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마-기능 만능주의 문법롬에 대하여( 1)* 

양 동
 

휘 

총스키 (Chomsky 1981, 1986)과 같은 통사론 위 주의 문법 론에 반대 하여 , 

구노(Kuno 1987) 등은 의미-기능폰 위주의 운법폰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총스키 의 몽사흔 위 주의 문법 론은 소위 ‘핵 심 문법 (核心文法 : Core Gram 

mar)’에 연구를 집중하면서， 의미 -기능론이나 화용론(話用論 : pragmatícs) , 

화행 폰(話行論 : theory of speech acts) 또는 담화흔(談話論 : theory of dís. 

course) 등의 요인이 언어 사용(language use)에 개입됨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구노 둥의 의마-기능론 위주의 문볍론에서는 순수 통사론적 

접근을 실질적으로 거부하고 대체로 의마-기능 만능론을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 -기능 만능주의 문법론의 논의는 주로 ‘의미-기능’이 큰 역할 

을 한다고 보여 지 는 대 용화(代用化 : anaphora) , 특히 재 귀 사와 대 명 사에 대 

한 연구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기능 만능주의 문법학자들 

의 주장은 문법 전반에 결쳐서 모든 종류의 순수 통사론적 접근은 궁극적으 

로 의미 -기능흔적 접근으로 대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모든 통 

사척 현상은 궁극적으로 의미-기능론적흐로 설명되어져야 한다고 그들은 확 

신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떤， 모든 통사흔적 설명은 불완전하거나 왜곡 

된 것이고 오직 의미-기능론적 설명만이 완전하고 진정한 설명이 될 수 있 

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급기야는 통사콘 우용론에 이른다 

* 이 논둔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영운과 박사 과청 깅연승군의 도웅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MIT에서 언어학 막사 학위를 받고 갓 귀국한 최현숙양， 서울대 

학교 영문과 박사과정 이 긍펙양괴 권혁승군이 이 논운을 읽고 좋은 참고의 의견을 많 

이 주어서 이 논운을 개선하는 테 많은 도움이 뇌었다. 이 분들에게 감사한다. 
1 이 점에 대하여는 츰스키 (1975 서 문. 1986) 을 참조할 것. 

2 이러한 의미-기능 만능주의 운법흔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통 

사적 구운론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연 ， 예 를 들어， ‘주 

정’， ‘종속절’， ‘주어’， ‘동사구’ 등과 같은 통사-구문콘적 개녕 없이는 어떠한 문법 

폰도 성럽할 수 없기 에문이다. 
8 예플 들어 ， 구노(1986)도 책영은 Functional Syntax(~기능적 통사흔~)이지만 내 

용은 반이상이 채귀사와 대명사에 대한 것이다. 

4 양동휘 (198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진정한 통사흔적 설영은 

의미론이나 화용론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고 있는 문법학자플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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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 -기능흔 위주의 문법콘은 구노 이외의 여 러 학자들에 의 해서 

도 지지되고 있다. 예룹 틀어， 올린저 (Bolinger 1 977) 도 “하나의 의미는 하 

나의 형태만을， 그리고 하냐의 형태는 하나의 의 u] 만을 갖는다(one form for 

one meaning and one mea ning f0 1" one form)" 파는 신저l 아리l 아 떠 한 몽사 

적 현상도 의미픈칙으로 닌영될 수 있다고 본다 이펴힌 주장은 순수 황사 

론적 연구는 거의 우의미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한편， 기본(Givón 1979) 도 모든 운법현상은 언어의 의사소통적 기능에 입 

각하여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순수 통사흔적 분석은 완전하고 

진정한 설명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닥 (Dik 1978)도 “통사론은 의미론에 예 

속되 고 의 미 론은 화용론에 예 속된 다. (Syntax is subservient to semantics, 

and semantics is subservient to pragmatics. )"고 주장함:로써 , 순수 통사콘 

적 연구는 진정한 운법척 설명 에 이 를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기능 위주의 문법론들은 각각 각주 5, 6, 7에 언급한 바와 

같은 심각한 문제점들을 내포함에도 불구하고， 총스키의 통사콘 위주의 문 

법론에 대 한 대안으로서， 특히 통사론 위주의 문법론에 익숙하지 않거 나 반 

대하는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임홍빈교수 

가 이러한 의미-기 능론 위주의 운볍론에 입각하여， w국어의 재귀사 연구』 

(1 987) 라는 저서를 저솔해 냈다 이 저서에서 저자는 다른 의미-기능론 위 

주의 문법학자와 같이， 국어의 재귀사에 대한 의미 -기능 만능주의 문볍폰을 

전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임교수의 이 져서의 주장들을 연밀히 검토함으로써， 의미-기능 

