간을 가지지 않븐다. 시간과 공간， 화자/청자에 

제한됨이 없이 적용되어지는 [←definite]한 보편성을 가지는 표현이기 때문에 

속담이나 일반적인 진리플 표현하는 말로 간주되는 것이다. 

46) BC!lKOMy oBomy CBoë BpeM!I 

모든 채소는 제 첼이 있다 

(46)의 CBoe도 대용사로서 BC~K때를 선행사로 갖는다. 여기에서도 직시사가 

없으므로 대화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당연히 청자가 있어야 함을 전제 

하지 않으며 한정된 발화 시간이나 공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직시사와는 

달리 시간과 공간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속담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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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He 3aõblBailTe, CbIHKII , MaTb 8a.y! 

아들들아， 너희들의 어머니를 잊지 마라! 

(roro.nb. 한용 2000:176 재 인용) 

47') He 3aõblBailTe , CbIHKII , MaTb CBOO! 

아들들이여， 자기 어머니플 잊지 마시오| 

(47)의 Bam는 직시사이므로 대화 상황이 전제된다. 당연히 청자는 대화 공 

간에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이 청자를 직시사는 지시하고 있다. (47’)는 

직시사가 아닌 대용사이므로 3a6bIBaTb의 주어를 지시하게 된다. 대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자가 실시간 대화 공간 속에 있어야 할 펼요는 

없다. 한정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타나는 직시 표현과는 달리 일반적인 진 

리를 담고 있는 격언이나 구호 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 (47')에서 CBOIO MaTb 

는 분배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u definiteJ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머니 

라고 인정될 그런 여자가 있다면 잊지 말라는 의미로서도 사용될 수 있다. 그 

러면 여기에서 이런 의미가 모두 사용되는지의 여부는 문맥에 의해서 결정되 

어진다. 반면에 (47)은 현재 당신들의 어머니라고 알려진， 내가 아는 [ +definiteJ 
한 어머니를 잊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물론 여기서는 통합적인 의미 

로서 전체 청자를 한 단위로 보아서 한 명의 유일한 어머니를 지시하는 것이 

된다. 

48) BbI싸lIITe 113 y3KOCTII Ba.eR lI11e 11 , ... He CJ1b1waJ1 HlltferO 11 CKa3aJ1 TII

XOMllpOB. 

당신의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세요， ... 아무 것도 듣지 않고 티호미 

로프는 말했다. 

(llOCToe8CKII꺼 한용 2이)0:177 재 인용) 

48') B뻐llllTe 113 y3KOCTII C80e꺼 IILIe 11 , ... He CJ1b1waJ1 HlltferO 11 CKa3aJ1 TII-

XOMllpOB 

자신의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시오， 아무 것도 듣지 않고 티호미 

로프는 말했다 

(48) 의 Bam는 직시사이므로 화자와 정자가 대화 공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한정된 대화 시간과 공간이 정해져 있는 것을 나타낸다. (48’)의 

CBOH는 직시사가 아니므로 대용사의 선행사는 BbI꺼TIl의 주어이며， 대화 상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정자가 있어야 함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48)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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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시간 청자가 가지고 있는 화자도 알고 있는 구체적인 [ +definite]한 사상을 

지시하는 것이다. (48’)의 CB051 Hlle51는 선행사인 Bbl가 가지고 있는 [u definite] 

한 사상을 지시한다. 여기에서도 선행사 Bbl가 복수라면 분배의 의미도 발생하 

게 되어 각자가 가지고 있는 [u definite]한 임의의 사상에서 벗어나라는 뜻이 

된다. 

49) 5eperHTecb, BepWHlJOB , He JlelJaHTe MeHJl BparOM Ba.HN. 

조심하세요， 베르쉴로프， 저를 당신의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nOCToeBCK뼈. 한용 2000:177 재인용) 

49') 5eperHTecb, BepWHlJOB , He JlelJaßTe MeHJl BparOM CBOHN. 

조심하시오， 베프쉴로프， 나플 자신의 적으로 만들지 마세요. 

(49)의 BalU는 직시사이므로 대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가 존재하며 한정된 

대화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BalU는 청자를 지시하는 직시 

사이기 때문이다. (49’)의 CBO인는 직시사가 아니므로 일정한 대화상황이 전제 

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호칭이 있어 대화상황 즉 청자와 화자가 대화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49')에서의 적은 [u definite]한 것이지만 (49)에 

서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 +definiteJ한 적 (the enemy)을 의미하게 된다. 

50) Tenepb 6lJarOC lJOBH, MaTb, JleTeH TBOHX. 

어머니여， 이제 그대의 아이들을 축복하시오. 

