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반생과 지향의 이론적 형식으로서 

러시아 언어학의 흐름: 

마르주의 시기부터 현재까지* 

이 기 웅 •• 

소비에트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언어학의 흐름을 즉， 현대 

러시아 언어학사를 우리는 크게 마르주의의 시기， 구조주의의 시기， 그리 

고 구조주의 이후의 시기로 나누어서 정리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시기 

구분의 외적인 경계는 1950년 여름 마르주의의 급작스런 몰락의 경우를 제외 

하면 그다지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 구분은 각 해 

당 시기의 지배적인 경향을 말해줄 뿐이기에 거기서 지배적인 경향의 성립 

이전에 존재하던 새로운 이론적 모색들이나 열려진 가능성들 그리고 이전 시 

기에 형성된 전통들의 지속적인 영향이나 이행기의 중첩적인 양상들에 대한 

고려는 사상되기 쉽다. 따라서 우리의 시기 구분은 이 점에 세심한 주의를 기 

울일 필요가 있다. 그럴 수 있을 경우 우리의 구분 방식은 현대 러시아 언어 

학의 흐름에 관한 기존의 기술들보다 더 명료하게 그 흐름의 내재적， 외재적 

특성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령， 소비에트 언어학사에 관한 베레진(Berezin 1988; 2002)의 포괄적인 최 

근 연구들은 10년이나 20년을 단위로 하는 단순한 연대기적인 서술로서， 여기 

서는 개별 시기들마다 제기된 중요한 언어학적 과제들이나 관점들 및 이와 

대응되는 개별 언어학자들의 노력과 성과들을 정리해서 기술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확실히 이러한 서술은 소비에트 언어학의 흐름의 내적 특정들 

* 이 논문은 2003년도 학술진홍재단의 기초학문육성연구과제 (RJIF-2003-074-~1125) 

의 일부로서 연구되 었음. 

**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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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정 정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도움은 되지만， 보다 커다란 그리고 

통일적인 전체적인 조망을 결여하고 있다. 또한 소비에트 언어학의 흐름이 언 

어학의 국제적인 - 아마도 보다 보편적인 - 흐름과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는 

가에 관한 고려도 결여되어 있다. 우리의 생각으로 기존의 소비에트 언어학 

사의 서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소비에트 언어학과 구조주의 

의 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대 언어학 

의 가장 큰 특정은 구조주의의 등장에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고려와 기술 

이 현대 언어학사의 핵섬적인 부분을 이루기 때문이며 또한 이 점은 소비에 

트 언어학의 경우에도 - 그리고 현대 러시아 언어학의 경우에도 -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1) 한편， 집중적으로 마르주의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레르미뜨(L’ Herrnitte， 1987)나 알빠또프(Alpatov， 1991)의 저서는 소비에트 언 

어학사에서 마르주의가 차지하는 부분을 싫든 좋든 간에 단순히 지엽적인 것 

으로 치부해버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마르주의는 어떻게 보 

면 당시의 서구 언어학에 대한 잘못된 “소비에트적” 반응이라고도 볼 수 있 

는데， 표면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1950년 이전까지 소비에트 언어학을 특 

정짓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분위기였던 것이다. 어쨌든 이로 인해서， 러시아 언 

어학은 - 언어학 일반의 구조주의적 도약을 위해서 - 20세기 초에 도달할 수 

있었던 이론적 성과의 지속적인 발전이 한동안 가로막히게 되며，2) 또한 그 

후유증은 간헐적으로나마 1980년대 말까지도 지속된다.3) 

이렇듯， 마르주의， 구조주의， 그리고 구조주의 이후라는 세 개의 시기를 구 

분하는 것이 나름대로 근거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서 우리는 각 

시기마다 개별 언어학자들의 다양한 활동파 노력들이 어떻게 수렴되고 또 어 

떻게 차별화되는지 어느 정도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베레진 

에 의한 일련의 작업들에도 불구하고 현대 러시아 언어학의 역사 전체에 대 

한 체계적이고도 균형 잡힌 서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의 책임 

하에 편집된 3권짜리 논문집은 20세기의 대표적인 -그리고 이제는 고인이 된 

- 러시아 언어학자들의 활동과 업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 

1) 가령， 소비에트와 동유럽 언어학의 흐름을 소개하는 논문집 (Sebeok et aJ.(eds.) 
1963)에서 필자들은 1950년대 소비에트 언어학의 일반적인 경향을 구조주의로 보 

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2) 이기웅(2003a) ， pp. 239-246을 참조할 것. 
3) 알빠또프(1991)， p. 191 이하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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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로빈스(Robins 1979)의 지적대로， 언어학의 역사 

는 개별 학파들의 역사로 구성된다고 보기 어렵다. 개별 학파의 역사라는 것 

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외연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며， 단지 개별 연구자 

들의 활동의 어떤 수렴화 과정이나 분기화 과정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가령， 현대 러시아 언어학사에서 “빼쩨르부르그 언어학파 “모스크바 

언어학파" “비노그라도프 학파” 둥과 같은 것들이 그 좋은 예인데， 이러한 명 

칭들은 어떤 공동의 연구 프로그램 이론 혹은 방법론의 공유를 의미한다기 

보다는， 어떤 뛰어난 학자를 출발점으로 해서 그의 후속 세대 학자들이 보여 

주는 이론적 관점이나 연구 경향의 다소간 공통된 모습을 지칭하는 것일 뿐 

이다.5)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 음운론의 분야에서， 레닌그라드 학 

파와 모스크바 학파의 형성 및 양자간의 대립과 같은 것은 어쩌면 “엄격한” 

학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심지어 이러한 경 

우조차도， 이 두 학파에 속하는 개별 학자들의 연구 활동과 그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완충적인 혹은 중간적인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 가 

령， 우리는 아바네소프를 모스크바 음운론 학파의 창시자 중의 하나로 볼 수 

있지만6) ， 후기 아바네소프(A vanesov 1956)의 입장 및 이것을 채택하는 학자 

들의 연구들을 단순히 모스크바 학파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양대 

학파를 절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레(Halle 1963)는 이 

러한 입장을 “비정통적인 것”으로 보고 거기에 새로운 학파의 지위를 부여하 

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이러한 해결 방식은 여전히 학파 중심의 관점일 뿐이 

다. 그렇지만 위의 아바네소프(1956)의 경우에서 보듯 모든 연구들을 학파 중 

심의 관점에서 분류하고 재단할 수는 없는 법이다. 본질적으로 보다 중요한 

것은 개별 학자들의 활동을 그리고 개별 학파들의 입장과 성격 역시도， 해당 

시대나 시기의 지배적인 이론적 경향에 비추어보는 것일 것이다. 즉， 어느 한 

시대의， 혹은 어느 한 시기의 언어학적 흐름의 유의미한 특정들을 파악하려 

면， 첫째， 지배적인 이론적 경향의 형성과 지속에 관한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 

4) BereZÎn et aL(eds.)(2002-2003) Otcestvennye lingvisty XX veka, 1-3, Moskva: 

lnion RAN. 
5) 빼쩨르부르그 언어학파에 관해서는 이기웅(2003)을 참조할 것. 그리고 이들 학파에 

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 사전의 개별 항목들을 참조할 것 . Russkij jazyk 

Enciklopedija( 1997), Moskva. 
6) 아바네소프와 시도로프(Avanesov & Sidorov 1931; 1945)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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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며， 둘째， 그것에 대한 어떠한 주목할 만한 새로운 반성적 성찰들이 이 

루어지고 있으며 또 이것들이 어떠한 새로운 이론적 지향으로 귀결되는가를 

검토해야 하며， 셋째， 이러한 지향이 새로운 시대， 혹은 새로운 시기의 형성에 

어떠한 역사적 역할을 하게 되는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 가지 과제의 해결에 일차적인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는 

또한 각 시기의 전체적인 특징들이 반영하는 인식적 전제의 문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해명이야말로 러시아 언 

어학이 소비에트 시대에 겪었던 우여곡절들을 내재적인 방식으로， 즉 문제가 

되는 사건들과 논쟁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근거해서 과정적인 의미 

를 이해하고 이로부터 가치판단을 도출해내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 

기 때문이다. 단순히 외형적으로만 볼 때 소비에트 시대 언어학의 우여곡절 

로는 먼저 마르주의와 이에 반대하는 상이한 입장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1928-1932, 1950년의 논쟁들이 있으며， 이어서 구조주의와 맑스주의 관계에 

관한 1956-1959년의 논쟁 그리고 구조주의자들과 신(新)마르주의자들 사이에 

서 벌어지는 1965-1966. 1972-1974년의 논쟁들이 있다，7) 그리고 이러한 논쟁 

들에 있어서 최종적인 심판자는 물론 당과 관료들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이러 

한 외형적인 모습만을 염두에 둘 경우 우리는 러시아 언어학이 소비에트 시 

대에도 여전히 유지하는 내재적인 동력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단지 전체주의화 

된 소비에트 체제 안에서 그것이 희화화되는 모습만을 보게 되는 위험으로 

빠져들어 갈 것이다. 그렇지만 이와는 반대로， 논쟁과 대립을 구성하는 입장 

들의 상이한 인식적 전제를 고려할 경우， 우리는 한 학문이 특정한 역사적 상 

황에서 자신의 사회적 존립 근거의 정당한 객관적 토대를 모색하고자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식적 전제란 학문이 자신의 영역 밖에서 

오는 존재와 현상의 흐름에 대해서 스스로 객관화를 하기 위한 자기 내부의 

토대를 필연적으로 정 립하고자 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러시아 언어학이 소비에트 시대에 겪게 되는 굴곡의 비극성은 인식적 

전제에 관한 내부적 충돌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이 데올로기 차원에 

서 이미 폐쇄적인 전일적 정당성을 확보한 정치권력과의 8) 긴장 관계 속에서 

7) 이러한 논쟁들의 개괄적인 내용은 레르미뜨(1쨌 1됐; 1æ7), 브루헤-슐츠(Bruche-S마비Z 

1ffi4), 알빠또프(lffil)， 반 헬멘(Van 1힘den 1!!l3; 1-129) 둥을 참조할 것. 
8) 소비에트 시대 정치권력의 폐쇄적인 전일적 성격에 관한 비판적인 분석으로는 이 

기웅(1997)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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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된다는 데 있다. 그렇지만 비극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만은 아니다. 학문이 스스로 인식적 전제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 성찰을 계속해나가는 한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보편성은 결코 이데올 

로기화되거나 이데올로기에 의해 부서지지 않으며， 오히려 비판적인 기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되었던 것이다. 

2. 마르주의 시기 

2. 1. 마르주의의 성립 

아마도 20세기 러시아의 언어학자들 중에서 마르(N. Ja. Marr)만큼 그 영광 
과 몰락이 극명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1929년 무렵 “단일 지도(edinonacalie)" 

의 원칙에 따라 학문의 전 분야가 재조직되는 와중에， 그는 자신의 “신언어학설 

(novoe ucenie 0 jazyke)"과 더불어 언어학 분야를 책임지는 “지도자(nacal ’ nik)" 

로 급부상했으며， 1934년 그의 사망 이후에도 마르주의는 후계자 메쉬차니노 

프(1. 1. Mescaninov)에 의해서 언어학의 지도 이론으로 계승된다. 그렇지만 

마르주의의 지도적인 지위는 1950년 당 기관지 『쁘라브다』에서의 공식적인 

일련의 논쟁들0950. 5. 9. - 1950. 7. 4.)을 통해서 급작스런 몰락을 겪게 된 

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잘 반영하듯이， 1950년 5월 이전에 간행된 마트와 

마르주의에 관한 엄청난 양의 문헌들은 전기적 성격이나 선전적인 성격을 띠 

고 있는 반면， 그 이후 1950년대 중반까지의 문헌들은 비판적인 성격의 것들 

이다. 이어서 마르나 마르주의는 급격히 관심 밖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는 20세기 러시아의 대표적인 언어학자들 명단에서도 삭제되고 있다.9) 

그렇다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독자적이면서도 국제적인 수준 

의 전통을 확립할 수 있었던 러시아 언어학은 어떻게 해서 마르의 학설에 압 

도당하게 되 었을까? 사실， 마르는 인도유럽 어 에 비 인도유럽 어 - “야뱃어 

(Jafeticeskie jazyki)" lO) - 기층들(substrata) 이 존재한다는 자신의 가설을 

1899년부터 수시로 주장했지만 192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외 학자들로부 

9) 베레진 외 편 (2002-2003)을 볼 것. 
10) 이 명칭은 구약성서에 나오는 노아의 셋째 아들의 이름 야뱃(jafet)에서 따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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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거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11) 그렇지만 당시의 역사비교 언어학은 - 오늘날 

에도 마찬가지지만 - 인도유럽어 지역 내에서 산발적으로 발견되는 비인도유 

럽어들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러한 언어들은 학문적으로 주된 관심의 밖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르는 어떠한 진지한 비판이나 반박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가설을 꾸준히 

확장해나갈 수 있었다. 처음에 비인도유럽어인 그루지야어와 인도유럽어인 아 

르메니아역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의 설명을 위해 착안된 그의 가셜은 그 적 

용범위를 까프까즈 지역의 여러 민족의 언어들 및 바스크어， 인도 남부의 드 

라비다어 등으로 꾸준히 확장된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 작업과 더불어， 1920 

년대에 들어서면서 마르는 비록 국제 언어학계에서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국내에서는 자신의 가설을 이론화하고， 학설화할 수 있게 된다. 1921년에는 

학술원 산하에 당시로는 언어학 관련의 유일한 연구소인 “야뱃어 연구소 

(Jafeticeskij institut)"를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저명한 언어학자들 및 다른 

분야의 인문학자들을 끌어들이려고 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그의 이론과 학 

설에 동조한 사람은 그의 옛 제자 메쉬차니노프나 몇몇 젊은 학자들밖에는 

없었다. 반면， 다양한 생각들과 혁신적인 시도들이 활발하게 펼쳐지던 1920년 

대 전반 러시아의 지적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인도유럽어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기존의 정설을 부인하는 그의 이론과 연구소는 - 당시에는 대학생이었 

던 - 아바예프(V. 1. Abaev) 같은 젊은이들에게는 인기가 있었다 12) 더구나 

마르의 학설은 개별적인 언어 사실들의 엄밀하고도 실증적인 비교에 근거해 

서 언어간의 친족관계를 입증하고 있는 - “서구 부르주아 사회의 역사 언 

어학의 연구가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주제들을 문제틀의 중심에 부각시 

켰기 때문에 일견 소비에트 이데올로기와 잘 부합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임이 

틀림없다. 이 덕택에 “야뱃어 연구소”는 1925년부터는 당시 교육 인민위원이 

었던 루나차르스끼(A. V. Lunacarskij) 같은 당과 정부의 고위층들로부터 실 
질적인 도움도 많이 받게 된다.13) 

이처럼， 최초에는 가설의 형태로 제시되었던 “야뱃어”의 존재는 차츰 이론 

화 과정을 더해감에 따라 마치 구약의 야뱃처럼 신화적 실체가 된다. 1920년 

마르는 최초의 포괄적인 이론의 수립을 통해서， 지중해 지역 전체에 걸쳐서 

11) 알빠또프(1991) ， pp. 16-24 참조. 
12) 같은 책 , pp. 28-31 참조. 
13) 같은 책 , pp. 80-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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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거주한 사람들은 야뱃어 부족들로서 여기에 인도유럽어 부족들이나 

셈어 부족들이 이주해오면서 언어의 “교차(skrescenie)"가 일어나며， 마찬가지 

로 야뱃어들 또한 부족들의 이주를 통해서 확산되어 나갔다는 주장을 펼친 

다.14) 그리고 이로부터 그는 1922년 무렵에는 “야뱃어”가 세계의 모든 언어들 

의 토대가 되는 시원어(始原語， Ursprache, prajazyl이라는 견해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1923년 11월 21 일 과학 아카데미에서의 짧은 발표 

를 통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예도 제시하지 않은 채로 단숨에 인도유럽어의 

기원과 역사에 관한 기존의 정설을 뒤집어버리면서， ‘인종적으로 별개인 인도 

유럽어족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일한 시원어라는 것은 한갓 과학적 허구로서， 

최초에는 하나가 아니라 다수의 부족어들이 있었다’는 테제를 내세운다.15) 이 

로써 언어학의 “신기원”을 이룩한 마르의 독단적인 신언어학설은 이제 1920 
년대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언어의 기원과 발전에 대한 허구적인 사변과 맑 

스주의의 피상적인 형태를 결합시키기 시작한다. 가령， 그중 대표적인 것이 

다음과 같은 언어 4원소론과 언어 발전의 단계론일 것이다. 