5 그러나 이러한 올린거의 주장에는 심각한 운제들이 뒤따른다. 예플 들어 ， 그펴 

한 주장은 우리의 문법에서 소위 동의성(同意性 : synonymity)의 개녕을 인정하지 않 
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어떤 운법이론에서도 동의성의 개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운이다. 

e 이러한 기본의 주장에도 심각한 운제플이 뒤따른다. 우선， 모든 운법현상올 모 
두 의사소통척 기능으로 성영할 수는 없다. 예롤 을어， 국어와 영어의 의운문의 운법 

척 차이를 의사소통적 커 능온만으로 성명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하연울음(의운문)’ 
이라는 한가지 의시소통죄 기능이 애 국어와 영이에서 걱각 다른 운뱀척(통시적) 특 
성을 갖는지 의사소통직 기 능은민으로는 성영 되카 이낀다. 즉， 의시소판적 71 능만2.. 

~- 설영필 수 없는 운법헨상이 얼마든지 있다. 
7 이러한 덕의 주장에도 신각한 문제정단이 뒤따흔다 우선 ， 의미론과 아무렌 연 

관성이 없는 통사척 현상이 얼마든지 있다. 이l 플 틀어 ， 국어 에서는 동사가 옥척어 뒤 

에 오는데 영어에서는 그 반대로 동사가 목적어 앞에 오는， 풍사적 현싱의 차이는 의 
미 흔과 아우 연관이 없다. 따파서 ， 이러한 통시척 현상의 차이는 의미론에 예속펴지 
않는 순수 통사론척 연구에 의하여 성영 되어 져야 한다. 

8 이 저서는 저자가 1986년도에 서울대학교 대학윈에 제출한 딱사학위 논운을 부 
분척2..로 수갱한 것이라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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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주의 문법론의 실상을 밝혀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이 임교수의 

저서에 논의를 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저서에 대한 서평이라기보다는 의 

미 -기능 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려고 꼼이 다딩하겠다 실제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 의미-기능 만능주의 문법론을 주장해온 학자들이 임교수 

이외에도 여렷 있고， 또 이들의 글을 동헤 엄교수 자신도 영향을 받았을 터 

이므로， 본 논문에서의 의미-기능 만능주의 문법론에 대한 비판은 비록 엄 

교수의 글을 인용하고 있을지라도 엄교수만에 대한 비판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 려 , 엄 교수는 양동휘 (1981)에 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국어 학계 

에 귀중한 존재이며 ， 특히 의미-기능 만능주의 문법론을 추상적인 이론으로 

가 아니라 국어의 재귀사라는 구체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감이 있게 실 

증하여 보여 줍으로써 ， 그 문법론에 대한 의미있는 비판적 논의를 가능케 하 

였다는 점에서도 큰 공헨을 하고 있다고 보겠다. 

통사론 위 주의 문법론도 의마-기능론 위주의 문법론도 모두 각각 스스로 

최상의 운법론임을 주장한다. 이러한 엇갈련 주장을 비교 • 검토함에 있어서 

이 각각의 문법론들이 내세우는 ‘이상적인 문법’의 개념 또는 단순히 ‘운 

법’의 개념을 먼저 살펴볼 펼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을 “문법이란 무엇 

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아래 논의에서 “저 

서”란 임교수의 『국어의 재귀사 연구』를 돗하며， “저자’란 이 저서의 저자 

인 입교수를 뜻한다. 이 저서에서 저자는 자신의 의미 -기능론 위주의 운법 

론에 대 한 반대 문법 론으로서 총스키 (1981 , 1986)의 문법 론을 집 중적 으로 

비판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총스키의 문법론에 대비하여 저자의 의미 -기 

능 만능주의 문법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1. 문법이란 무엇인가 ? 