50') Tenepb õlJarOCJJOBH, MaTb , !leTell CBOHX. 

어머니여， 이제 자기 아이뜰을 축복하시오 

(rorOlJb. 한용 2000:177 재인용) 

(5이에서는 직시사 TBO니를 사용한다 일정한 대화 상황이 형성되어 화자와 

청자가 존재함을 전제하고 있다 (50')에서의 CBoìí는 직시사가 아니므로 대화 

상황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호칭이 있으므로 청자가 있음을 전제 

한다. 이것은 상호 모순이 아니라 직시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50’)에서는 만약 선행사인 Bbl에게 복수의 자녀들이 있다면 

[u definiteJ한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뜻이지만 (5이은 화자가 알고 있는， 청자 

의 [ +definiteJ한 자녀들을 축복하라는 의미가 된다. 여기에서 청자 자녀들에 

대한 정보의 한정성과 관련하여 화자가 청자에게 가질 수 있는 따뜻한 감정 

도 드러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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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TO, npaBna, He B03MOll<HO, CJJywaTb cpa3y TpH np뼈MH뻐a ， BblI<JIIO'IHTe 

Ba. , Bac lI<e npOClIT 

사실 한꺼번에 라디오 세 개를 동시에 들을 수는 없습니다. 제발 당 

신의 라디오룹 꺼 주세요. 

51 ’ ) 3TO. npasna. He S03MOll<HO. CJJywaTb cpa3y TpH npHëM배Ka ， BblI<JIIO'IHTe 

CBO껴， Bac lI<e npOCJl T 

사실 한꺼번에 라디오 세 개릅 동시에 들을 수는 없습니다. 제발 자 

기 라디오를 꺼 주세요‘ 

(COJJlI<eHHl뻐H ， rJJ, 4, 한용 2000:178 재인용) 

(51)의 Baw는 직시사이므로 화자와 청자가 일정한 대화 공간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Baw는 직시사이므로 BbIKJJlO'쩌Tb의 주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를 직시적으로 지시하는 것이다. 반면 (51 ’)의 CBoA는 대용사이므로 BbI

KJIIO'써Tb 동사의 주어를 선행사로서 지시한다. 청자를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청자나 대화 공간의 존재가 의무적이지 않다， (51 ’)에서 라디오는 [u definite] 

한 의미를 가지며 선행사가 복수로 구성된 경우이면 분배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 여러 사람이 있는 경우에 라디오를 꺼달라는 부탁을 하는 경우에 특정 

한 사람을 지적하지 않고 다중(多랬)에게 하는 말로서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 

(51)과 같이 [ +definiteJ 한 라디오를 가진 특정한 사람에게 꼬집어서 말하게 되 

면 그 지 적 받은 사람이 미 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51 ’)는 완곡한 명 령 

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52) lITO Te6e neJJaTb, Moii 써JJblii? 6Yllb '1eCTeH, HHKorlla He JJrH, He nOll<e

JJa꺼 llOMy 6JJHlI<HerO CBoero, OllHHM CJJOSOM. npO'lTH lleCJlTb 3anoselleii , 

애야 너는 어떻게 해야 하니? 정직하며， 속이지 말고， 어떤 집이든지 

네 이웃집을 탐내지 말고 한 마디로 십계명을 지켜라 

(nOCToeSCK때， 한용 2000:178 재 인용) 
52') 니TO Te6e lleJJaTb. Moii MHJJblii? 6yllb 앤CTeH ， HHKorlla He JJrH, He no*e

JJaii noMY 6JJH*Hero TBoero, OnHHM CJJOBOM, npO'lTH neCJlTb 3anoseneii, 

얘야 너는 어떻게 해야 하니? 정직하며， 속이지 말고， 네 이웃의 집 

을 탐내지 말고 한 마디로 십계명을 지켜라. 

(52)의 CBO때는 대용사로서 no*eJIaTb의 주어가 CBO때의 선행사가 된다. 구체 

적인 대화로서 청자가 펼요한 것은 아니다. 일정한 대화 시간과 장소가 전제 

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52)에서의 CBOH 명사구는 [u definite]한 이웃을 지시 



러시아어 1, 2먼칭에서 채귀 소유대명사와 인칭 소유대명사의 의미차이 157 

한다. 전후맥락을 제거하면 시대와 상황 공간을 초월한 진리로서 사용될 수도 

있는 말이다. (52')에서의 TBOìí는 직시사이므로 현재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 

재하는 [ +definitel한 이웃을 지칭한다. 그 것은 화자도 알고 있는 특정한 사람 

을 말하는 것이 된다. 