최초의 언어 형태는 손짓과 몽짓 언어였으며， 여기에 음성적인 말의 출현은 

혁명적 변화였다. 그런데 인간의 최초의 음성적인 말들은 주술적인 수단이었 

으며， 이것들은 고작해야 “s떠" “ber" , “jon", “ro5”라는 4개의 음절적 요소들 

로 구성되었다. 이 음절적 요소들은 지중해 지역의 부족들의 명칭들로부터 재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원시적인 이 4원소는 최초의 언어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요소였으며， 다소간 변형된 형태로 오늘날의 모든 언어들 속에도 여 

전히 발견된다. 그리고 최초의 언어들은 음성적， 의미적， 문법적으로 일정한 

단계를 따라서 발전해왔는데 이러한 각각의 발전 단계는 사회의 발전 단계와 

조응한다. 언어는 예술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상부구조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 

이다. 따라서 계급적이지 않은 언어가 없으며， 따라서 계급적이지 않은 사고 

도 없다. 동일한 민족의 경우에도 상이한 계급들을 초월하는 민족 공통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이한 계급적 언어들 사이의 교차만이 있을 뿐이며， 

이러한 교차들을 반영하는 어떤 공통어 역시도 계급적인 언어인 것이다. 그리 

고 동일한 사회구조를 갖는 나라들의 동일한 계급의 언어들 사이의 유형적 

유사성은 동일 민족 내의 상이한 계급들의 언어들 사이에서보다 더 크다. 이 

렇게 놓고 볼 때， 결국 모든 상이한 언어들은 인류가 공산주의 사회로 발전해 

14) 앞의 책， pp. 26-27, 반 헬덴(1993) ， p. 18 참조. 
15) 알빠또프(1991)， p. 31 참조. 



200 러시아연구 제 15권 제 1 호 

감에 따라， 궁극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유형의 언어로 귀착될 것이다 16) 

이상과 같은 마르의 신언어학설의 핵심은， 비록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터무 

니없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당시의 역사적 맥락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그럴 

듯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 우선 우리가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 

처럼， 인도유럽어들의 비교 연구를 토대로 해서 성립된 언어의 역사적 기원과 

분화에 관한 기존의 이론의 가설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 언어의 기원이나 시 

원어의 설.정에 관한 - 비인도유럽어들의 비교 연구에 기초하는 전혀 새로운 

가설이 대담하고도 혁신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언어 발전의 단계론은 

언어 발전은 사회 발전을 반영한다는 당시에 만연된 - 그리고 제국주의적이 

기도 한 - 일반적인 생각의 급진적인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끝으로， 담론이 

나 이데올로기의 표현으로서의 언어는 상부 구조의 현상으로 볼 수도 있으며， 

사회언어학적으로 계급적인 현상들이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내 

용상의 이러한 “그럴듯함”은 가령 언어 4원소론에서 보듯 확실히 그 실증적 

근거의 빈약함이 두드러지며， 그 논지들은 너무나 전일적이고도 강한 방식으 

로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마르의 신언어학설은 당시의 국제 언어학계에서 전 

혀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17) 요컨대， 자신의 새롭고도 강렬한 학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제안자인 마르의 몫이었지， 

서구의 언어학자들이 따로 과학적으로 혹은 실증적으로 큰거를 제시해가면서 

반박하는 수고를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러시아 국내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권위 있는” 아카데미 정회원이 강력한，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대중적으로도 흡입력이 있는 학설을 제기하고 있는 이상， 그것 

을 비판하고 반박한다는 것은 비과학성을 입증해주는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 

들의 제시를 통해서 다른 학자들의 동의까지도 얻어내야 하는 번거롭고도 힘 

든 노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던 것이다. 1920년대에 러시아에서 마르의 “야 

뱃어 가설”이 이론화되고 독단적인 학설이 되어가는 과정 동안 거의 대부분 

의 언어학자들이 무관심하거나 단지 적대적인 침묵만을 보냈던 것은 아마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지배적이 되면， 혁신적이고 강렬한 

독단적 학설이란 언제나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 법이다. 

16) 알빠또프(991)， pp. 35-41 , 반 헬댄(993) ， pp. 19-26 참조. 
17) 마르의 학설에 대한 당시 국제 언어학계의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반응들에 대해서 
는 뿔리바노프0991: 617) , 레르미뜨(1969: 6-7) 둥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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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최초의 논쟁틀 

이렇듯 전통적인 역사비교 언어학에 뿌리를 둔 대표적인 학자들이 마르주 

의가 소비에트 언어학을 지배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1928-29년까지도 거의 

침묵하고 있었다면，18) 그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그리고 공식적인 비판들은 

역설적이게도 1928-1932년 사이에 맑스주의에 입각해서 언어학의 새로운 방 

향을 진지하게 모색하던 학자들로부터 나온다. 이러한 초기의 논쟁들의 주역 

은 뿔리바노프(E. D. Polivanov)와 그리고 이어서 젊은 언어학자들의 그룹 

“야즈이끄프론뜨(Jazykfront)"였다. 

가히 천재적인 언어 능력을 지닌 뛰어난 언어학자였으며 또한 활동적인 맑 

스주의자였던 뿔리바노프가 공개적으로 마르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때인 

1927-1929년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위기의 시점이었다. 즉， 이 시기는 정치적 

으로 스탈린주의 체제가 확립되면서 각각의 해당 조직의 지휘와 책임은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는 “단일 지도”의 원칙이 정치， 경제의 분야를 넘어서 사회 

의 전 분야에 도입되는 때였다. 이러한 때에 뿔리바노프는 자신이 어문학부의 

책임자로 있던 “러시아 사회과학 학술연구소 연합(RANION， Rossijs때la 

Associacija Nauéno-iss!edovate!'skix Institutov ObSéestvennyx Nauk)"에 서 

1927-1928년에 마르주의에 대해 일련의 비판적인 견해들을 발표했으며， 이것 

은 따라서 필연적으로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공공연한 비판은 결국 1929년 2월 “공산주의 대학(Kommunisticeskaja 

삶mdemija)"의 “유물론적 언어학 분과(Podsekcija materialisticeskoj lingvistiki)" 

에서의 격렬한 논쟁을 통해서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게 된다 19) 같은 해에 그 

는 “라니온(RANION)"에서 축출당한 채， 어쩔 수 없이 연구와 교육 활동의 

지속을 위해 중앙아시아로 떠날 수밖에 없게 된다. 반면， 마르는 1929년부터 

그리고 사망하는 1935년까지 - 언어학의 분야의 단일한 “책임자”가 되며， 

언어학의 분야 역시도 “뿔리바노프-논쟁”의 종결을 계기로 전체주의화한다. 

스탈린은 1930년 제 16차 “전소연방 공산당(VKP(b))" 대회에서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승리하는 시기에 L..J 민족어들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단일한 공통 

18) 이들 중 마르주의에 대해서 비록 몇 문장에 그치는 아주 짤막한 비판적인 지적이나 
마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비노꾸르(G. O. Vinokur)와 빼쩨르손(M. N. Peterson) 
정도였다. 알빠또프(1991)， pp. 48-49, 79-80 참조 

19) 당시 논쟁의 기록은 뿔리바노프(1991: 507-621)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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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합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마르의 테제를 두 번씩이나 반복한다.때) 이후 

마르주의자들은 뿔리바노프가 1931년에 간신히 출판할 수 있었던 대중적 학 

술서 w맑스주의 언어학을 위하여 (Za marksistskoe jazykoznanie).ll까지도 역설 

적이게도 “부르주아 과학의 옹호”라고 매도하면서 그를 공식적으로 매장시키 

려 한다. 끝내 뿔리바노프는 1937년 8월 1 일 끼르기즈의 프룬제 (Frunze)에서 

체포되어서 21) 모스크바의 루반까(Lubja따‘a) 형무소로 압송되며， 1938년 1월 

25일 비 극적 최 후를 맞는다. 

이러한 몇몇 역사적 사실들과 더불어 논쟁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뿔리바 

노프의 비판의 동기는 언어학의 과학성의 옹호와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으 

로서 맑스주의 언어학의 정 립에 있었다.22) 그는 기존의 역사비교 언어학이 객 

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해서 증명한 성과들은 받아들여야 하며， 거기에， 마치 

자연의 역사에 관한 과학과도 같은 접근 방식에 부족한 점， 즉 사회과학적인 

내용들을 보완하는 것이 언어학의 핵심적 당면 과제 중의 하나라고 보았다. 

이러한 시각에서， 뿔리바노프는 마르의 “야뱃어 이론”이 내세우는 대부분의 

사회과학적인 주장들이나 유물론적 주장들이 객관적인 사실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채， 한낱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부정확한， 허구적인 것들임을 상세하고 

밝히고 비판한다. 따라서 맑스주의 언어학이 믿음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하는 

과학인 한， 선언어학셜은 결코 맑스주의 언어학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것이 맑스주의 언어학인가? 뿔리바노프에 반대하 

는 “절대 다수”의 입장이 제기하는 이러한 반박성 질문에 대해서， 그는 맑스 

주의 언어학의 완성된 이론의 확립이란 앞으로의 과제라는 단서와 더불어 다 

음과 같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다. 언어는 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존재하 

는 음성기호 체계들의 통일성으로서 이러한 동일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해당 

집단의 협동적 노동 활동에 있다. 따라서 언어는 노동 활동으로서， 그러나 노 

20) 알빠또프(1991)， pp. 93-94 참조. 
21) 체포된 날짜에 대해서는 1937년 3월에서 11월을 사이에 두고 문헌들에 따라 차이 

가 나지만， 알빠또프(1991: 113)에 의하면 정확한 날짜는 8월 1일이다. 

22) 이와는 달리， 가령 기르케와 야흐노프(Girke & Jachnow 1974: 54)는 “자리다툼”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비극적 최후를 맞기 전까지 뿔리바노프가 보인 

불굴의 학문적 역정을 보면， 그러한 견해는 부수적으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뿔리 

바노프의 생애와 활동에 관해서는， 레온쩨예프 외 (Lenot’ev et 머， 1968), 라르체프 
(Larcev 1988), 알빠또프(2001; 2002), 아쉬 닌과 알빠또프(Asnin & Alpatov 1997) 
둥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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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 노동 활동의 언어로서 연구되어야 한다. 이렇게 놓 

고 볼 때， 언어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하부구조에 조응되는 상부구조가 아니 

라， 양자 모두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언어의 차별화는 단순히 계급적인 것 

이 아니라， 계층， 지역， 민족 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 변화는 하부구조나 경제구조의 변화와 직접적인 대응관계가 성립하기 

힘들며， 주어진 언어 사실들 또한 이 점을 입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언어 변 

화와 사회 경제적 변화 사이의 유형적 관계들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은 

앞으로 맑스주의 언어학의 주요한 과제 중의 하나일 것이다.정) 

사실， 맑스주의 언어학에 대한 뿔리바노프의 이와 같은 사실적인 주장은 이 

미 교조화된 마르의 “유물론적 언어학”이라는 생경한 학설에 맞설 수 있는 

효율적인 논쟁 수단이 될 수는 없었다. 그보다는， 명확히 정식화되거나 혹은 

또 다른 교조화된 형태로서의 맑스주의 언어학을 통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스탈린주의에 보다 가깝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했겠지만， 이러한 것이야말로 

뿔리바노프에게는 과학으로서의 언어학， 그리고 과학으로서의 맑스주의 언어 

학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두말할 나위 없이， 이후의 역 

사적 사실은 그의 입장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해주고 있다. 

뿔리바노프에 의한 논쟁이 개인적인 시도였다면， 그것이 종결된 다음 해인 

1930년 9월 15일 다닐로프(G. K. Danilov) , 롬쩨프(T. P. Lomtev) , 꾸즈네초프 

(P. S. Kuznecov) 등을 주축으로 하는 일단의 젊은 언어학자들은 그룹 “야즈 

이끄프론뜨”의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이번에는 집단적으로 마르주의의 비판을 

시도한다. 그리고 1930년 10월 -12월에는 이들 역시도 “공산주의 대학”의 동일 

한 분과에서 공개적인 토론을 조직한다. 뿔리바노프의 경우와 달리， 이들은 

정치적으로 당내 중앙위원회 노동자들 사이의 지지를 기반으로 집단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에， 논쟁은 마치 무숭부처럼 끝난다. 이들은 이어서 1931년에는 

자신들의 연구소를 만들며， 비록 창간호로 끝나게 되지만 『혁명과 언어 

(Revolucija jazyka).JJ라는 잡지도 간행하고 소책자들도 활발하게 출판하는 

활동을 펼친다. 그렇지만 1932년 이들의 그룹도 “고위층 어딘가에서의 판단에 

23) 언어 변화의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에 대한 뿔리바노프의 생각은 그의 다음 
논문들을 참조할 것 "Faktory foneticeskoj èv이jucii jazyka kak trudovogo 
processa," 1928; "Gde lezat priCiny jazykovoj èvoljucii?" (1931)(뿔리 바노프 1968: 
57-89에 재수록). 그리고 이에 대한 간단한 요약으로는 이기웅(2003b: 36-37)을 참 

조할 것. 



204 러시아연구 쩨 15권 재 1 호 

의해 (gde-to v vysokix instancijax)"24) 해체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마르주의자들의 박해는 이제 그 한계를 넘어서， 마르주의에 비동조적인 언어 

학자들 전체를 겨냥하기 시작한다. 가령， 1932년에 출판된 『언어학 내의 부르 

주아 유해 사상에 맞서 (Protiv burzuaznoj kontrabandy v jazykoznanii)dJ라는 

제목의 논집은 “야즈이끄프론뜨”를 주된 공격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그 이외 

에 뿔리바노프， 빼쉬꼬프스끼(A. M. Peskovskij) , 쉬체르바(L. V. Scerba) , 우 

샤꼬프m .. N. US머mv) ， 비노꾸르， 두르노보(N. N. Dumovo)등 거의 모든 대표 

적인 언어학자들을 닥인찍고 있다.껑) 아마도 이것은 1933년 말-1934년 초에 

다가올 언어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 사건 - “슬라브학자들 사건(delo 

slavistov)"26) - 의 어두운 전조였을 것이다. 