저자는 이 저서의 p.3에서 재귀사에 대한 순수 통사콘적인 구조적 접근은 

극히 추상적인 접근법으로서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띤서， 자신 

의 의미-기능적 접근은 ‘실제적 쓰임이 라는 구체적인 기초” 위에서 이루어 

지므로 유망하다고 자랑하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통사-구조적 접근은 “실 

제적 쓰엄”에서 벌어진 “추상적” 분석이고， 의미-기능적 접근은 “실제적 쓰 

엄”에 기초한 “구체적” 분석이라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추상성/구체성의 문제를 살펴보자. 저자가 통사-구조적 접근이 극히 

추상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재귀사 분석의 경우 그 재귀사의 구조적 분포를 

밝혀 내는 1차적 추상과 또 그 재귀사와 그 선행사의 구조 형상적 관련을 

9 이 저서에 대한 서명은 간략하게나마 양동휘 (1987)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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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 내는 2차척 추상이 겪치기 에운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재귀사의 구조 

적 분포나 계귀사외- 그 신행사의 구죠-형상적 관련을 밝혀내는 것이 어 떤 

의미에서 추상적 분석이라고 저자는 보는 것일까? 

이 물음과 관련하여 ， 저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첫째 

로 재귀사의 의미 -기능적 특성은 그 콩사 구조적 득성의 “총화 이상의 것” 

이며， 둘째로 화자는 재귀사의 사용에 대 한 직관적 지식으로서 통사-구조적 

특성이 아니과 의미-기능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자는 

통사-구조적 접 근을 “화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재 귀 사를 사용한다는 

전제에 입각한 접근볍”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시 말하띤， 재귀사의 여러가지 통사-구조적 특성을 아우리 모아도 한가 

지 의미 -기능적 특성에 도저히 이르지 못하며， 화자가 재귀사 사용에 활용 

하는 재귀사에 대한 지식은 의미 -기능적인 것이지 통사-구조적인 것이 아니 

라는 것이다. 그리고 후자의 근거로서는 저자 자신의 ‘직관’에 의존하는듯 

하다. 

그러나 과연 재귀사의 모든 통사-구조적 특성은 그 의미-기능척 특성보다 

차원이 낮은 것일까?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 

(1) 기. 철수，가 자기 l를 비 판했다. 

L *자기 l가 철수l를 비판했다. 

저자는 그의 저서 p. 248에서 그의 의마-기능척 원리인 ‘재귀 삼각형’ 가 

설로 (1가)과 (1 L)의 차이가 설명되지 않음을 시인하고10 이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p.254에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제약을 설정한다 : 

(2) 재귀사 주어 재약 : 

독렴적인 단위 의미역 장 안에서 재귀사는 그 주어의 위치에 올 

수 없다. 

과연， (1 L )은 재귀 삼각형 가설은 만족시키지안 채귀사 주어 제약 (2)를 

어기므로 비문법적이라고 섣명할 수 있다. 그러 나 운제는 (2) 의 재약이 의 

미-기능적 원리라기보다는 풍사-구조적 원리라고 볼 수도 있다는 짐 이다. 

실제로， (2)의 제 약은 츰스키의 지배 -결속이 콘에서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순수 통사-구조적 원리에 내포되는 것이다 : 

(3) 재귀사는 그 선행사관 성분-통어 (成分-統뼈 : c-command) 헤 서는 

안 원 다. 

10 ‘채귀 삼각형’ 가설에 대하여 뛰에 자세히 논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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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 L)에 관한 한 (3)의 제약은 다시 지배-결속이론의 결속이론(結 

束理論 : Binding Theory)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결속원리 (C)에 내포된다 : 

(4) 결속원리 (C) : 

지시적 표현(指示的 表現 : R-expression)은 결속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냐 저자는 p.259에서 재귀사 주어 제약 (2)는 다음과 같은 의미-기능 

적 원리에 서 파생되고 있으므로 통사-구초적 재약이 라고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5) 주어의 위치에 오는 논항(論項 : argument)의 의미흔적 성격 : 

독립된 단위 의미역-장 안에 서 주어의 위치에 오는 논항은 존재 

도업 요소의 성격을 가진다. 

다시 말하연， 재귀사는 존재 도입 요소가 아니으로 (5)의 원리에 따라 주 

어의 위치에 올 수 없음은 당연하다는 것이 다. 

그러나 과연 (5)가 의미-기능적 원리인가 ? (5)에서 “독렵된 단위 의미 

역 -장” ， “주어의 위치 “논항”둥은 분명히 통사-구조적 개념이고 약간 의 

01 -기능적 색채를 띤 부분이 있다면 “존재 도입 요소의 성격 을 가진다”이다. 