53) ... He MO :l<eTe :l<e BbI HeomymaTb B ceõe KpOBH CBOerO OTua? 

..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아버지의 피를 느끼지 못하십니까? 

(llocToeBcKHR. 한용 2000:179) 
53') ... He MO:l<eTe :l<e Bμ HeomymaTb B ceõe KpOBH Ba.ero oTua? 

.. 당신의 속에서 당선 아버지의 피뜰 못 느끼세요? 

(53)의 CBOη는 직시사가 아니라 대용사이므로 청자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 0삐삐aTb의 주어 Bbl를 지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화의 공간이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청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된 것이다. 선행사가 단수인 경우에 [u definitel를 지시 

하지만， 복수인 경우에 CBoìí는 분배 의마를 나타내며 [u definitel한 사람을 나 

타내게 된다. 반면에 (53’)에서는 정자의 [ +definitel한 아버지를 지시하게 된 

다. 

54) MbI Tenepb OTBe~aeM Ha.HW ~HTaTen~M. 

우리는 지금 우리 독자 여러분께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54 ’) ??Mw Tenepb OTBe~aeM CB。‘’“ ‘mTaTen껴M 

55) MbI oõpamaeMC~ K Ha.HW l써TaTen~M. 

우리는 우리 독자 여러분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55') ??MbI oõpamaeMC~ K CBOHN ~HTaTen~M. 

(54)의 Haw는 직시사이므로 청자와 화자가 대화 공간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존재하는 대화 공간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이어야 한 

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장소와 시간， 대화자가 대화 가능 거리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야 직시적 지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 

주 보고 있는 상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55)의 

Haw도 1인칭 직시사이므로 화자와 청자가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전제 

로 한다. 구체적인 대화 공간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5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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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합의 의미를 가진다. 신문사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가 된 우리’가 독자 

전체를 하나로 보는 현재의 구체적인 [ +definiteJ한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재귀 소유대명사 CBO낀가 사용된 (54') , (55’)는 신문사 구성원 

각자가 각각의 [u definiteJ한 독자에게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상대한다는 의미 

를 지니고 있으므로 부적절한 표현이 된다. 여기에서 시간적으로도 [u definite] 

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미래， 현재， 과거를 망라하는 독자를 의미하게 되 

어서 지금 앞에 놓고 대화하듯이 공손함을 보이고 싶은 친근한 독자에게 무 

엇을 전하는 입장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v. 결론 

인칭 소유대명사와 재귀 소유대명사의 의미 차이는 직시사와 대용사라는 

두 가지 상이한 차원의 지시 체계에 근거하여 해석되어져야 함을 보였다. 1, 

2인칭 대명사는 직시사로서 1 인칭 화자로 존재하고 2인칭은 청자로서 존재하 

며 대화 가능 공간에 가깝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그 공간에 존재 

하는 시간도 구체적 한정된 시간 안에 있어야 한다. 

재귀 소유대명사는 대용사이므로 직시사와 달리 화자， 정자의 존재가 필요 

한 것은 아니다. 대화 공간이 확보될 펼요도 없다. 대용사는 동사의 주체를 

지시할 뿐이다. 당연히 화자 청자의 상호성도 전제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인칭 소유대명사는 서로 마주 보고 직접 대화하는 표현 

이므로 친근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국어 화자들은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 

대용사는 대화 공간이나 청자와 화자와의 대화 공간 거리에서 마주 하고 있 

는 것도 아니며， 시간도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털 한정적’인 시간과 공 

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달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오로지 문장내의 선행사와 

의 통사적인 관계에 의해 지시되는 대용사는 친근한 감정이 배제된 중립적 

표현으로 모국어 화자들은 느끼게 되는 것이다. 

또한 CB얘를 포함하는 명사구는 [u definiteJ하지만 1, 2인칭 소유대명사를 

포함하는 명사구는 [ +definiteJ한 지시체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도 화자의 지시 

체에 대한 인지도에 있어서 유형보다는 개제로서 인지되는 경우， 감정적으로 

더 고조된 화자의 태도뜰 보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감정이입되는 방향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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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전후 맥락에 의해서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인 

방향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소유대명사 사용에서 직접지시와 간접지 

시 방법 중 어느 것을 화자가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하고자 하는 내포 

( connotation)의 성질에 따라서 결정되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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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QNe 