마르주의와 마찬가지로 “야즈이끄프론뜨”도 인도유럽어 역사비교 언어학을 

부르주아 학문이며， 맑스주의의 적이라고 공격했다. 따라서 뿔리바노프 역시 

도 이들에게는 비판의 대상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마 

르주의의 중요한 주장들을， 즉 언어 유물론， 언어 상부구조설， 언어 계급론 둥 

을 거의 다 수용하고 있었다.강) 그렇지만 이들은 언어 4원소론， 고대 언어 상 

태에 대한 사변적 고찰， 언어 변화와 경제 변화의 직접적 상관관계 등과 같은 

마르주의의 비현실적인 부분들을 비판하면서， 언어학은 현대어들의 연구를 통 

해서 현실성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들의 입장은 현대어의 문화 

적， 방언적， 계급적 연구라는 관점에 입각해서 마르주의의 이데올로기와 뿔리 

바노프의 사실적 방법론을 절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요약될 수 있을 것이 

다. 

이상의 두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러시아 언어학의 -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경우 역시도 - 스탈린주의적인 이탈의 본질적 요인 중의 하나를 파악할 수 

있다. 요컨대， 러시아 언어학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자체적인 학문 

적 독자성과 전통을 확립할 수는 있었지만， 자신의 인식적 토대와 근거에 대 

한 확고한 내부적 검증 기준의 미비로 인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너무도 손쉽게 이데올로기의 공세에 무력화되어 버렸던 것이다. 그 

리고 이 때문에 아무리 과학적인 주장이나 맑스주의에 보다 충실한 입장도 

24) 꾸즈네초프(1967: 424). 알빠또프(1991: 99)에서 재인용. 

24) 이상의 내용은 전적으로 알빠또프(1991: 95-102)에 의거한 것임 

26) 이 사건에 대해서는 아쉬닌과 알빠또프(1994) ， 베레진 (2002: 9-10) 등을 참조할 것. 
27) 알빠또프(1991: 96), 반 헬 덴(1993: 28-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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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으로는 마르주의의 이탈에 대한 타당한 대안으로 간주될 수 없었던 것 

이다. 이 점은 내재적 보편성과 자율성에 근거하는 수학이나 물리학과 같은 

분야의 경우는 부르주아 학문의 취급을 받으면서도 내부적으로 결속된 반항 

을 통해서 변증법적 유물론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했던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 

면서， 언어학 그리고 나아가서는 인문학 일반이 자칫하면 지배 이데올로기에 

손쉽게 빠져들 수 있는 약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3. 전통의 보이지 않는 지속 

그렇지만 마르주의의 시기에도 위와 같은 논쟁들과 더불어 반드시 이데올로 

기화된 획일적인 연구들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뽀쩨브냐(A A Potebnja), 

포르뚜나또프(F. F. Fortunatov) , 보두앵 드 꾸르뜨네(Baudouin de Courtenay) 

등으로부터 형성된 러시아 언어학의 전통들은 마르주의의 소란스러움 아래서 

도 주로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를 양대 축으로 해서 면면히 이어져간다. 모스크 

바를 중심으로는， 두르노보(N. N. Dumovo) , 비노꾸르， 일린스끼 (G. A 11’inskij), 

빼쩨르손 등이 포르뚜나또프와 샤흐마또프(A. A. Saxmatov)로부터 비롯되는 

“모스크바 언어학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또한 이러한 전통을 뽀쩨 

브냐와 같은 다른 전통들과의 종합을 시도하던 빼쉬꼬프스끼， “까잔 언어학 

파"28)의 영향을 받은 셀리쉬체프(A. M. Seliscev) 및 소수 민족 언어들의 문 

자화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야꼬블레프(N. F. Jakovlev)가 있었다. 레닌그라드 

를 중심으로는， 보두앵 드 꾸르뜨네로부터 출발하는 “빼쩨르부르그 언어학파” 

의 쉬체르바와 뿔리바노프 등과 샤흐마또프의 영향을 받은 오브노르스끼 (S. 

P. Obnorskij)가 있었다.29) 

전체적으로， 이들의 연구는 마르주의에 협력을 마다하지 않았던 야꼬블레 

프를 제외하고는 • 적대적이거나 침묵한 채， 이전 시기 러시아 언어학의 고 

유한 전통을 역사 언어학， 방언학， 문법론， 음성학과 음운론 둥의 분야에서 보 

다 풍부한 내용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물론 마르주의가 절대적인 지배를 행사 

하고 있던 1930-1940년대에는 슬라브어 역사비교 언어학은 어쩔 수 없이 쇠 

28) 까잔 대학교 시기의 보두앵 드 꾸르뜨네에 의해 형성된 까잔 학파에 대해서는 야 
롭슨의 1960년 논문(J왜obson 1971: 394-428)을 참조할 것. 

29) 이들 각자의 연구 활동과 업적에 관한 상세한 정보들은 베레진 외 편 (2002-2003) 

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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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 좋은 예가 아마도 “뿔리바노프-논쟁”에서 유일하게 

뿔리바노프를 옹호했던 일린스끼에 관한 참담한 에피소드일 것이다. 슬라브어 

비교문법에 관한 그의 저작의 활자 판형이 출판 직전에 취소되어 해체당한 

것이다.떼) 또한 단어의 의미와 용례에 대한 마르주의자들의 무리한 이데올로 

기적인 재단으로 인해서 러시아어 어휘론의 분야도 어쩔 수 없이 후퇴하게 

된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1891년에 시작된 과학 아카데미의 대 

사전 편찬· 사업이 1937년에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사정일 

것이다.31) 이러한 우여곡절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언어학자 

들의 연구는 비노그라도프(V. V. Vinogradov), 아바네소프， 시도로프(V. N. 

Sidorov) , 꾸즈네초프(P. S. Kuznecov) , 레포르마츠끼(A. A. Reforrnatskij) , 진 

데르(L. R. Zinder), 그보즈제프(A. N. Gvozdev) 등과 같은 다음 세대 학자들 

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모스크바 언어학파”의 전통을 이어받 

은 아바네소프와 시도로프(1930; 1945)는 야꼬블레프(1928)에서 제시된 음운의 

개념을 발전시켜서， 형태음운론적 관점에 근거하는 “모스크바 음운론 학파”의 

이론을 정립한다. 이와 유사하게 변별적인 최소 음성 단위에 관한 쉬체르바 

(1912; 1937; 1944)의 지속적인 생각은 “레닌그라드 음운론 학파”의 출발점이 

되며， 진데르(1948) ， 그보즈제프(1949) 둥이 그의 관점을 보다 확장시켜서 체 

계화함으로써 프라그 학파의 기능주의적 구조주의 음운론과 유사한 방식의 

이론을 확립한다. 한편 비노그라도프(1934; 1935; 1941; 1947)는 기존의 학파 

적 관점들을 새롭게 독자적으로 종합하면서 러시아어사， 문법론， 문체론 둥에 

서 주목받는 연구 내용들을 발표한다. 특히 러시아어 형태론과 문법론에 관한 

그의 방대한 저서 『러시아어 (Russkij jazyk) dJ (1947)의 경우， 마르주의자들로 

부터 예상되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는 기존의 러시아 언어학의 전통 

들뿐만 아니라 서유럽 언어학의 다양한 관점들도 폭넓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 

의 이러한 활발한 활동은 장차 하나의 새로운 독자적인 학파의 형성을 예감 

시켜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마르주의의 시기에도 - 역사비교 언어학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 꾸 

준히 발전적으로 지속되어온 러시아 언어학의 전통은 현대 러시아 언어학을 

위한 직접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30) 비 노그라도프(1959)의 증언. 키 파르스키 (Kiparsky 1963: 94)에 서 재 인용. 
31) 이에 관한 비판적 지적들과 설명은 운베가운(Unbegaun 1953: 124-128), 반 헬덴 

(1993: 35-39)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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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이전에 학문적으로 형성된 세대는 마르주의의 시기에도 자신들의 전통 

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세대의 연구와 더불어 

구조주의의 시기를 거치면서 언어학의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의 적용을 위한 

기초적인 토대를 제공해줄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마르주의의 

몰락이 필수적이었다. 

2.4. 마르주의의 몰락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에 따른 스탈린주의의 낙관주의의 분위기 속에서， 음 

악， 문학， 그리고 철학에 대한 쥬다노프(A. A. Zdanov)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적 검열이나 생물학에서의 르이센꼬(T. D. Lyse따w)의 학설과 맥락을 같이하 

면서， 이제 “지도자”를 메쉬차니노프로 하는 마르주의자들은 1948-1949년에 

다시 한번 자신들의 학설을 수용하지 않는 빼쩨르손， 비노꾸르， 비노그라도프， 

아바네소프， 시도로프， 레포르마츠끼， 꾸즈네초프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다.32) 이러한 “반동적인” 언어학자들은 외국의 부르조아 언어학으로부터 나온 

실생활과 동떨어진 관념론적 언어학을 가지고 소비에트 유물론적 언어학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공격의 대상들 속에는 마르와 마찬 

가지로 그루지야 태생의 언어학자로서 그루지야어 및 까프까즈 지역 언어들 

의 전문가이자 그루지야 학술원 회원인 취꼬바바(A. S. Cikobava)도 있었다. 

그러나 1950년 5월 이러한 상황은 갑자기 돌변한다. “관념론자”로 비판받던 

취꼬바바가 5월 9일자 『쁘라브다」에 마르의 신언어학설을 격렬히 비판하는 

장문의 논설을 게재하면서 새로운 논쟁이 시작된 것이다쁘라브다』를 통한 

이 논쟁은 격주로 화요일마다 진행되었는데， 6월 20일 「언어학에서의 맑스주 

의에 관해서(Otnositel ’ no marksizma v jazykoznanii) J 라는 논설을 통한 스탈 

린의 직접 개입으로써 마르주의의 패배로 끝을 맺게 된다.잃) 거기서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마르주의를 반박한다. 

32) 이 시기의 상황에 대해서 알빠또프(1991: 143-167)는 “가혹한 억압 체제(ar따(cæ얘Cina)" 

라고 빗대고 있다. 이러한 비유는 1950년 r쁘라브다』의 논쟁에서 스탈린이 사용한 

것이다. 

33) 외형상， 논쟁은 7월 4일에 끝난다， 스탈린은 6월 20일의 논쟁에서 밝힌 자신의 견 
해들을 7월 4일과 8월 2일자 신문에서 독자들의 편지들에 대한 답장 형식으로 보 

충해서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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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는 상부구조가 아니며， 계급성을 특정으로 하지 않는다. 언어는 동일 

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적 활동의 전 영역에 걸쳐서 공통적인 의사 

소통의 수단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가령 혁명 이전의 러시아어와 

혁명 이후의 러시아어를 비교해 보면 자명하다. 그리고 언어의 역사적 변화 

는 점진적인 것이어서， 언어들 사이의 “교차(skrescenie )"는 마르의 주장처럼 

새로운 언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언어의 승리로 끝난다. 항상 러시 

아어가 그랬듯이 말이다. 끝으로 마르는 언어학의 상황을 “아라끄훼예프 체 

제 (Arakceevskij rezim)"로 만들었으며， 맑스주의와는 상관없는 저급한 내용 

들을 가지고 혁명 이전의 러시아 언어학의 성과 전체를 부정하는 과오를 저 

질렀다. 

스탈린의 이러한 네 가지 주장은 아마도 취꼬바바나 비노그라도프 같은 학 

자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언뜻 보면 상당히 합리 

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민족어의 단일성과 공통성을 과도하게 강조하 

고 있으며， 한 언어 내의 방언적， 지역적， 계층적 변이들과 같은 다양한 차별 

적 양상들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또한 언어 변화에 대한 설명도 19세기 후 

반 독일의 “젊은이 문법학파(J unggrarnmatiker)"의 견해를 그대로 피력하고 

있다. 이처럼 스탈린 논설의 커다란 네 가지 주장들 자체는 일견 그럴 듯 해 

보이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논거들은 일면적이거나 설명력을 결여 

하고 있다.영) 

어쨌든， 이처럼 급작스러운 상황 변화를 몰고 온 『쁘라브다』의 논쟁과 관련 

해서， 여기서 우리는 서로 맞물려 있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논쟁이 가능해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스탈린은 왜 

자신의 이전 입장을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논쟁에 직접 참여하기까지 했을까? 

먼저， 첫 번째 의문점부터 살펴보면， 당시의 정황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들 

이 있지만， 레르미뜨(1987)나 알빠또프(1991) ， 반 헬덴(1993) 모두 실증적으로 

명확한 정보는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 논쟁을 시작한 당사자인 

취 꼬바바(1985)의 회 상에 근거 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는 당시 그루지 야 

34) 이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적 지적은 비노그라도프(1964)을 참조할 것. 또한 노옴 춤 

스키 (Noam Chomsky)는 1969년 2월 24일 한 일본 언어학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 “나는 스탈린의 논설을 그것이 발표됐을 때 읽었는데， 

그 논설은 완전히 합리적이지만 전혀 설명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여겨졌다"(알빠또 

프 1991: 190에서 재인용). 