그런데， “ .. . 의 성격을 가진다”의 표현은， 이론적 의미가 없는 중렵적 표현 

이묘로， 결국 문제가 된다면 “존재 도입 요소”라는 표현의 개념뿐이다. 그 

러 나 “존재 도입 요소”도 굳이 의미-기능콘적 개념으로 불 필요가 없다. 왜 

냐 하면， 저자는 p. 259에서 “존재 도입 요소”란 황 (Huang 1982)의 ‘지시

의존적 요소(指示-依存的 훨素 : referentially dependent element) ’에 반대되 

는 ‘지시 -독립적 요소’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형-(1982)가 설정한 개념들은 대체로 통사적인 것이므로 그러 

한 개념들에서 파생되는 개념들도 통사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여하간， ‘존 

재 도입 요소’ 라는 개 념 자체 를 놓고 의 미 -기 능론적 이 라든지 통사-구조론적 

이 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 것은 마치 ‘경험자(experiencer) ’ 

또는 ‘유정 성 (有情性 : animateness) ’ 이 라는 개 념 을 놓고 이 젓 이 의 미 론적 개 

념이냐 또는 통사론적 개 념 이 냐고 논의를 벨이는 것과 같다. 어떠한 개념도 

의미 -기능론에서 긴요하게 활용되연 의미-기능론적 개념이고， 통사-구조론 

에서 긴요하게 활용되연 통사-구조론적 개념이라고 간주된다. 현재， ‘경험 

자’ 라는 개 념은 지배~결속이론에 서 의 미역(意味投 : 8-role)의 하나로 긴요하 

게 활용되고 있으므로 지배 -결속이콘적 개 념이 된다 11 

11 ‘경험자’라는 개념이 완전히 통사-구조적으로 정의될 수 없으므로 완전한 지 

"11 -컬속 )1 흔척 개녕야과고 할 수 았 지 않느냐고 저자는 반운할는저 모른다. 그러나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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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존재 도업 요소’가 전혀 통사흔적 개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명 

된다고 할지라도， (I L)의 비운법성이 (2) 또는 (5)와 같은 의미-기능적 원 

리에 의해서 설명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성 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l L) 

의 비문법성은 (3)이나 (4)와 같은 통사-구조적 원리로 설영될 뿐만 아니라 

(2)가 (3)이나 (4)보다 더 우수한 운법원리라는 것이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운이다. 오히려， 현재로서는 (2) 냐 (5)보다는 (3)이나 (4)가 그 보펀성이 

널리 입증되어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최소한 (1 J , L)과 같은 경우에 관련하여 고려할 때， 재귀 

사의 의미-기능적 특성이 통사-구초적 특성의 “총화 이상의 것”이라는 저자 

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 그려면， 화자가 재귀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지식은 통사-구조적 인 것이 아니 고 의미-기능적인 것이라는 저자의 가정은 

정당한가? 그러한 가정의 근거로， 저자는 의마-기능적인 것이 ‘직관적’이 

라고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화자의 운법적 지식의 성격을 미리 규정하거나 가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왜냐하면， 화자의 운법적 지식의 성격이나 내 

용이야말로 운법학자가 영원히 탐구하고 규명해야 할 운법학의 근원적 과제 

이지 미리 기-정하고 들어 갈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미-기 

능척 지식이 ‘직관적’이므로 화자가 직관척무로 알고 있A리라고 가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해결되지 않은 의운점/운제점들을 내포한다. 첫째 ， ‘직관 

적’ 지식이란 우엇인지 ? 즉， 어떤 의미에서 의미-기능적 지식은 직관적 지 

식이고 통사-구조적 지식은 직관적 지식이 아닌지 ? 만일 ‘직관적’ 지식이 

‘의식적’ 지식을 뜻한다연 ， 왜 화자의 ‘의식적’ 문법지식은 그처럼 문법학 

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무의식적’ 문법지식은 운법학자의 관심 

의 대상이 되지 않는지 ? 오히려， 생성운법에·서는 화자의 ‘무의식적’ 운법 

지식을 더 중요하게 온다. 둘째， 사람마다 의식의 수줍이나 직관의 수준이 

다르으로 각각 ‘의식적’ 또는 ‘직 관적’ 운법지식의 수준도 다를 터인데， 과 

연 어느 수줌의 ‘직관적’ 운볍지식을 정상적인 ‘화자의 운법지식’￡로 간주 

하고， 따라서 심각한 운법 연구의 대상요로 상융 것인지 ? 심제로， 교육수준 
에 따라 화자의 직관적 운법지식도 엄청냥 차이가 날 수 있다. 