CeNaHTHQeCKOe pa3RHQHe Ne*ay 

B03BpaTHYN ßpHT~*aTeRbHYN NeCTOHNeHHeN 

H ßpHT~*aTeRbHYNH NeCTOHNeHH~NH 

l-oro , 2-oro RHua B pyCCKON ~3YKe 

AH 6힌H nxan 

UeJlblO llaHHoil paðoTbl ~B]UleTOI nOnblTKa oðb~CHeHH~ ceMaHTH'leCKOrO pa3J1H

'1H~ Mell<lIY npHT~lI<aTeJlbHblMH MeCTOHMeHH~MH l-oro, 2-oro J1Hua H B03BPaTHblM 

npHT~lI<aTeJlbHblM MeCTOHMeHHeM ‘CB。꺼’ B pyCCKOM ~3blKe. KaKHe 3Ha'leHH~ HMeeT 

MeCTOI’MeHH.lI ‘MO때’ HJlH ‘CBoil ’? KaKHMH yCJlOBH.lIMH OnpelleJl.lleTC.lI HX B피oop? 3TH 

BblðopbI MOll<HO paCCMOTpeTb Ha cJlellylOlIlHx npHMepaX: 

( i ) 51 B3 .l1J1 cBoë naJlbTO 

(ii) 51 B3~Jl Moë naJlbTo. 

( iii) 51 JIIOðJlIO C BOIO ll<eHy. 

( iv) 51 J1lOðJlIO MOIO ll<eHy. 

B IllKOJlbHOil rpaMMa THKe llaëTC.lI cJlellylOlIlee Oðb.llCHeHHe: B npHMepaX (i), (ii), 

‘CBoil’ ” ‘Moil’ HMeeT CHHOHHMH니Hoe 3HatJeHHe(nyJlbKHHa H IIp. 1977:128-129), a 

llpyrHe HCCJlellOBaTeJlH Oðb.ll CH.lI IOT, '1 TO OHH HMelOT CneUHaJlbHOe 3Ha'leHHe B HX 

ynoTpeðJleHI써(ne IllI<OBC I< HH 1956:162; Kuno 1987:262-266; Kuno et al. 1977; 

Yokoyama et al. 1978:249-269; Yokoyama 1980:657-722; HonseIlar 1986: 

235-248; Timberlake 1980a:776-796; 한용 2000:159-185; 김 정 일 19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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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H 06b~CHHnH 3TOT ~eHOMeHOH TepMHHaMH “Empathy"(Kuno 1987; Kuno et 

al. 1977; Yokoyama et al. 1978; 한용 200이， “Reference Conditions"(Tim

berlake 1980a), “Reflexivization"(Kuno 1987; Honsellar 1986). 06DleR OCHOBOR 

Bblwe yKa3aHHblX pa60T ~Bn~eTC~ TO, 4TO nH4Ho-npHT~:t<aTenbHble MeCTOHMeHH~ H 

B03BpaTHoe npHT~:t<aTenbHoe MeCTOHMeHHe CYDlecTByIDT Ha O~HOM ypoBHe. B ~aH

HoR pa60Te 06b~CH~eTC~ TO, 4TO npe~wecTByIDDlHe pa60Tμ HMeIDT npo6neMbI CMe

weHH~ ypoBHeR B 06b~CHeHHH BbI60pa MeCTOHMeHH~ ‘CBO꺼’ C nH4HblMH npHT~:t<a

TenbHbIMH MeCTOHMeHH~MH ， n03ToMy HX pa60TbI HMeIDT CTpyKTypHble npo6neM꾀 npH 

aHanH3e 3Toro $eHo아야H깨MeHa. B npe~WeCTByIDll써X pa60Tax 3TH ~Ba THna MeCTOHMe

HHfi paCCMaTpHBaIDTC~ KaK 0띠H THn MeCTOHMem때 ecnH ‘Empathy’ nO~Bn~eTC~ 

B Bblpa:t<eHHH, TO nH4Ho-npHT~ :t<aTe끼bHble MeCTOHMeHH~ BbI6HpaIDTC~ B Bblpa:t<eHI’H, 

a ecnH He nO~Bn~eTC~ ‘Empathy’, TO nO~Bn~eTC~ ~eHOMeH ‘Reflexivization’, T. 

e. Bμ6HpaeTC~ MeCTOHMeHHe ‘CBOH’. B naHHO꺼 pa60Te npo6neMa Bbl60pa pe띠aeTC~ 

cnenyIDDlHM 06pa30M: 06a BHna MeCTOHMeHHH OTnH4aIDTC~ ypOBH~MH - ‘MO때’ ” 
TBO다’ ~Bn~IDTC~ neHKTH4eCKHMH MeCTOHMeHH~MH ， a ‘CBO때’ ~Bn~eTC~ He ~efiKTH-

4eCKHM MeCTOHMeHHeM, a aHa~opl꺼eCKHM MeCTOH~‘eHH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