반성과 지향의 이론적 형식으로서 러시아 언어학의 흐름 209 

공산당 중앙위 원회 제1서 기 인 차르끄비 아니 (K. N. Carkviani)의 요청 에 따라， 

1949년 4월 소비에트 언어학의 상황과 마르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펀지를 작 

성해서 스탈린에게 보냈으며， 1950년 4월 초에 모스크바로 가서 직접 스탈린 

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쁘라브다』에 비판적인 논설을 게재할 것을 권유받았 

다고 한다.35) 취꼬바바의 이러한 회상을 통해서 우리는 『쁘라브다』의 논쟁이 

사전에 어느 정도 스탈린에 의해서 주도면밀하게 마르주의자들이 예상할 

수 없게 -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어서， 두 번째 의문점을 살펴 

보면， 이에 대해서도 역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세 

계대전 후 스탈린의 이데올로기 노선과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즉， 전후 스탈 

린의 이데올로기 노선은 러시아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소비에트 연방 체제를 

공고히 결속시키는 것이었던 반면， 언어의 민족성을 부정하고 계급성만을 급 

진적으로 강조하는 마르주의는 당연히 거기에 부합되지 않았던 것이다.36) 이 

것은 결국 1929년의 “뿔리바노프 논쟁”에서는 뿔리바노프가 희생당하고 마르 

가 부상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20년대 말 스탈린의 

이데올로기 노선은 일국사회주의 승리를 위한 프롤레타리아 중심의 단결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이견들이나 타 계층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것이었으며， 

따라서 이때에는 언어의 계급성을 강조하는 마르가 이데올로기적 이해관계에 

더 부합했던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w쁘라브다』의 논쟁 역시도， 되도록이 

면 사실에 그리고 인식론적 정합성에 근거하고자 하는 과학적 노력과 외형적 

으로만 과학적인 학설 모두를 동일한 차원에 놓고， 이데올로기적인 효용성에 

따라 판단하고 숭인하려 드는 스탈린주의의 전형적인 사례들 중의 하나인 것 

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존의 이론이나 학설에 대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쟁은 엄밀한 수학적 증명이나 과학적 검증이 당장은 불가능한 경우에는 논 

쟁 그 자체로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기보다는 종종 외부적인 권위가 더 결 

정적인 역할을 하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쁘라브다』의 논쟁에서도， 스탈린 

의 개입이 없이 단순히 언어학자들 사이의 논쟁 그 자체만으로는 아마도 문 

제가 해결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윈) 바로 이 점에 아마도 스탈린의 직접적 

인 개입의 이유와 그것이 지니는 정치적 선전의 측면에서의 극적인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짧) 이렇게 볼 때， 러시아 언어학이 소비에트 시대에 직면하고 

35) 취꼬바바(1985: 9-14) 참조. 
36) 레르미뜨(1987: 74-75) 참조. 
37) 이 점에 대해서는 비노그라도프(195이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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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던 - 이 데올로기화 과정의 위협으로부터의 - 새로운 자기 정 립의 문제는 

『쁘라브다』의 논쟁과 마르주의의 급작스런 몰락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되었다 

기보다는， 어쩌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3. 구조주의 시기 

3. 1. 구조주의의 대두 

마르주의의 몰락과 더불어， 언어학을 행정적으로 지배하던 메쉬차니노프， 

세르주헨꼬(G. P. Serdjucenko) , 필린 (F. P. Filin)과 같은 대표적인 마르주의 

자들은 직위를 박탈당하며， 이제 언어학의 실질적인 책임자로는 비노그라도프 

가 부상하게 된다. 과학아카데미는 1950년 마르주의적인 학술지 『언어와 사고 

(Jazyk i myslenie) .J]를 폐간하고， 비노그라도프를 책임 펀집자로 해서 1952년 

초부터 새로운 학술지 『언어학의 제문제 (Voprosy jazykoznanija) .J]을 간행한 

다. 그리고 그의 주도 아래 러시아 언어학은 자유로운 발언의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시기에 들어선다. 이 시기의 주된 과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과거 러시아 언어학의 전통을 공식적으로 복원하고 지 

속적으로 발전시키는 일， 둘째， 서구 언어학의 중요한 업적들을 재평가하고 

소개하는 일， 그리고 셋째， 이상의 것을 바탕으로 소비에트 언어학의 방향성 

을 새롭게 정 립하는 일. 이 중에서 첫 번째는 전적으로 언어 연구와 관계되는 

내용인 한 이제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소지가 거의 없었다. 두 번째 과제의 

경우는 좀 미묘한데， 즉 그것이 첫 번째 과제와 상충이 되는 않는 한 문제가 

없었으나， 그것이 현대의 새로운 언어학의 경향과 관계되는 것이라면 세 번째 

과제와 맞물려서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1950년대 전반기 동안 세 

번째 과제는 구조주의를 중심으로 논쟁의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는 상황이었 

기 때문이다. 

가령， 샤우얀(Saumjan， 1952)은 프라그 학파의 트루베츠쿄이(Trubetzkoy)와 

야롭슨에 근거하는 음운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것에 근거하는 음운론이야말 

38)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전능한 권위를 직접 보여주는 이러한 선전적 동기에 대한 분 
석으로는 반 헬댄(1993: 88-101)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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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적으로 맑스주의의 변증법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을 그 이듬해 

에 그보즈제프， 진데르 등은 보두앵 드 꾸르뜨네와 쉬체르바의 전통과 어긋나 

는 추상적인 구조주의적 태도라고 비판한다. 아흐마노바(Axmanova， 1952, 

1954)에 의한 미국 구조주의의 비판이나 제스니츠까야(Des띠ck떠a， 1955)에 의 

한 코펜하겐 학파의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 모두 마찬가지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주의에 대한 1950년대 전반의 이러한 일반적인 거부감에 

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1953년 스탈린의 사망과 1956년 제20차 전당대회 

를 계기로， 그리고 언어학적으로는 기계 번역이나 인공두뇌학(cybemetics)의 

문제와 같은 웅용적인 과제들과 맞물리면서， 상황은 급격히 변화한다. 1954년 

1월 7일 아이비앵 (ffiM)을 이용한 최초의 기계 번역의 시도가 이루어지고，39) 

1956-1958년에는 공식적으로 『언어학의 제문제』를 중심으로 구조주의 언어학 

에 관한 논쟁이 활성화된다.때) 특히 샤우얀(1956)은 구조주의 언어학이야말로 

언어학의 새로운 역사적 단계를 나타내주는 것이며， 따라서 서구 언어학의 다 

양한 구조주의적인 경향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이에 대해서 이 

제는， 고르눈(B. Y. Gomung), 아바예프(Y. 1. Abaev) , 쥐르문스끼 (Y. M. 

Zirmunskij)와 같은 비 판적 인 입 장들도 여 전히 있는 반면， 아드모니 (Y. G. 

AdmonD 벨츄끄(1. A. Mel ’cuk), 레포르마츠끼， 레브진(1. 1. Revzin), 이바노프 

(Y. Y. Ivanov) , 그리고리예프(Y. P. Grigor’ev) , 샤피로(A. B. Sapiro) 둥처럼 

새로운 현대 언어학의 원칙들을 옹호하는 입장들도 많이 있었다. 

이러한 논쟁의 결과， 그리고 수리언어학， 기계번역， 인공두뇌학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활발한 연구들을 계기로， 1959년 7월 과학아카데미 어문학 분과는 

일종의 절충적인 결정을 한다. 즉， 구조주의의 이론적 토대의 관념론적 본질 

에 대한 비판은 약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구조주의 방법들의 활발한 응용은 

장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41) 이어서 1960년 5월 6일 과학아카데미의 책임자 

회의 (Prezidium)는 언어 연구에서 구조주의적이며 수학적인 방법들의 개발에 

관한 결정을 내리면서， 이에 상웅하는 조치로서 대학들과 연구소들 내에 그것 

을 담당할 새로운 학과들의 설치 또한 결정한다.껑) 이로써 러시아 언어학은 

39) 이 실 험 에 대 한 보고는 1955년 말에 베 르꼬프와 에 르쇼프(Berkov & Ersov, 1955) 
에 의해 발표된다. 이 때문에 애버나시 (Abemathy 1963: 113)처럼 실험 년도 자체 

를 혼동하는 경우도 있음. 

40) Voprosy jazykoznanja, 5/4(1956)와 후속 호들. 
41) 레르미뜨(1969: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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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구조주의의 시기로 들어서게 된다. 그리고 이상과 같은 역사적 맥락 

으로 인해서， 1960년대 러시아 언어학의 구조주의적인 모습은 가령 미국이나 

덴마크의 언어학처럼 특정한 학파나 특정한 이론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다양한 이론적， 방법적 모색들을 특징으로 하게 된다. 

3.2. 형식주의적인 모형들의 발전 

우리가 인간의 언어를 추상화가 가능한， 즉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의 

분리가 가능한 객관적 실체로 간주할 경우， 형식주의적인 접근방식이 가능해 

진다. 이때 형식주의적이라 함은 물론 수학적으로， 혹은 논리학적으로 구성된 

모형을 통해서 자연 언어의 본질적인 측면을 설명하려는 입장을 말한다. 20세 

기 후반부터 현대 언어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형식 

주의적인 경향이라면， 아마도 1960년대의 러시아처럼 이 경향이 활발히 펼쳐 

진 경우도 없을 것이다. 특히， 이 시기의 형식주의적인 연구들은 기계번역의 

가능성에 대한 과도한 닥관론을 표방하거나 수리언어학적인 개념과 도구틀의 

보편주의적인 설명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먼저， 집합론에 기초해서 자연언어에 대한 수리언어학적인 모형의 출발점 

을 제공한 것은 통상 꿀라기나(Kulagina 1957; 1958)의 연구로 간주되는데， 그 

러나 여기에는 우스뺀스끼(Uspenskij 1957a; 1957b)의 기여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연구들을 촉발시킨 것은 1956년 9월의 한 세미나에서 

수학자 꼴모고로프(A. N. Kolmogorov)가 제 기 한 다음과 같은 도발적 인 두 

개의 질문이었다. 즉， 우리가 두 단어가 동일한 격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정 

확히 어떤 의미에서인가? 그리고 러시아어에는 과연 몇 개의 격이 있는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집합론적 성찰과 개념화를 통해서 러시 

아에서는 서구 언어학의 경우와 다른 형식주의적 모형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러한 연구 경향을 서구 언어학자들은 통상 “집합론 학파(the Set-theoretical 

SchooI) ",43) 혹은 “꿀라긴 학파(Kulagina SchooI) "44)라고 부르는데， 이 경 향의 

42) 그리고레예프(196이， 레르미뜨(1969) 참조. 가령， 이러한 조치에 따라 1960년에 모 

스크바 대학교 내에 설치된 “이론 및 응용 언어학과(Otdelenie teoreticeskoj 
prikladnoj lingvistikD" 이 명칭은 이듬해에 “구조 및 응용 언어학과(Otdelenie 

strukturnoj i prikladnoj lingvistikD"로 바뀐다 - 의 상세한 역사에 관해서는 끼브 
리끄(Kibrik 2003: 75-106)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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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위에서 언급한 두 사람 이외에도 꾸즈네초프， 도브루쉰 

(R. 1. Dobrusin), 글라뜨끼(A. V. Gla바이j)， 레브진， 레브지나(까르뻔스까 

야)(0. S. Revzina(Karpinskaja)) , 잘리즈냐끄(A. A. Z머1Z띠따‘) 등이 있다. 전 

체적으로 이들의 연구는 단어， 품사， 통사적 종속， 격， 성 둥과 같은 문법론의 

기본 개념들을 집합론적 모형화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문법 현상들의 총체적인 모습을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 

다.45) 이러한 이론적 방향에서， 특히 잘리즈냐끄(1967)의 연구는 러시아어 명 

사의 곡용 체계를 총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샤우얀(1962; 1965), 소볼레바와 샤우얀(Soboleva & Saumjan 

1963; 1968)은 폴란드 논리학(Polish Logic)의 이론， 그중에서도 특히 범주 논 

리와 결합 논리에 기초한 생성 문법적 모형인 “적용 문법 (applikativnaja 

grammatika) "을 구상해낸다. 이 문법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범주 논리 규칙 

과 결합 논리 규칙을 활용하는 형식 체계는 인자형 (genotip， genotype) 언어 

를 생성해내는데， 이것은 모든 자연 언어에 보펀적인 기호 체계로 가정된다. 

그리고 인자형 언어가 이론적 가설에 의해 구상된 일종의 인공 언어라면， 실 

제 자연 언어에서 나타나는 표현들은 이로부터 직접 도출되거나 일련의 결합 

규칙이 적용됨으로써 도출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 언어는 인자형 

언어의 구체적 실현인 표현형 (fenotip， phenotype) 언어로 간주될 수 있다. 전 

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생성 모형의 기본적 특징은 가령 통사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츰스키의 생성 문법과는 달리 아예 통사부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는 점에 있다. 왜냐하면 모든 규칙들은 의미 구조의 생성이나 혹은 그것의 동 

의적 변형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한편， 멜츄끄(1959; 1961a; 1961b; 1964), 이 오르단스까야(Iordanskaja 1963; 

1967), 멜츄끄와 줄꼬프스끼 (Mel' cuk & Zolkovskij 1965; 1967), 글라뜨끼 와 

멜츄끄(1969) 등은 이와 같은 연역적인 수학적， 논리학적 접근방식들을 참조 

하면서도， 형태적， 통사적， 의미적 분석과 기술의 모형화를 위해 직접 기계번 

역 작업에서 얻은 경험과 성찰들을 활용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연 언어 

43) 반 헬댄(1993) 참조. 

44) 키 퍼 (Kiefer 1968) 참조. 
45) 이에 대한 광범위하면서도 자세한 소개와 이론적인 설명들은 반 헬덴(1993)을 참 

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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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새로운 통합적인 언어 모형을 구상하려 한다. 자연 언어에 대한 “《의 

미읍텍스트》 모형 (model ’ <<smysl 읍 tekst>>)" , 즉 자연 언어는 동의적인 표현 

들 사이를 관통하고 있는 불변체로서의 의미와 그것의 외형적 표현으로서 텍 

스트 사이의 다원적 대응관계라는 관점에 입각해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그리 

고 총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정보 이론을 활용하는 형식주의적 경향도 있는데， 이 경향 

은 이바뇨프(1958a; 1958b; 1961a; 1961b)를 중심으로， 그리고리예프(v. 1. 

Grigor’ev 1959), 삐 오뜨로프스끼 (Piotrovskij 1959), 빠두체 바(Paduceva 1961) 

등에서 나타난다. 특히 이바노프의 연구는 장차 정보 이론에 바탕을 두는 소 

비에트 기호학의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1960년대의 다양한 형식주의적인 경향들은 모두 “구조주의적 

방법과 모형”이라는 명칭으로 포괄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결쿄 서 

로 배타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공통적인 인식적 토대와 이론적 

지향을 이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령 『인공두뇌학의 문제들(Problemy 

kibemetiki)，JJ이나 『과학-기술 정보， 계열 2(Naucno-texniceskaja informacija, 

serija 2) ，JJ와 같은 전문적인 학술지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아흐마노바 

외 (Axmanova et 머. 1961), 레브진(1962) ， 샤우얀(1965) ， 아쁘레산(Apresjan 

1966), 글라뜨끼 (1966), 글라뜨끼 와 멜츄끄(1969) 등에 서 처 럼 다양한 경 향들의 

이론적， 방법적 구성 및 그것이 갖는 설명력이나 한계들을 동시에 성찰할 수 

도 있었다. 

3.3. 기능주의 

형식주의 연구 경향들의 발전에 대한 이상과 같은 개관을 통해서 볼 때， 러시 

아 언어학에 있어서 1960년대는 가히 형식주의의 전성기， 혹은 르네상스로 간주 

될 만하다. 그렇지만 1960년대 언어학의 이러한 면모를 곧 형식주의의 시기로 

단정할 수는 없다.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경향들 역시 굳 

건하게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경향들을 우리는 

‘기능주의’라는 관점에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향들은 

모두 언어가 담당하는 사회적 기능， 즉 사고와 감정의 표현과 의사소통， 그리고 

표현 수단과 방법의 사회적 역할 둥에 일차적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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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능주의적인 연구 경향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물론 “비 

노그라도프 학파(Vinogradovskaja sk이a)"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과거 러시아 언어학의 주목할 만한 전통들과 서구 언어학의 성과들을 집대성 

해서 종합하고자 하는 비노그라도프의 노력은 1930-40년대를 거치면서 방대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1950-60년 

대에는 아바네소프， 꾸즈네초프， 쉬베도바(N. Ju. Svedova) , 오쉐고프(S. I. 