결흔적으로， 의미 -기능적 지식은 화자의 ‘직관적’ 지식이고. 동사-구초적 

사」구조흔척 개녕。1 만요시 완갱히 통사」구초척으로 갱의휩 수 없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이것응 마치 의미一기능혼척 개엽이 반드시 완갱히 의미-기 농척으로 갱의훨 필 
요가 없논 것과 같다. 예 를 들어， 저자는 그의 재귀사에 대한 의미 -기 능론에서 ‘선 행 
사’， ‘주어’등의 개녕 을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의미-기 농척으호 완갱히 
갱의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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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은 그렇지 않다든가， ‘직관적’ 또는 ‘의식적’ 문볍지식이 ‘바직관적 ’ 또 

는 ‘무의식적’ 문법지식보다 더 중요하다든가 하는 저자의 가갱윤 그 정당 

성이 확인되 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재귀사에 대한 통사-구조적 접근은 ‘추상적’이 

므로 나쁘고， 의미 -기능적 접근은 ‘구체적’이므로 좋다는 저자의 주장을 뒷 

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설령 어떤 의미에 있어서 통 

사-구조적 접근이 의미-기능적 정근보다 더 추상적임이 판명된다고 할지라 

도， 그 이유 하나만으로 통사-구조적 접근은 도저히 “성공할 수 없다”고 단 

언할 수는 없다. 왜냐하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처럼 극히 추상적이면 

서도 뛰어난 학문적 이론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광범위한 개 

별 현상들을 섣영해주는 설명력 이 높은 이론일수록 추상성을 더 띤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연， 구체적 개별 현상에 정근되어 있는， 구체성을 띤 이론 

일수록 그 적용 범위가 오히려 제한될 가능성이 크기 해문이다. 

한펀， 의미 -기능적 접근은 과연 얼마나 ‘구체적’ 인가 잘펴보자. 저자의 

대 표적인 의미 -기능적 원리인 ‘재귀 삼각형’ 가설을 검토해보기로 한다. ‘재 

귀 삼각형’ 가섣이란， 간략히 말하여， 재귀사 ‘자기’의 선행사는 그 재귀사 

에 연관되는 경험 내용을 의식 • 인지하거나 또는 어떤 관찰자가 그 션행사 

의 의식 • 인지를 대신해주어야 한다는 것인데 ， 그 과정을 관찰자의 선행사 

에 대한 주관화(主觀化)와 관찰자의 재귀사에 대한 객관화(客觀化)로 설정 

하고 있다. 재귀사에 대한 문법으로서 이와 같이 관찰자의 ‘주관화’와 ‘객 

관화’를 설청하는 저자의 의미-기능적 접근을 과연 매우 ‘구체적’인 것이라 

고 할 수 있을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자는 재귀사의 ‘구조적 분포’ 

의 규명이 1차적 추상이고 재귀사와 그 선행사의 ‘구조-형상적 관련’의 규 

명이 2차적 추상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재귀사에 대한 

‘구조적 분포’ 나 ‘구조-형 상적 관련’ 의 규명 이 관찰자의 ‘주관화’ 와 ‘객 관 

화’보다 덜 추상적이 아닐까? 

혹시 저자는 ‘추상’이라는 용어를 어떤 특별한 의미로 쓰고 있는지 모른 

다. 그렇다면， 저자는 그 특별한 의미의 ‘추상’이라는 개녕의 명시적 정의 

를 주고， 그러한 특별한 ‘추상’의 개념이 문볍적으로 긴요함을 보여주었어 

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명백한 것은， ‘구조적 분포’나 ‘구조-형상적 관련 

성’의 통사-구조적 분석은 항상 ‘객관적’ 반증(反證 : falsification) 이 가능하 

지만 관찰자의 ‘주관화’나 ‘객 관화’의 의미 -기능적 분석은 뒤에 논의하는 

바와 같이 그 객관적 반증이 어 렴거 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또 뒤에 논의하는 바와 같이 통사-구조적 정근과 의미-기능적 접근의 

전반적 특성의 차이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저자의 통사-구조적 접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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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추상성’ 시비는 정멍하지 않다. 동시에， 저자의 의미-기능적 접근에 대 

한 ‘구체성’ 찬양도 정당하지 않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문법이 ‘추상적’이어서는 안되고 ‘구체적’이어야 한 

다든지， 또는 ‘통사-구조적’이어서는 안되고 ‘의미-기능적’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느 쪽이 되든 간에 객관적 증거와 논증에 의 

해 정 당화(motivated)되 어 야 할 뿐이 라고 생 각해 야 한다. 다시 말하면， ‘추 

상적’ 문법원리도 정당화된 것이면 좋은 것이고， ‘객관적’ 문법원리도 정당 

화되지 않았으면 나쁘며， ‘통사-구조적 ’ 운법원리도 정당화된 것이면 좋고， 

‘의미 -기능적 ’ 문법원리도 정당화되지 않았으떤 나쁘다고 보는 지-세가 필요 

하다. 따라서， 학문으로서의 ‘문법’이 란 어떤 문법적 원리나 가섣을 정당화 

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와 논증의 집합으로 볼 수 있다. 즉， ‘문법’이란 ‘종 

교’ 가 아니 다. 그런고로， ‘통사 구조적 ’ 접 근은 무조건 나쁘고 ‘의 미 -기 능 

적’ 접근은 무조건 좋다는 식의 선업견은 정당하지 않다. 