OZegov), 벨로샤프꼬바(V. A. Belosapkova) , 에 피 모프(A. I. Efimov) , 갈끼 나

페도루끄(E. M. Galkina-Fedoruk) 둥과 같은 학자들이 활발히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특정으로 수렴된다고 볼 수 있 

다. 첫째， 모든 분석과 설명들은 실제 언어 자료에 - 그것도 가능한 한 보다 

풍부한 근거해야 한다. 둘째， 공시태는 언어의 발전 과정의 특정한 계기인 

이상， 언어 현상의 공시적 조건화의 토대는 통시적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셋째， 따라서 주어진 언어 현상은 그것과 관련된 다른 언어 현상들과의 밀접 

한 관련 속에서 분석되고， 설명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는 필 

연적으로 일정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이상， 이러한 설명과 분석은 언어 

현상의 기능적， 문체적 분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쩌) 

사실， 비노그라도프를 중심으로 1950-60년대에 형성된 이러한 연구 경향은 

오늘날까지도 러시아 언어학의 기본적인 토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학파에 의하여 이루어진 표준적인 규범으로서의 ‘문학’ 러시아어에 

대한 방대하고도 포괄적인 기술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남기는데， 그것은 다음 

과 같은 일련의 집단적인 저술들로 집대성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문법론의 

분야에서는 『러시아어 문법 (Grammatika russkogo jazyka, t. 1-2~ (1952-54)과 

『현대 러시아 문학어 문법 (Grammatika sovremennogo russkogo literatumogog 

jazyka~ (1970) 이， 그리고 어휘론의 분야에서는 통상 “러시아어 대사전”이라고 일컬 

어지는 『현대 러시아 문학어 사전(Slovar’ sovremennogo russkogo literaturnogog 

jazyka, t. 1-17 ~ (1948-65)이 바로 그것 이 다. 

또한 이러한 비노그라도프 학파의 방향성은 당연히 문체적 규범과 사회적 

활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기술하는 문체론의 정립， 즉， 기능문체론 

46) 비노그라도프 학파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까라울로프 외 펀(Karaulov et a1. 

(eds.l 1997: 69-71)을 참조할 것. 그리고 러시아 언어학에 대한 비노그라도프의 다 
방면적인 기여를 일목요연하고 간략하게 서술한 것으로는 벨취이꼬프(Ju. A. 

Bel'cikov 2004)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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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kcional' naja stilistika)의 정 립으로도 나아가는데， 그 출발점은 그보즈제프 

(1952) , 비노그라도프(1955)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이어받은 1960년대의 

대표적인 성과로는 아마도 쉬멜료프와 비노꾸르(Smelev & Vinokur 1968), 꼬 

쥐나(Kozina 1968), 에피모프(1969)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비노그라도프 학파의 기능주의와는 다른 또 다른 기능주의적 

경향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언어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면서도， 언어와 

사회， 언어와 역사， 언어와 사고， 그리고 사회적 의식으로서의 언어 둥과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레옹찌예프(Leont'ev 

1965), 필린， 야르체바 외 (Filin， Jarceva et al. 1967), 펼린， 고르스끼 외 (Filin， 

Gorskij et 머. 1968)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들의 특징은 무엇보 

다도 여전히 소비에트 공식 이데올로기와 궤도를 같이 한다는 데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언어라는 표현 수단과 동일한 언어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지니는 역사적， 사회적 경험 사이의 상관관계의 해명에 궁극적인 연구 목표가 

있는 것이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연구 경향 속에는 펼린， 아바예 

프， 제스니츠까야， 부다고프(R. A. Budagov)，와 같은 연구자들처럼 여전히 이전 

시기의 마르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입장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신(新)마르주의자들은 여전히 언어학적인 논쟁보다는 언어학 내에서의 이 

데올로기적인 논쟁을 통해서 다시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3.4. 형식주의 대 기능주의 

이러한 신마르주의자들의 태도로 인해서， 구조주의의 시기에 있어서 형식주 

의적 경향과 기능주의적 경향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일종의 적대적인 관계를 이루게 된다. 특히， 형식주의를 표방하는 경향의 젊 

은 연구자들이 수리언어학적인 표현 방식을 과도하게 활용하면서 발표하는 

연구들은 전통적인 방식에 익숙해 있던 학자들에게는 이해되기 힘든 면도 있 

었기 때문에， 그러한 적대적 관계는 해소되기보다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충분 

히 있었다. 가령， 1960년대의 이러한 긴장된 관계를 보여주는 한 좋은 예가 

바로 신마르주의자인 아바예프에 의해서 촉발된 논쟁일 것이다. 

1965년에 그는 「언어과학의 비인간화로서 언어학적 모더니즘(Lingvisticeskij 

modernizm k뻐 degumanizacija nauki 0 jazyke)J 이 라는 논문을 - 혹은 논설 

을 - 통해서 형식주의적인 경향을 비판하면서， 소비에트 언어학의 전망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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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화에 있다고 역설한다.47) 그러나 그의 이러한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과거 

마르주의의 내용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다. 따라서 그의 주장은 곧 쉬체르바 

끄(Scerbak 1965)와 꾸즈네초프(1966)에 의해서 비판받게 된다. 이처럼， 과학 

아카데미의 공식적 입장을 대변해주는 학술지인 『언어학의 제문제」 내에서 

1960년대 말까지는 형식주의적 경향에 대한 신마르주의적인 비판은 수용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형식주의적인 연구들의 성과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비노그라도프를 중심으로 하는 기능주의적인 경향 

이 신마르주의에 비판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형식주의와 기능주의 사이 

의 대립적 균형은 여전히 불안한 것이었다. 더구나 필린을 중심으로 하는 신 

마르주의자들은 1965년부터 일련의 세미나의 조직을 통해서 형식주의에 대한 

토론과 더불어 마트주의에 대한 공개적인 옹호를 시도한다.뼈) 

결국， 이러한 불안한 균형은 1969년 비노그라도프의 사망으로 인해서 깨어지 

고 만다. 잠시 쥐르문스끼 (v. M. Zirrnunskij)가 과도기의 편집 책임자 역할은 한 

이후， 언어학의 실질적인 책임자로 등장한 것은 바로 신마르주의의 중심인 펼린 

이었기 때문이다. 1970년 그는 다시 한 번 ‘레닌주의와 언어학의 이론적 문제’라 

는 오래된 교조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조직하고 그 결과를 논문집으로 

발표한다.49) 그리고 여기서는 비단 이데올로기적인 논의뿐만 아니라， 수리언어학 

은 언어학이 아니라 수학의 한 분야라는 입장의 표명과 더불어 언어학의 인간화 

의 펼요성이 다시금 역설된다. 그리고 기계번역이나 생성문법의 한계에 대한 몇 

몇 서구 언어학자들의 발언의 소개와 더불어 언어학의 반(反)형식주의적인 방향 

설정이 올바른 것이라는 주장이 펼쳐진다. 그리고 이듬해에 필린은 『언어학의 제 

문제』의 편집 책임자가 되면서 편집진으로부터 이제 레브진이나 빠노프(M. P. 

Panov)와 같은 형식주의적인 경향의 연구자들이 축출되고， 부다고프와 제스니츠 

까야와 같은 마르주의자들이 새로 임명된다. 이러한 “자리교체”와 더불어， 

1972-1974년에 신마르주의자들은 다시금 강력하게 샤우얀， 벨츄끄， 졸꼬프스끼， 

아프레산 등과 같은 대표적인 형식주의자들을 비판한다. 그것도 이번에는 실제적 

인 권력으로부터 나오는 이론적 권위를 갖고 말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언어학의 구조주의 시기 중에서 1970년대는 기능주의적인 

47) Voprosy jazykoznanija, 14/3, pp. 22-43. 
48) 바로 앞에서 언급한， 필린， 야르체바 외(1967) ， 필린， 고르스끼 외 (1968)는 바로 이 

러한 세미나들의 결과물들을 담고 있다. 

49) 필린， 제스니츠까야 외 (Filin， Desnickaja et al. 1970). 



218 러시아연구 잭 15권 제 1 호 

경향의 활발한 발전과 형식주의적인 경향의 급격한 축소를 특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도， 특히 1970년대 전반기에는， 형식주의적인 경 

향의 연구들의 종합적인 결실물들이 출판되고 있다. 가령， 글라뜨끼(1973) ， 샤우 

얀(1974) ， 멜츄끄(1974) ， 아쁘레산(1974) 둥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된 이유는 이들 저서의 원고 대부분은 1960년대 말에 제출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뒤늦게 출판되었기 때문이다.밍) 보다 정 

확한 실상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형식주의 경향의 연구들은 발표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갖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섬지어는 날리모프(v. v. Na1imov 

1974)의 경우처럼， 확률론에 근거하는 일반 언어학적 성찰조차도 출판 과정에 

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51l 이러한 사정 하에 1970년대 중반에는 샤우얀， 벨츄 

끄， 졸꼬프스끼， 이오르단스까야 둥과 같은 형식주의적인 경향의 대표적인 연구 

자들은 서구로 이주하게끔 된다.52) 그리고 아쁘레산이나 글라뜨끼 같은 연구자 

들은 언어학 분야를 떠나서 정보 이론이나 수학의 분야로 자리를 옮겨가게 된 

다.53) 이런 식으로， 형식주의적 경향은 1970년대 내내 언어학 분야에서는 비록 

완전한 금지는 아닐지라도 가혹할 정도로 연구 공간의 축소를 당하게 된다. 이 

경향의 연구들은 언어학 분야의 주요 학술지에는 거의 발표될 기회를 갖지 못 

한 채로~기계 번역과 응용 언어학(Masinnyj perevod p파da이la]a 

lingvistika)~ ， ~기호학과 정보학(Semiotika informatika) ~과 같은 과학-기술적 

인 성격의 학술지들이나 『구조주의 언어학의 제문제(Problemy struktumoj 

lingvistiki)~와 같은 부정기적인 논문 모음집에 발표될 수밖에는 없었다. 

그렇지만 기능주의적 경향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신마르주의는 이번에는 

1920년대 말처럼 전체 언어학의 커다란 흐름을， 즉 구조주의적인 흐름을 거스 

를 수는 없었다. 따라서 1970년대에는 구조주의적이거나 기능주의적인 다음과 

같은 새로운 연구 경향들이 등장하게 된다. 첫째， 비노그라도프 학파적인 문 

법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여기에 문장의 정보 전달 구조나 의미적 범주화의 

50) 가령， 멜추끄는 자신의 1974년 저서의 1999년 판 서문에서 1968년도에 제출한 자 

신의 원고들이 어떻게 취급되었는가에 대해서 - 씁쓸하게 - 밝히고 있다. 
51) 드로갈리나-날리모바(2. A. Drogalina-Nalimova)는 날리모프의 1974년 저서의 2003 

년 판 후기에서 당시 출판 과정의 어려움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제시하고 있다. 
52) 마찬가지로， 위에서 인용된 책의 부록에서， 벨츄끄는 자신이 연구소에서 어떻게 제 
명당하고 떠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들을 공개하고 있다 

53) 가령， 아쁘레산은 자신의 1974년 저서의 1995년 판 서문에서 이 시기에 여러 언어 
학자들이 당한 박해와 축출에 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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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반영하는 새로운 기능주의 문법론들이 나타난다. 가령， 졸로또바 

(Zolotova 1973)는 의사소통 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기능문법적 연구라면， 본다 

르꼬(Bondarko 1971; 1973; 1978)는 문법적， 의미적 범주화와 이것의 표현 수 

단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직접 방대 

한 녹음과 분석 작업을 바탕으로 구어의 다양한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 

는 노력이 나타난다. 가령， 챔스까야 편 (Zemskaja(edJ 1973) , 시로찌니나 

(Sirotinina 1974), 라쁘쩨바(Lapteva 1976)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솔가니 

끄(Solganik 1979), 오진초프(Odincov 1973; 1980) 등에서처럼， 기능문체론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문체들과 텍스트의 장르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규명하 

고자 하는 노력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연구 방향을 우리는 텍스트의 문체론， 

혹은 텍스트 문법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조주의를 바탕 

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방향성은 언어의 의미 

적， 화용적 현상들의 규명과 분석， 그리고 그 체계적인 기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루쭈노바(Aru디unova 1970; 1976), 빠두체바(1974) 등이 이 경 

향의 대표적인 작업이라고 볼 수 었다. 

이상과 같이， 신마르주의의 복귀와 형식주의 경향의 급격한 위축에도 불구 

하고， 1970년대 러시아 언어학의 전체 형상은 그 이후의 발전 방향과 가능성 

에 관한 기본적인 윤곽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즉， 만일 신마르주의적인 경향 

만을 제외한다면， 그 속에는 러시아 언어학의 전통적인 경향으로부터 구조주 

의의 핵심적인 경향뿐만 아니라 의미론과 화용론에 관한 새로운 모색에 이르 

기까지 그 이후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든 요소들이 다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야말로 1970년대 러시아 언어학의 전체 형상이 

갖는 역사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4. 구조주의 이후 - 1980년대부터 현채까지 

4. 1. 대립의 해소 

러시아 언어학의 구조주의 시기를 외면적으로 특정짓는 형식주의 대 기능 

주의의 대립은 위에서 언뜻 보면 신마르주의의 대두로 인한 형식주의의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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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몰락으로써 그 대립적 구조가 해소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즉， 기능 

주의의 전면적인 승리인 것이다. 그러나 구조주의 시기의， 특히 1970년대 후 

반의 이러한 외면적 양상을 단지 보이는 것 그대로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 

까? 아니， 대립의 진정한 해소라면， 어느 한 경향의 절대적 우세로 귀결되기 

보다는 양자 간의 갈등의 해소나 평화로운 공존， 혹은 상호보완적 관계로 귀 

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문제틀에서 본다변， 대립의 실제적인 해 

체는 구조주의 이후의 시기에 진행된다고， 그리고 그것도 신마르주의의 필연 

적인 소멸과 더불어 진행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이 시기에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 “빼레스뜨로이까(perestrojka)" 

에 이르기까지 신마르주의의 쇠퇴가 진행되는데 그러한 쇠퇴는 1950년의 경 

우처럼 급격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연적인 그리고 필연적인 소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1982년 필린의 사망에서 보듯， 그러한 이론적 주장이나 입장을 

고수하거나 계승하려는 연구자들의 수가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마 

르주의자들이나 그 후계자들은 결코 그들이 타 경향의 연구들을 억압하거나 

비판하면서 강하게 내세우던 맑스주의 언어학 이론을 조금이나마 구체적인， 

혹은 명시적인 모형의 형태로 제시할 수 없었으며 이러한 내재된 이론적 위 

기는 결국 새로운 추종자들을 끌어들이지 못한 채 이론적 영향력이나 실제적 

인 영향력의 자연스려운 죄퇴와 소별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1980년대에도 형식주의적인 연구 경향은 언어학 분야에서는 여전히 

발표에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신마트주의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점차로 감소 

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형식주의 대 기능주의 사이의 적대적 대립 

도 실제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비록 

이러한 대립의 해체의 외면적인 모습은 신마르주의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 

에서의 기능주의적인 경향이 주된 흐름으로 자리잡으면서 또 미래적인 전망 

까지도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54) 1980년대 러시아 언어학의 진정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좀더 섬세하게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능주의적인 경향이 우세한 면모를 보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렇지만， 이미 1970년대부터 이러한 경향 안에 존재하기 시작한 다양성은 하나 

의 단일한 흐름으로 수렴되기보다는 더욱더 분산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가령， 

쉬베도바의 책임 하에 과학아카데미에서 간행한 방대한 『러시아어 문법 

54) 반 헬덴(1993: 130)은 이러한 견해를 제시하지만 그가 기능주의 연구로 제시한 근 

거는 본다르꼬와 야르체바의 연구에 국한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빈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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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sskaja grammatika, t. 1-2~ (1980)에 서 는 비 노그라도프 학파적 인 관점 을 

중심으로 여러 기능주의적인 접근방식들이 종합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1970년대부터 시작된 본다르꼬를 중심으로 하는 기능 문법이나 (Bondarko 1983; 

1984 등)， 졸로또바를 중심 으로 하는 의 사소통 문법 은(Zolotova 1982; 1988 등) 

각각 독자적인 모습으로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이다. 따 

라서 1980년대의 기능주의는 그 흐름 내에서 다양성과 독자성을 전제로 하는 

기능주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다양한 면모를 보이는 기능주의와 

더 불어 , 아루쭈노바(1983; 1988 둥)， 빠두체 바(1982; 1985), 불르이 기 나(T. V. 

Bulygina 1982, Bulygina & Smelev 1989), 쉬 벨료프(T. V. Smelev)와 같은 

연구자들의 새로운 경향의 의미론적， 화용론적 연구들 및 글라뜨끼(1982) ， 소 

볼레바(1983) ， 아쁘레산을 중심으로 하는 기계 번역에 관한 일련의 작업들，55) 

보구슬라프스끼 (1. M. Boguslavskij 1985) 등과 같은 형 식 주의 적 인 연구들도 

공존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의미 

론과 화용론의 연구는 양적， 질적으로 커다란 발전을 보이는데， 그것은 현대 

언어학의 국제적 흐름과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때， 1980년대 러시아 언어학의 전체 형상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도적 헤게모니의 장악에 

도 불구하고 신마르주의의 자연적인 소멸 과정이 시작되었다. 둘째， 기능주의 

를 중심축으로 해서 연구 방향의 다양성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셋째， 구조 

주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것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의미론과 화용론 

연구의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그리고 남아 있던 형식주의적인 연구 경향은 

바로 이 세 번째 흐름과 합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기능주의 대 형 

식주의라는 낡은 대립적 틀의 실질적 해체와 더불어 1980년대 러시아 언어학 

의 흐름은 국제적인 추세와 마찬가지로 이미 구조주의 이후의 단계로 이행되 

어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성과 움직임은 “빼레스뜨로이까” 

이후 지금까지 더욱 확고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4.2.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의 확대 

잘 알다시피， 현대 언어학의 구조주의는 자연 언어를 일종의 일반화된 기호 

55)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쁘레산(1995: 702-709)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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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로 환원시켜， 거기서 기호의 전달과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불변적인， 

혹은 형식적인 요소들을 분석해내고 이로부터 다시금 체계의 기능적 운동이 

나 형식적 요소의 기능적 변이들을 기술하고 해석하려는 이론적， 방법론적 노 

력이다. 그리고 현대의 언어 연구에서 이러한 구조주의의 발전은 음운론， 형 

태론， 어휘론， 통사론의 분야의 괄목할 만한 발전과 궤도를 같이 하는 것이었 

다. 그렇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자연언어의 메커니즘의 중심에 통사 

론을 위치·시키는 구조주의적인 문법 이론들은 점차로 경험적인 사실들의 설 

명에 있어서 한계에 봉착하기 시작하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마도 츰스키 

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생성문법일 것이다. 자연 언어의 의미적， 화용적 현 

상은 대단히 다양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현상이며， 또한 이것의 안 

정적인 고착화는 새로운 문법적 구조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자연 언어에서 가능한 문법 구조는 이미 선험적으로 무한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점은 실제로 다양한 언어들로부터 경험적으로 관찰되는 사 

실들에 의해서도 부분적으로는 입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잠재적으로 무 

한한 다양성은 수리언어학적인 연산을 통해서 설정되는 몇 개의 추상적인 구 

조만을 보편적인 것으로 설정하려는 생성문법으로는 제대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현대 언어학에서 의미론과 화용론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생성 

문법의 한계에 대한 확인과 맥을 같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모습을 드 

러낸 러시아 언어학의 내부적 다양성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리고 지 

금까지도 계속 - 커다란 장점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다양 

성 속에서는 어떤 특정한 이론이 점유하는 단일한 헤게모니의 붕괴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론적 지향의 공백이나 혼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바 

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구조주의 시기부터 그 이후 현 단계까지 러시아 언 

어학이 보여주는 연구 성과들은 대단히 주목할 만하다. 

먼저， 비노그라도프 학파의 기능주의적인 방향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들은 러시아적 전통의 지속 및 문학 러시아어 전반에 대한 충실한 기술 

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대 언어학에서 자주 발견되는 과도한 추상적 보펀 

주의나 이론주의적인 경향들에 대해서 일종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고도 볼 수 있다. 더구나 음성학에서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어휘론， 의미론， 

화용론 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방언학이나 사회 언어학， 역사 언어학 등과 

같이， 문학 러시아어에 대한 이처럼 다층위적이고 다방면적인 기술들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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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종합적인 차원에서 볼 때， 아직도 비노그라도프 학파적인 체계를 대신 

할 만한 것이 없다고도 볼 수 있다. 가령， 이러한 종합적 차원에서의 장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성과들로는 챔스까야와 쉬벨료프 편(Zemskaja & Smelev 

(edsJ 1988; 1993), 챔스까야 편(Zemskaja(edJ 1996), 끄르이신 편(Krysin(edJ 

2000; 2003) 등이 있다. 특히， 이러한 종합적인 성격의 논문집들 속에는 해당 

주제에 따라서 다른 경향의 연구들도 참여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따라 

서 구조주의 이후의 시기에도 러시아 언어학의 제반 경향들을 종합화하는 역 

할은 여전히 비노그라도프 학파적인 기능주의의 몫인 것이다. 더구나 이 경향 

을 대표하는， 챔스까야(2004) ， 끄르이신 (2004) ， 뺀꼬프스끼(A. B. Pen'kovskij 

2004) 등과 같은 연구자들의 꾸준한 성과들은 문학 러시아어에 대한 전통적인 

연구 방식의 꺼지지 않는 관섬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로부터 나온 또 다른 독자적인 흐름들도 꾸준히 괄목할 만한 발전 

을 보여주고 있다. 의사소통 문법의 경우， 졸로또바 외 (Zolotova et al. 1998) 

는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하나의 완성된 문법 이론의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그리고 프세볼로도바(Vsev이odova 200이는 이러한 의사소통 문 

법을 기존의 기능주의와 결합시킴으로써 러시아어 교육을 위한 새로운 이론 

적 모형의 수립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문법적이거나 의미적인 범주들의 표 

현 수단들에 관한 분석과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본다르꼬를 중심으로 하 

는 기능 문법의 경우는， 1987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기능 문법 이론 

(Teorija funkcional ’noj grammatiki)~ 이라는 시리즈를 간행해오고 있다. 

이러한 기능주의적 전망의 활성화와 병행해서，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을 넘어 

서는 새로운 경향의 의미론， 화용론， 인지 언어학 등의 분야에서의 연구들 또 

한 대단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연구 경향의 활성화 

와 다양화 또한 그 기저에는 러시아 언어학의 구조주의적 시기의 특성이 잘 

반영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애당초 1960년대 러시아 언어학의 

형식주의적 경향들은 츰스키의 생성문법과는 달리 의미부를 자연 언어 모형 

의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 연구에서 구조주의적인 

관점이 한계에 봉착했을 때， 패러다임의 단절이나 중단에 따른 후유증을 겪지 

않은 채로 자연스럽게 구조주의적 단위 설정이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경향의 

연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구조주의 시기의 주된 관심이 언어 체 

계를 구성하는 각각의 층위에서 최소 기본 단위들의 분석과 그것들의 구조적 

특성들을 해명하는 일이었다면， 구조주의 이후의 시기에는 관심의 대상이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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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체계의 경계를 넘어서는 최대 단위인 텍스트나 담화로 확장된다고 할 수 

있다. 자연 언어의 의미에 대한 연구는 텍스트나 담화의 구성에서 언어적 요 

소들과 의미론적， 화용론적 개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에 대한 해명 

과 기술 및 이로부터 도출될 수 있는 일반화로서 자연 언어의 “내재적 논리” 

에 대한 탐구 둥에 그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1980년대부터 러시아 언어학에서 

이러한 연구 방향의 활성화와 그 성과는 가령 아르쭈노바의 주도 하에 1989년 

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발간되어오고 있는 『언어의 논리적 분석 (Logiceskij 

analiz jazyka).J]이라는 시리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생성 문법 이후의 서구 언어학의 흐름에서도 그렇듯이， 고전적인 형식 논리 

학의 툴을 벗어나는 자연 언어의 내재적 논리에 대한 이러한 탐구는 러시아 

에서도 넓은 의미에서 인지 언어학적인 연구 경향의 출현으로 이어진다. 그렇 

지만 러시아의 경우 이러한 연구 경향은 서구의 인지 언어학에 내재된 지적 

콤플렉스가 없다. 서구 언어학의 경우 인지 언어학의 출현은 주로 미국을 중 

심으로 195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유지되어온 생성 문법의 이론적 

헤게모니에 대한 반작용적인 성찰파 이에 대한 다소 애매모호한 이론화와 연 

관되어 있다. 즉， 생성 문법이 인간의 언어 능력의 자율성을 핵심적인 가정으 

로 내세우고 있다면， 이에 반해서 인지 언어학은 인간의 언어 능력과 인간 

‘정신 (mind) l ;jì)의 인지 능력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인지 언어학의 이론적 입장이나 방법론적 태도는 펼연적으로 다학 

문적이다. 즉， 우리 ‘정신’의 인지 능력이나 거기서 일어나는 인지 현상의 규 

명은 펼연적으로 다학문적인 과제인 이상 언어 능력에 대한 규명 역시도 언 

어학적 틀을 중심으로 철학이나 심리학 신경과학 등과 같은 분야의 개념들도 

폭넓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서구의 이러한 인지 언어학은 

생성 문법에 대한 이론적 혁신성은 있지만， 반면 언어 현상 자체에 대한 세밀 

한 기술이나 폭넓은 검토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종종 관련 분야들로부터 

차용해 온 개념들을 느슨히 나열하면서 몇몇 단편적인 언어 사실들의 해명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반면 생성 문법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애당초 러시아 언어학 내에서 독자적으로 확고한 이론적 기초와 기 

술적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의미론적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인지 언어학적 

인 경향은 연구의 엄밀성이나 구체성 그리고 포괄성에 있어서 대단히 주목할 

56) 언어학이나 철학 동에서 영어의 이 “mind"를 “마음”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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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성과들을 보이고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가령， 세계에 대한 

러시아어적 모형과 개념화 및 담화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야꼬블레바(E. 

S. Jakovleva 1994), 불르이 기 나와 쉬 벨료프(Bulygina & Smelev 1997), 쉬 멜 

료프(2002) ， 인지적 관점에서 통사 구조의 설명 및 유형론적 일반화를 시도하 

는 끼브리끄(2003) ， 인지적 차원에서 새로운 품사론의 구성이나 역으로 세계 

의 인식에서 언어가 행하는 역할과 그 과정에 대한 고찰 등을 시도하고 있는 

꾸브랴꼬바(E. S. Kubrjakova 2004) 등을 들 수 있을 것 이 다. 

그리고 아쁘레산을 중심으로 기계 번역에 관한 작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 

구 경향의 경우， 멜츄끄의 “《의미 섭 텍스트>> 모형”을 활용하면서 실제적인 작 

업의 결과와 성찰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언어학적인 성과물들을 제시하고 있 

다. 언어 사용자의 능동적인 어휘 능력의 기술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동의어 사전에 관한 이론적 구상을 제시하고 있는 아쁘레산(1992)으로부터 출 

발해서， 보구슬라프스까야(0. Ju. Boguslavskaja), 레본찌나(1. B. Levontina), 

우르이손(E. V. Uryson) 둥의 작업은 어휘소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총체적인 기 

술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방대한 동의어 설명 사전들의 편찬 - 아쁘레산 편(1995) ， 

아쁘레산 펀(1999-2αlO) - 으로 이어진다. 어휘소의 논항값 모형과 관계해서는， 

레 온찌 예 바(N. N. Leont’eva 1998), 마르쩨 미 야노프(Ju. S. Martem’janov 1998) 

둥이 논항값 개념 자체에 대한 이론적 성찰들을 보여주고 있다면， 보구슬라프스 

끼(1996) ， 필리뺀꼬(M. V. Filipe따w 2003) 둥의 연구는 논항값 모형을 실제로 

텍스트 분석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직변하게 되는 논항값의 통사 구조와 의 

미적 작용권 사이의 일치 및 불일치의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론 정 

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끝으로， “<<의미 융 텍스트>> 모형”에 기반하는 연구 경향은 1990년대부터 멜 

츄끄(1991 ， 1993, 1996-2001, 1974[1999])의 연구들이 다시 러시아에서 발표가 

가능해짐으로써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를 찾았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특정한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언급된 구조주의 이후의 연 

구 경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연구들도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령， 시제와 상 그리고 동사의 의미론에 대한 폭넓은 심층적인 연구를 보여 

주고 있는 빠두체바(1996; 2004)나 수사의 의미론에 관한 랴쉐프스까야(0. N. 