설령 지금까지의 연구결과가 의미-기능주의 문법론을 확실히 지지한다고 

할지라도， 의미-기능주의 문볍론만이 절대 진리라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하 

다. 왜냐하면， 어느 분야이든 학문경 견구의 완천 해결은 영원히 불가능하 

기 때문이다 12 즉， 우리는 언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반대되는 새로운 증 

거 나 논증에 도달할지 모르기 해문이 다. 다시 말하면， 학자는 학문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영원히 직연한다고 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그의 

저서를 다음과 같은 말로써 시작하고 있다 : “이제 재귀사 일반 혹은 국어의 

재귀사에 대하여서는 사실상 가능한 모든 해결법이 개발， 제시된 상태 이며， 

. .. " (P. l). 이러한 단정은 학문적으로 불가능하며 부당하다. 왜냐하면， 앞서 

시사한 바와 같이， 어떤 학문적 문제에 대한 보다 냐은 세로운 해결 또는 

해결법의 출현은 항상 가능하기 혜문이다. 

저자는 질질적으로 재귀사에 대한 해결법이 완천히는 아니더라도 거의 다 

개발 • 제시된 셈이 아니냐고 반문하띤서，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별로 해 

로울 것도 없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문볍폰의 발전 

에 대한 옳지 않은 비관적 전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문법론의 전망에 

대한 비관적 견해는 의미-기능 만능주의와 같은 극단적 문법론을 주장하게 

되는 요언의 하나가 펀다. 왜냐하면， 예플 들어， 재귀사의 분석에 있어 보 

다 나은 해결법이 더 이상 개발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필 때는， 현재로서 기 

12 가령， 어 느 분야의 학문적 연구가 낭깅없이 완결되었다고 하자. 그러연 그 분야 

의 학문활통은 그 순간부터 갱지펴고， 그 완결펀 연구결과플 도서관에 잘 보관하는 일 

만이 냥을 것이 다. 그려나 인류 역사상 이런 식 으로 연구가 완결펀 학문이 없었다. 그 

런 예가 있었다연， 아마도 그것은 정 상적인 ‘학문’으로 간주되지 옷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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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그럴듯하게 보이는 해결법을 최상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지의 재귀사 문법의 발전에 대한 비관적 견해는 갱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만큼 그의 재귀사에 대한 의미-기능 만능주의 문법론도 

정당성을 잃는다고 보겠다. 

다음에는， 저자의 저서 p.3으로 다시 몰아가， 그의 의미-기능주의 재귀사 

문법은 “실제적 쓰엄”이라는 구체적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자랑을 검토 

해 보자. 우선， 이러한 자랑은 통사-구조주의 문법은 “실제적 쓰입”이라는 

구체적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수 없음을 시사하는데， 실제로는 어떠한 문법 

이든지 “실제적 쓰엄”이라는 구체적 기초 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즉， 통사-구조주의 문법도 “실제적 쓰임”에 입각할 수 있 

고， 의미 -기능주의 문법도 “실제적 쓰엄”에 입각하지 못힐 수도 있다. 

혹시 저자는 “실제적 쓰입”이라는 표현으로 말의 ‘의미-기능적 요소’를 

뭇했는지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의미-기능주의 문법이 ‘실제적 쓰임’에 입 

각한다는 것이 전혀 자랑이 될 수 없다. 다만， 그런 의미 -기능적 요소가 운 

법적으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됨올 증명하고， 저자의 의미-기능주의 문법이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규명 ·포착하고 있음을 보였을 때， 비로소 자랑이 

될 수 있다 13 

만일 “실제적 쓰임”이라는 표현으로 문자 그대로 말의 실제 사용， 즉 실 

제 발화(發話 : utterance)롤 뭇했다연， 그러한 “실제적 쓰엄”에 입각한 문법 

은， 학문적인 관점에서 올 때， 자랑은커녕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연， 

우리의 실제 발화 자체는 학문적 문법의 연구대상으로 부적당함이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실제 발화 자체는 비문법적 요인들이 개염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를 문법분식의 대상으로 상을 때， 비문법적 요인해문에 