Ljasevskaja 2야4)의 연구가 이러한 종합적인 태도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러시아 언어학의 현 단계에서는， 구조주의적 패러다 

임의 확대와 더불어서， 이제 더 이상 특정한 이론적 경향의 배타적 헤게모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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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양한 경향들은 스스로 심화되고 발전하거나 또는 서로 

교차하고 수렴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5. 결론 - 평가와 전망 

이상과 ·같이 살펴본 것처럼， 소비에트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언어학의 흐름은 외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커다란 변화를 겪 

어왔다. 그 주된 원인은 물론 언어학 외부로부터 오는 이데올로기， 언어학 자 

체의 제도적 기반， 그리고 언어학 내부의 이론적 성찰 사이의 복잡한 긴장관 

계였다. 1928년부터 맑스주의의 스탈린주의적 이탈이 그리고 그것의 이러저러 

한 변형이 “빼레스뜨로이까” 이전의 러시아 사회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였다면， 

언어학 자체의 제도적 기반도 당연히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왜냐하 

면 근대 인문학의 독자적 자율성이란 이미 고대부터 선험적 보편성을 획득한 

수학이나 물리학과 같은 분야와는 대조적으로 결코 지배 권력의 - 혹은 그에 

대항하는 반대권력의 전일적이고자 하는 운동， 혹은 보편화하고자 하는 운 

동에 대한 절대적 자율성이라기보다는 이것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일종의 상 

대적 자율성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근대의 권력은 인문학적 지식에 대 

해서 절대적 복종을 강요하거나 명령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아카데미나 학교， 

연구소 둥과 같은 학문 기관의 제도적 운용을 통해서 자발적 기여와 참여를 

짐짓 소극적인 듯한 방식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력의 

책략으로부터 학문의 내적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줄 수 있는 물질적인 

토대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자명한 일인 것이다. 이러한 상 

황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서구나 러시아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인문학의 자율성의 확보를 위해 중요한 것은 학문 스스로가 자신에게 

던지는 자기 토대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그리고 이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조 

의 지향일 수밖에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결과적으로 언어적 구성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상， 그리고 이때 소통되는 언어는 많은 경우 지시적으로나 

개념적으로 투명하지 않은 이상 인문학의 자율성의 실체적 구현을 내재적으 

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검증 장치가 자체 내에 자동적으로 타성적이고 안정적 

인 방식으로 부여될 수는 없다. 그것은 끊임없이 학적 전통의 형성과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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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이나 해체를 위한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불안정한 길 대신에 보다 손쉽게 자기 존립의 안정적인 수단을 확보하고 

자 할 때， 인문학은 자율성 대신에 외부로부터 오는 힘에 근거하고자 하는 이 

데올로기화의 길로 빠져들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마르주의와 신마르주의도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 언어학의 지금까지의 흐름을 본다면， 이러한 부정적인 경 

향은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부정적인 경향으로부터 복원 과정이 가능해지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일까? 고전적인 관점에 따른다면 그것은 진리의 엄정성에 있을 것이다. 그러 

나 과연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일까? 가령 마르주의나 신마르주의의 도태가 

전적으로 언어학 내부의 엄격한 검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우리는 그러한 고전적인 주장에는 다소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언어학에서 - 인문학의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론적， 인 

식론적 논쟁들은 경험적인 사실에 의한 직접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에 논 

쟁을 구성하는 대립적 입장들에 대한 엄정한 검증을 통해서 어느 한 쪽의 도 

태나 급부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대립적인 입장들이 논 

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사하게 되는 영향력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결정 

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1920년대 말에서 1930년대 초에 마르주의의 부상이 

그러했으며， 서구 언어학에서 역사주의에 대해서 구조주의의 부상이나 미국 

언어학에서 총스키의 생성문법의 부상 또한 그 좋은 예들이다. 그리고 논쟁적 

인 입장들이 각자 독자적으로 존속하는 경우도 있다. 언어 능력이 그리고 언 

어의 핵심 구조가 생득적이냐 후천적이냐에 대한 츰스키와 삐아제 (Piaget) 사 

이의 논쟁57)이나， 총스키 식의 생성문법에 대한 벨츄끄(1988)의 비판이 그 좋 

은 예들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언어학의 흐름에서， 그리고 좁게는 러시아 

언어학의 흐름에서 이데올로기화한 경향들이 필연적으로 죄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기 검증에 대한 성찰적 노력이나 상호소통과 이해를 위한 노력의 

결핍이 외부적인 상황 변화와 더불어 결국 학계 내부에서 영향력의 죄퇴로 

귀결된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 때는 획일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는 이데올로기화한 경향 

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도태되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연구 경 

57) 삐아펠리-빨마리니 편(M. Piattelli-PalmariniCed.) 197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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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다양화와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왜냐하면 언어학의 역사적 흐름이 

라는 것은 결국 내부에서 형성된 여러 전통들의 중첩과 정리， 교차와 분화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19세기 후반 20세기 초의 러시아 언어학이 바로 그러했던 

것처럼 소비에트 시대를 거쳐 온 오늘날의 러시아 언어학의 모습도 그와 유 

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소비에트 시대에 획일적으로 서술된 러시아 

언어학의 역사를 다시 쓰려는 시도들도 대두되는 데， 말년의 베레진， 꼴레소 

프(Y. Y. Kolesov 2003) , 까라울로프 알빠또프 끼브리끄 등에서 그러한 작업 

들의 여러 형태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언어학사를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과거 펼린의 주도 하에 서술되었던 이전의 언어학사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이전 시대에 비판받거나 부당하게 

무시당했던 연구들을 복권시켜서 전체 러시아 언어학의 흐름 속에 정당하게 

자리매김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과거 너무 과도하게 이데올 

로기적으로 치우쳤던 경향의 연구들에 대해서도 단순히 모든 것을 펌하하기 

보다는 긍정적이거나 참조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정리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 언어학사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이러한 모습들과 더불어서， 비록 

단편적인 모습이나마 끼브리끄(2003 100-106)의 경우처럼 현대 언어학의 다양 

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열려 있는 새로운 시각에서 러시아 언어학의 성과틀을 

가늠해보고， 앞으로의 연구 전망을 도출해내려는 시도도 볼 수 있다. 그의 전 

망에 의하면， 앞으로의 언어학은 언어의 구조와 형식적 속성의 분석과 기술에 

서 20세기 언어학이 이룬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능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 

갈 필요가 있다. 언어의 구조와 형식적 속성이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면 그러 

한 바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타당한 해명은 결국 기능적 측면 

으로부터의 고찰로부터 제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끼브리끄의 주 

장이 아니더라도， 실제 서구에서는 이미 구조주의 언어학의 시기부터 언어 구 

조의 형식적 속성과 기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방법론적 고찰들이 이 

루어져 왔다. 가령， 구조의 기능적 역할에 우선적으로 주목한 것이 프라그 학 

파라면， 형식적 속성에 일차적 초점을 맞추고자 한 것이 코페하겐 학파였던 

것이다. 그 후 수리 언어학과 기호 논리학에 기반하는 형식 문법적 경향들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서 형식적 속성과 기능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고찰은 등 

한시되어왔지만， 형식 문법적 이론들의 한계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보다 현실 

주의적인 전망의 구상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심사숙고로부터 나올 수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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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체 내에 기능주의적 전통과 형식주의 

적 전통 모두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러시아 언어학은 20세기 초에 서구 언 

어학의 구조주의적 도약에 기여했던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그 미래적 모습 속에 담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230 러시아연구 제 15권 제 1호 

참고문헌 

이기웅(1997) r 언어， 이데올로기， 실천 - 소련 시대의 ‘언어권력’Oogocratie)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러시아연구』 제7권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이기웅(2003a) r반성과 지향의 이론적 형식으로서 러시아 언어학의 흐름: 전 

통 문법의 확립으로부터 마르주의 이전까지」， 『러시아연구~， 제 13권 제 1호，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이기웅(2003b) r 빼쩨르부르그 언어학파」，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14, 한국러 

시아문학회. 

Abaev, V. 1.(1965) "Lingvisticeskij modernÏzm k와<: degumanizacija nauki 0 

jazyke," Vja(Voprosy jazyko2nanija), 3, pp. 22-43. 

Abemathy, RJl963) "Mathematica1 linguistics," in Sebeok, Th. A. et 머. (eds.) , 

Current trend닙 in linguistics: Soviet and East European Lin，밑JÍstics ， pp. 

113-132. 

Alpatov, V. N.(1991) Istorija odnogo mifa: Marr i marri2m, Moskva. 

Alpatov, V. N. (2001) Istorija lingvisticeskix ucenij, Moskva. 

Alpatov, V. N. (2002) "Evgenij Dmitrievic Polvanov," in Berezin, F. M. et 

aI.(eds.) , Otecestvenye lingvisty XX veka, II, pp. 97-110. 

Apresjan, ]u. D.(1966) Idei metody sovremennoj struktum이 lin밍Jistiki， 

Moskva. 

Apresjan, ]u. D. (1974) Leksi삶s때;a semantika: Sinonimiceskie sredstva 

ja강lka， 2-oe izd. (1995) , Moskva. 

Aprejan, ]u. D. (1992) "0 novom sinonimov russkogo jazyka," Izv. AN, ser. 

lit. i jaz., 1. 

Apre해an， ]u. DJl995) Integral'nοe Opl，때1Íe ja긴lka i sistemnaja leksikogr따;a， 

Moskva. 

Apresjan, ]u. DJed.)(1995) Novyj obJasnitel'nyj slovar' sinonimov russkogo 

ja강lka: Prospekt, Moskva. 

Apresjan, ]u. D.(ed.) (1999-2oo0) Novyj obJasnitel'nχ; slovar' sinonimov 

russkogo j，따lka， 1-II, Moskva. 



반성과 지향의 이론적 형식으로서 러시아 언어학의 흐름 231 

Arutjunova, N. D.(1970) "Nekotorye dialogiceskix re삶‘cij pocemu-repleki 

v russkom jazyke," Filol. Nauki, 3. 

Arutjunova, N. D.(1976) Predloienie i ego smysl, Moskva. 

Arutjunova, N. D. (1983) Russkoe predloienie, Bytijnyj tip, Moskva. 

Aru디unova， N. D.(1988) Tiψ jazykovyx znacenij. OCenka. Sobytie. Fl뼈， Moskva 

Asnin, F. D. & Alpatov, V. N.(1997) "Iz sledstvennogo dela E. D. 

Polivnova," Vostok, 5, Moskva, pp. 124-142. 

Avanesov, R. 1.(1956) Fonetika sovremmenogo russkogo literaturnogo 

jazyka, Moskva. 

Avanesov, R. 1. & Sidorov, V. N.(1931) GOVOTγ Berxnego Povetlui'ja: 

Fonetika 1 dialektnye gruppy, N.-Novgorod. 

Avan않ov， R. 1. & Sidorov, V. N.(1없5) Ocerk grarnrrntiki russkogo literatumogo 

jazyka, 1, Moskva. 

Axmanova, O. S.(1952) "0 metode lingvisticeskogo issledovanija 

없ne바‘anskix strukturalistov," V ]a, 5, pp. 92-105. 

Axmanova, O. S.(1954) Fonologija, Moskva. 

Axmanova, O. S. et aL(1961) 0 toenyx metodax issledovan따 jazyka, Moskva. 

Bel ’Cikov, ]u. A. (2004) Akademik V. V. Vinogradov , Moskva. 

Berezin, F. M.(1988) Isto대ía sovetskogo jazykoznanija, Moskva. 

Berezin, F. M.(2002) "Sovetskoe jazykoznanie XX veka: ZadaCi, problemy, 
resenija," in Berezin, F. M. et al.(eds.), Otecestvenye lingvisη XX veka, 
1, pp. 5-50. 

Berezin, F. M. et al.(eds.) (2002-2003) Otecestvenye lingvisη XX veka' 

1 - III, Moskva. 

Berkov, V. P. & Ersov, B. A.(1955) "0 popytkax masinnogo perevoda," 
V ]a, 6, pp. 145-148. 

Boguslavskij , 1. M. (1985) Issledovan띠 po sintaksiceskoj semantike, Moskva. 

Boguslavskij, 1. M.(1996) Sfera dξistvija leksiceskix edinic, Moskva. 

Bondarko, A. V. (1971) Grammatices때;a kategorija i kontekst, Leningrad. 

Bondarko, A. V.(ed.)(1973), Funkcional'nyj analiz gnαnmaticeskix kategorij, 

Moskva. 

Bondarko, A. V. (1978) Grammaticeskoe znacenie i smysl, Leningrad. 



232 러시아연구 제 15권 제 1 호 

Bondarko, A. V. (1983) Principy funkcional'noj grammatiki 

aspektologii, Leningrad. 

Bondarko, A. V. (1984) Funkcional'naja grammatika, Leningrad. 

voprosy 

Bruche-Schulz, G.(1984) Russische Sprachwissensc빼't， Wissensc，빼t 1m 

historisch-politischen Prozess des vorsowjetischen und sowjetischen 

Russland, Tübingen. 

Bulygina,' T. V. (1982) "K postroeniju tipologii predikatov v russkom 

jazyke," in O. N. Seliverstova(edJ, Semanticeskie tipy predikatov, 

Moskva, pp. 7-85. 

Bulygina, T. V. & Smelev, A. D.(1989) "Mental ’nye predikaty v aspekte 

aspektologii," Logiceskij analiz ja강ka; Problemy intensional'nyx 

pragmatiεeskix kontekstov , Moskva, pp. 31-54. 

Bulygina, T. V. & Smelev, A. D. (1997) ]azykovaja konceptualizacija mira, 

Moskva. 

Cikobava, A.(1985) "Kogda kak ëto bylo," Eiegodnik iberijsko-

kavkazskogo jazykoznanija, XII. 

Desnickaja, A. V.(1955) Voprosy izucenija rodstva indoevropejskix jazykov, 
Moskva. 

Efimov, A. 1.(1969) Stilistika russkogo jazyka, Moskva. 

Filin, F. P., Jarceva, V. N. et 머.(1967) ]azyk i myslenie, Moskva. 

Filin, F. P., Gorskij , D. P. et 머.(1968) ]azyk i ob삶éstvo， Moskva. 

Filin, F. P., Desnikaja, A. V. et 머.(1970) Leninizm i teoreticeskie problemy 

jazykoznanija, Moskva. 

Filipenko, M. V.(2003) Semantika nare때 i adverbial'nyx vyraienij, Moskva. 

Girl‘e, W. & Jachnow, H.(1974) Sowjetische Soziolinguistik, Kronberg. 

Gladkij , A. V. (1966) Uroki matematiceskoj lingvistiki, Novosibirsk. 

Gladkij , A. V.(1973) Formal'nye grammatiki i jazyki, Moskva. 

Gla뼈j ， A. V.(1982) "0 znacenii sojuza esli," Seηliotika i iriformatika, 18, pp. 

43-75. 

Gl때áj ， A V. &M리’cuk， 1. A(1~) Bementy rmterrotii5eskoj lù핑vistiki， Moskva 

Grigor ’ev, V. 1.(1959) "0 kode i jazyke," V]a , 6, pp. 24-36. 

Grigor’ev, V. P.(1960) "0 razvitii struktumyx matematiceskix metodov 



반성과 지향의 이론적 형식으로서 러시아 언어학의 흐름 233 

issledovanija jazyka," V Ja, 4, pp. 153-155. 

Gvozdev, A. N. (1949) 0 fonologicesk따 sredstvax russkogo jazyka, Moskva. 

Gvozdev, A. N.(1952) Ocerki po stilistike ja강ka， Moskva. 

Halle, M. (1963) "Phonemics기n Sebeok, Th. A. et aI.(eds.)(1963), pp. 5-21. 

Iordanskaja, L. N. (1963) "0 nekotoryx svojstvax pravil ’noj sintaksiceskoj 

struktury," V Ja, 4, pp. 102-112. 

Iordanskaja, L. N. (1967) Avtomaticeskij sintaksiceskij analiz, tom II: 

meise믿nentnχi sintaksiceskij analiz, Novosibirsk. 

Ivanov, V. V. (1958a) "Lingvisticekie voprosy sozdanija masinnogo jazyka 

dlja informacionnoj masiny," 1. 

Ivanov, V. V.(1958b) "Matematiceskaja lingvistika," Bol확;a sovets뼈;a 

énciklopedija, 2-oe izd., 51. 

Ivanov, V. V. (1961a) "Jazyk v sopostavlenii s drugimi sredstvami peredaCi 

xranenija informacii," Doklady na konferencii po obrabotke informacii, 

masinnomu perevodu i avtomaticeskomu cteniju teksta(DokKJ, Moskva. 

Ivanov, V. V. (1961b) "Lingvisticeskie voprosy stixotvomogo perevoda," 

Masinnyj perevod, 2. 

J따‘obson， R.(1960) "The Kazan ’s School of Polish linguistics," in Selected 

Writings !I, 1971, The Hague, pp. 389-393. 

Jakovlev, N. F.(1928) "Matematiceskaja fomula postroenija a1favita ," 

Kul'tura i pismennost' Vostoka 1, B따‘u. 
J와‘ovleva， E. S.(1994), Fragmenty russkoj jazykov이 kartiny mira, Moskva. 

Karaulov, Ju. N. et aI.(eds.)(1997) Russkij jazyk, Enciklopedija, Moskva. 

Kibrik, A. E.(2003) Konstanty i peremennye ja강ka， Sankt-Peterburg. 

Kiefer, F.(1968) Mathematical linguistics in Eastem Europe, New York. 

Kiparsky, V. (1963) "Comparative and historica1 Slavistics," in Sebeok Th. 

A. et aI.(eds.), pp. 94-110. 

Kolesov, V. V.(2003) Istorija russkogo jazykoananψ， Sankt. -Peterburg. 

Kozina, M. N.(1968) Stilistika russkogo ja강ka， Moskva. 

Krysin, L. P.(ed.)(2애0) Russkij jazyk segodnja, 1, Moskva. 

Krysin, L. P.(ed.)(2003) Russ찌i jazyk segodnja, 2, Moskva. 

Krysin, L. P.(2004) Russkoe slovo, svoe i cuioe, Moskva. 



234 러시아연구 제 15권 제 1호 

Kubrj빼ova， E. S.(2004) ]azyk i znanie, Moskva. 

삐행na， O. S.(19J7) "OJ 띠nan slXJsobe 때벼머밍ija 뼈맹stiæs에X lXJnjatij ," 

Bj，띠leten' 00’edinenija po proolerrrm rrn호~1VlOgO perer.αia (BOPMP), 3, pp. 1-18. 

Kulagina, O. S.(l958) "Ob odnom sposobe opredelenija grammaticeskix 

ponjatij nabaze teorii mnozestv," Problemy kibemetiki, 1, pp. 203-214. 

Kuznecov, P. S.(l~) "ESce 0 gumanizme i degumanizacii," V]a, 4, pp. 62-74. 

Kuznecov., P. S.(1967) Avtobiogn따[ja， Rukopis ’ 
Lapteva, O. A.(l976) Russ.때i razgovomyj sintaksis, Moskva. 

Leont ’ev, A. A.(l965) Slovo v recevoj d，강átel'nosti， Moskva. 

L ’Hermitte, R.(l969) "La linguistique soviétique," Langages, 15, pp. 3-13. 

L ’Hermitte, R.(l985) "Trenete années de linguistique soviétique," Revue 

d' études slaves, L VII!2, pp. 283-293. 

L ’Hermitte, R. (1987) Science et perversion idéolatique: Marr, marrisme, 

marristes, une page de l'histoire de la linguistique soviétique, Paris. 

Larcev, V. G. (l988) Evgenij Dmitrievic Polvanov: Stranicy iizni 

dξjatel'nosti， Moskva. 

Leont ’ev, A. A. et aI.(1968) "Zizn’ dejatel'nost ’ E. D. Polivanova," in 

Polivanov, E. D., Stat'i po ob삶emu ja강koznaniju， pp. 7-30. 

Leont ’eva, N. N. (l998) "0 statuse valentnostej v informacionnom analize 

teksta," Semiotika i informatika, 36, pp. 41 -50. 

Ljasevskaja, O. N.(2004) Semantika russkogo εïsla， Moskva. 

Martem ’janov, Ju. S.(1998) "Metafora <<valentnost ’>>: mesto v metajazykax 

lingvistiki," Semiotika i informatika, 36, pp. 51-70. 

Mel'c따‘， 1. A. (1959) "K voprosu 0 ’grammaticeskom’ v jazyke-posrednike," in 

Tezis y sovesmn띠 po matematiceskoj lingvistike(TezSMU , Le띠ngrad. 

Mel ’f따， 1. A. (1961a) "0 nekotoryx tipax jazykovyx znacenij ," in Axmanova, 

O. S., et 외.， 0 toenyx metodax issledovanija ja캉뼈， Moskva. 

Mel ’cuk, 1. A. (1961b) "Masinnyj perevod i lingvistika," idem. 

Mel’f바‘， 1. A.(l964) Avtomaticeskij sintaksiceskij analiz, tom 1, Novosibirsk. 

Mel ’cuk, 1. A. (1974) Opyt teorii lingvisticeskix modelej <<smysl 성 tekst>>, 
2-oe izd.(1999), Moskva. 

Mel’cuk, 1. A.(l988) Dependency syn따x: Theory and practice, New Y ork. 



반성과 지향의 이론적 형식으로서 러시아 언어학의 흐름 235 

h엠’때 1. A (1ffi1) ’E꿇 raz k voprosu ob ergativnoj konstru1때，" V)α 4, W. 46-&3. 

Mel녕uk， 1. A(l992), "Soglasovanie, upravlerue, kon밍uèntnost’，" V]a, 5, pp. 16-58. 

Mel ’cuk, I. A. (1996-2001) Kurs ob양éj morfologii, I-IV, Moskva-Wien. 

Mel'cuk, I. A. & Zolkovskij, A. K.(1965) "0 vozmoznom metode i instrumen띠X 

semanticeskogo sinteza," Naucno-texniceskaja informacija, 5, pp. 23-28. 

Mel ’cuk, I. A. & Zolkovskij , A. K. (967) "0 semanticeskom sinteze," 
Problemy kibernetiki, 19, pp. 177-238. 

Nalimov, V. V.(1974) Verojatnostnaja model' ja2yka, 3-e izd.(2003), 

Tomsk-Moskva. 

Odincov, V. V.(973) 0 ja2yke xudoiesαennoj prozy, Moskva. 

Odincov, V. V.(980) Stilistika teksta, Moskva. 

Paduceva, E. V.096l) "Vozmoznosti izucenija jazyka metodami teorii 

informacii," DokK. 

Paduceva, E. V.(974) 0 semantike sintaksisa, Moskva. 

Paduceva, E. V.(982) "Tema jazykovoj kommunikacii v skazkax L ’Jusa 

Kèπola，" Semiotika i informatika, 18, pp. 76-119. 

Paduceva, E. V.(985) Vyska강’vanie ego sootnesennost' s d강stvitel'nost 'ju， 

Moskva. 

Paduceva, E. V.(996) Semanticeskie issledovanija, Moskva. 

Paduceva, E. V.(2004) Dinamiceskie modeli v semantike leksiki, Moskva. 

Pen'kovskij , A. B.(2004) Ocerki po russkoj semantike, Moskva. 

Piattelli - Palmarini, M. (ed.l (979) Th깅óries du langage, théories de 

l'apprentissage: Le débat entre ]ean Piaget et Noam Chomsky, P때s. 

Piotrovskij , R. G.(1959) "Problema mesta v slove u èlementov, nesu양ix 

informaciju," Te2SML. 

Polivanov, E. D.(931) Za marksistkoe ja2yk02nanie, Moskva. 

Polivanov, E. D.(963) Stat'i po obScemu jazyk02naniju, Moskva. 

Polivanov, E. D. (1991l Trudy po vostoCnomu i obScemu ja긴Ikoznzniju， Moskva. 

Revzin, 1. 1.(1962) Modeli ja강ka， Moskva. 

Robins, R. H. (979) A short history of linguistics, 2nd ed., London. 

Saumjan, S. K.(952) "Problema fonemy ," 12v. AN, 11-4, pp. 324-344. 

Saumjan, S. K. (956) "0 su똥nosti strukturnoj lingvistiki," V ]a, 5, pp. 38-54. 



236 러시아연구 쩨 15권 제 1 호 

Saumjan, S. K. (ed.) (1962) Problemy strukturnoj lingvistiki, Moskva. 

Saumjan, S. K.(1965) Strukturnaja lingvistika, Moskva. 

Saumjan, S. K.(1974) Applikativnaja grammatika kak semantices쩌ja teorija 

estestvennyx jazykov, Moskva. 

Scerba, L. V. (1912) Russkie glasnye v kacestvennom koilcestvennom 

otnosenii, Sankt-Peterburg. 

Scerba, L: V. (1937) Fonetika francuzckogo jazyka: Ocerk fr. proiznosnija v 

sravnenii s rus, Leninigrad-Moskva. 

Scerba, L. V.(1944) "Teorija russkogo pis ’ma," in Izbrannye raboty po 

russkomu jazyku(J957), Moskva. 

상erb따‘， A. M. (1965) "Ingvisticeskie zametiki," VJa, 6, pp. 16-23. 

Sebeok, Th. A. et aI.(eds.) (1963) Current trends in linguistics: Soviet and 

East European Linguistics, The Hague. 

Sirotinina, O. B.(1974) Sovremmenqja 따zgovoηlG.Îa rec' i ee osobennosti, Moskva 

Smelev, D. N. & Vinokur, G. 0.(1968) Razvitie funkcional'nyx stil낌. 

sovremennogo russkogo jazyka, Moskva. 

Smelev, A. D.(2002) Russkij jazyk i vn낀'azykovaja d，ξjstvitel'nost'， Moskva. 

Soboleva, P. A. (983) "Transformacionnye polja applikativnoj porozdajuscej 

grammatiki modelirovanie sloznyx slov," in Problemy strukturnoj 

lingvistiki(1981), Moskva. 

Soboleva, P. A. & Saumjan, S. K.(1963) Applikativnaja paroil때;USI띠la 

model' i isCislenie transformacij v russkom jazyke, Moskva. 

Soboleva, P. A. & Saumjan, S. K.(1968) Osnovanija paroicú.킨iUs，δéj 

grammatiki russkogo jaηka， Moskva. 

Solganik, G. Ja.(1979) Sin따ksis teksta, Moskva. 

Svedova, N. Ju. et aI.(eds.) (970) Grammatika sovremmenogo r따skogo 

literaturnogo jazyka, Moskva. 

Svedova, N. Ju. et aI.(eds.)(1980) Russ때;a grammatika, Moskva. 

Unbegaun, B. 0 .(1953) A bibliogmpfúcal guide to the Russian 때19Lι2ge， Oxford. 

Uspenskij (1957a) "K opredeleniju casti reCi v teoretiko-mnozestvennoj 

sisteme jazyka," BOPMP, 5, pp. 22-26. 

Uspenskij (1957b) "K opredeleniju padeza po A. N. Kolmogorovu," idem, 



반성과 지향의 이론적 형식으로서 러시아 언어학의 흐름 237 

pp. 11 - 18; corrigenda, p. 83. 

Van Helden, W. A. (1993) Case and gender, 2 vols., Amsterdam. 

Vinogradov, V. V.(1934) Ocerki po istorii russkogo literaturnogo ja캉ka 

XVII-XIX vekov, Moskva. 

Vinogradov, V. V. (1935) ja긴Ik PU않ina， Leningrad-Moskva. 

Vinogradov, V. V.(1941) Stil' PuSkina, Moskva. 

Vinogradov, V. V.(1947) Russkij jazyk, Moskva. 

Vinogradov, V. V. (1떼) "Trudy 1. V. S빼1él IX> vopro잃mjχykoz뻐ija，" ILfiα 1. 

Vinogradov, V. V.(1959) "Sostajanie perspektivy razvitija sovetskogo 

slavjanovedenija," V ja, 6, pp. 3-17. 

Vinogradov, V. V.(l964) "0 preodolenii posledstvij kul ’ta licnost’ v sovetskom 

jazykoznanija," Teoreticeskie problemy sovremennogo sovetskogo 

jazykoznanija, Moskva, pp. 9-30. 

Vinogradov, V. V. et 머.(eds.) (1960) Grammatika russkogo jazyka, Moskva. 

V sevolodova, M. V. (2αX)) Teor띠 따1kcional' no-korrur따nikativnogo sin따ksisa， 

Moskva. 

Zaliz띠와‘， A. A.(1967) Russkoe imennoe slovoizmenie, Moskva. 

Zemskaja, E. A. (ed.)(1973) Russkij razgovornaja ree': Teksη， Moskva. 

Zemskaja, E. A. (ed.) (1983) Russ찌 razgovornaja rec', Moskva. 

Zemskaja, E. A. (ed.)(1996) Russkij jazyk konca XX stolet띠(1985-1995) ， 

Moskva. 

Zemskaja, E. A. (2004) jazyk kak dejatel'nost': Morfema, slovo, rec, Moskva. 

Zemskaja, E. A. & Smelev, D. N.(eds.)(1988) Raznovidnosti gorodskoj 

ustnoj reCi, Moskva. 

Zemskaja, E. A. & Smelev, D. N,{eds.) (1993) Russ때 jazyk v ego 

funkcionirovanii. Kommunikativno-pragmaticeskij aspekη， Moskva. 

Zinder, L. R. (1948) "Su양estv띠ut li zvuki reCi?" Izv. AN, 7, pp. 293-302. 

Zolotova, G. A (1973) Ocerk funkciαJal 'nogo sinαsisa russkogo ja캉lka， Moskva 

Zolotova, G. A.(1982) Kommunikativnye aspekty russkogo sin따ksisa， Moskva. 

Zolotova, G. A. (1988) Sintaksiceskij slovar', Moskva. 

Zolotova, G. A. et al. (1998) Kommu.nikativnaja grammatika russkogo .fi띠뼈， 

Moskva. 



238 

Abstract 

러시아연구 제 15권 재 1 호 

The Formations of Linguistic Theories 

in the History of Russian Linguistics: 

From the Marrism to the Present Day 

LEE, Kee-Woong 

In this work, 1 survey main trends of the modem linguistics in Russia 

with a distinction of three periods: Marrism, structuralism, and 

post-structuralism. With this periodic distinction, 1 try to expose the 

epistemic presupposition of each period and to reexamine the oppositions 

of different theoretical orientations. Also 1 try to explain the underlying 

reason why Soviet linguistics, in contrast with mathematics and physics, 

was easily dominated by the ideologico-theoretical tendencies. 

During the period of Marrism, the debates set forward by E. D. 

Polivanov and the group "]azykfront" could not be rightly estimated partly 

for lack of an objective evaluating system within the Soviet linguistics 

itself and partly because of the ideologico-theoretical arbitrariness of the 

Stalinism. Under the "arakceev양ina" ， however, the rich traditions of 

Russian linguistics, established by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γ， could 

be continued except the historical and compartive discipline,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which is immediately in contradiction with the Marrism. 

After the Marrism was rejected through the "Pravda debate" in 1950, 
the Soviet linguistics was reorganized under the direction of V. V. 

Vinogradov. This period could be characterized by its strong interest in 

structuralism. But it was splitted into two tendencies: formalistic 

approaches and functionalistic approaches. The 1960s was a renaissance of 

the formalistic tendency, although some neo-Marrists, among the 

functionalists, tried to criticize it. After the death of V. V. Vinogradov in 

1969, however, the neo-Marrists took the direction of the Sov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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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guistics, and they reattacked the formalistic approaches in the 1970s. 

Nevertheless, the configuration of the Soviet linguistics of the 1970s 

provides theoretically a good perspective for its further development into 

the post-structuralist period. 

The period of post-structuralism, as enlargement of the structuralist 

paradigm, presents fol1owing historical changes: dissolution of the 

opposition between formalism and functionalism with the obsolescence of 

the neo-Marrism, diversification of the functionalist tendency, developments 

in semantics and pragmatics, rehabilitation of the <<meaning 섭 text>> model 

of 1. A. Mel ’cuk, etc. And such a diversity characterizing the period of 

post-structuralism will provide a new horizon to the contemporary 

theoretical linguistics if this revivification of the rich traditions of 

functionalism and formalism in Russia lead to a systematic and appropriate 

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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