문법적 요인을 밝혀내는 일이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말을 할 때， 

외적인 상황에 따라 또는 내적인 심리적 상태에 따라 말씨나 말투가 달라지 

고 심지어는 말을 더듬거냐 올바른 말을 옷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적 또 

는 심리적 요인들을 적절히 배제하지 않은 실지l 발화 그 자체 를 가지고 문 

법을 연구한다고 할 예， 깊이 있는 체계적 연구가 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비문법적 요인들에 의한 왜곡된(비정상적인) 딸회의 자료까지 그대로 연구 

대상으로 삼게 되면， 푼법적 요인에 대한 강이 있는 체계적 규명이 어려워 

지기 에운이다. 

따라서， 우리의 문볍은 우리의 발화 그 자체기- 이·니라 우리의 발화의 능 

13 “실제적 쓰임”이라는 말에 내 포되어 있는 의 n]-기 능적 요소가 문법적으로 중요 

한 연구대상이 펀다고 단언하기 어려움을 뒤에 논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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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즉 ‘언어적 지식 (linguistic knowledge) ’ 또는 ‘언어적 능릭 (linguistic 

ccmpetence)’을 그 연구 대상￡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운법이란 우리의 

언어적 지식 또는 언어적 능력의 명시적 규명이라고 할 수 있다 14 이러한 

문법의 개녕이 그 정당성 이 인정되는 만큼， “실제적 쓰임”이라는 구체적 기 

초에 입각한 운법이 반드시 최상의 문1쉽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왜냐하염， 

최상의 문법은 우리말의 “실제적 쓰입” 자체 를 규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언어적 능력을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여기서 소위 언어적 능력과 비언어적 능력을 구별하는 기준이 우 

엇이냐고 물으연서， 언어적 능력 속에 의미 -기능적 능력도 포함되지 않겠느 

냐고 반문할는지 모른다. 우리의 설제 언어 사용에 활용되는 언어적 능력과 

바언어적 능력의 구별 및 규명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언어적 능 

력 ’의 규명을 위해서는 ‘언어적’이란 말의 명시적 규명이 필요하다. ‘언어 

적’이란 말의 규명을 위해서는 ‘언어’의 명시척 규명이 필요하다. 만일 ‘언 

어’를 상식적으로 ‘인간의 의사 소통의 수단’이라고 간단히 갱의하연， 인간 

의 의사 소통에 활용되는 모든 능력을 언어적 능력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의미 -기능적 능력도 당연히 ‘언어적 뉴력 ’ 속에 포함될 것 

이다. 

그러나 ‘언어’ 를 단순히 ‘인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갱의하는데에는 

다음과 같은 운제점들이 있다. 첫째， ‘언어’만이 ‘인간의 의사소통의 수단’ 

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의사 소통을 한다. 심지 어는 말을 안하는 것으로 (묵비권 행사의 경우) 의 

사를 전달하기도 한다. 농아들의 수화(手話)는 매우 조직적인 비언어척 의 

사소통의 수단이다. 따라서， ‘인간의 의사 소통의 수단’이라는 정의는 ‘언 

어’를 명시적으로 특징짓는 규명이라고 할 수 없다. 물째， 언어가 의사 소 

통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 소통의 수단으로만 쓰이는 것 

은 아니다. 예 를 들어， 독백을 할 때냐， 자신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할 해， 

우리는 홀로 말을 중얼거리게 되는데， 이러한 언어 사용은 의사 소통을 위 

한 것이 아닝이 . 확실하다 15 

따라서， ‘언어’ 라는 개념과 ‘의사 소통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언어’의 

개녕은 구별되어야 한다. 전자가 언어의 본절적 특성만을 나타낸다연， 후자 

는 언어의 사용적 특성도 내포한다고 하겠다. 앞서 논의한 ‘언어적 능력’도 

이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콸 수 있다. 즉， 언어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 이 갱 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은 츰스키 (1965, 1986) 을 참조할 것 . 
15 이 정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은 양동휘 (1988)올 창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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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능력과 언어의 사용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능력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문법’ 

이 명시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언어적 능력’은 전자의 능력， 즉 언어의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능력이다. 왜냐하연， 후자의 

능력， 즉 언어의 사용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능력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비문법적 또는 비언어적 요인이 내포되기 때운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실제 언어 사용의 능력은 주의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둥과 

같은 인간의 일반적 인지 능력(認쩌能力 : cognitive capacity)에 의하여 상당 

히 좌우된다 16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일반적 인지 능력은 언어 사용에만 관여되는 능력 

이 아니으로， ‘언어’ 또는 ‘언어적 능력’을 직접 반영 또는 특정지어주는 능 

력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일반적 인지 능력이 관여되는 

우리의 언어 사용의 능력은 역시 순수한 ‘언어적 능력’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냐 ‘언어적 능력 (linguistic competence)’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언어사용 

의 능력 도 내포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쉬우으로， 츰스키(1980)은 ‘언어척 능 

력 ’ 이 라는 말 대 신에 ‘문법 적 능릭 (grammatical competence) ’ 이 라는 말을 쓰 

고 있다. 따라서， 그는 운법이란 운법적 능력의 명시적 규명이라고 정의한 

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사용의 능력 은 운법 적 능력 과 앞서 논의한 일반적 

인지 능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리고 우리의 언어 사용 능팩에 

대한 연구는 문법척 능력의 연구에서 출발하여， 그 기초 위에 일반적 인지 

능력 의 요인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운법 

적 능력의 연구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 루어져 있a냐， 언어사용에 관련된 

일반적 인지 능력 의 연구는 그렇게 체계 척 으로 이 루어 져 있지 않은 실정이 

기 때문이다. 

결본적￡로， 말의 ‘실제 적 쓰입’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는 소위 ‘문법적 

능력 ’의 요인과 일반적 ‘인지 능력 ’의 요인을 구별해내고， 전자가 운법외 

주요 연구 대 상이 된다고 볼 때 ， 막연하게 ‘실제 적 쓰입’에 기초를 두고 있 

는 의 미 -기 능주의 운법 이 그렇 지 옷한 통사-구초주의 문법 보다 우수하다는 

주장은 학문적으로 심각한 의의를 갖기에는 너무도 막연하다. 왜냐하연， 말 

의 ‘실제적 쓰임’이라는 개념이 소위 ‘문법 적 능력 ’의 요인 이외의 요인들 

을 내표하고 있으드로， 보다 명 시적 인 규명이 뒤따르지 않는 한， ‘실제적 

쓰엄’이라는 개념 자체의 문법적 의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여하간， ‘실 

제적 쓰임’이라는 것은 심각한 학문적 논의의 대상으로는 너무 막연하고， 

16 이 점에 대하여 더 자세 한 것은 츰스키 (1 980, 1986) 올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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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학문적 주장 역시 막연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저자는 p. 1에서 “무잇보다도 논의의 시작에 있어 ‘재귀사란 무엇인가?’라 

는 물음에 대하여 명확한 출딸점에 서기 어려 움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재귀사 연구는 “재귀사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명확한 담을가지고 출발해야 마땅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전제는 논리적 모순을 내포한다. 왜냐하면， “재귀사란 무엇인가?"라 

는 물음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제귀사 연구의 결과로만 얻어질 수 있기 예 

문이다. 다시 말하연， 엄밀한 의미에서， “재귀사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명확하고 진정한 해답을 가졌다면， 제귀사 연구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아마도 여기서 “재귀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그런 근원척이고 심각한 울음a로 말한 것이 아니라 “우엇을 제귀사라고 지 

청할 것인가?" 갱도의 물음으로 말한 것이라고 할는지 모른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문제는 역시 남는다. 왜냐하면， “무엇을 재귀사라고 

지청할 것인가?"라는 물음도 “재귀사”라는 말을 내포하므로 “재귀사란 무 

엇인가?"라는 울음을 완전히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재귀사’가 무 

엇인지 명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재귀사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이처럼 학문적으로 엄벌하게 ‘재 귀사’를 규명하기 이 전에 

도 우리는 보통 ‘재귀사’ 를 직관적으로 또는 상식적으로나마 나름대로 정의 

할 수 있고， 그러한 ‘재귀사’의 정의에 입각하여 재귀사에 대한 본격적인 학 

문적 연구를 시작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실재로 모든 문법적 연 

구의 실재 과정이 아니겠느냐고 저자는 반문할는지 모른다. 물론 모든 문법 

적 연구는 모든 다른 학문적 연구가 그러하듯이 그 연구 대상에 대하여 나 

름대로의 가정을 하거나 이 름을 붙이고 그 연구를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이나 이 릉붙이기가 그 연구 대 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 

답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 우리의 연구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 

답은 이제부터 우리의 연구가 밝혀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재귀사란 우엇인가? "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우리의 재귀사 

연구의 결과로 밝혀지는 것일까 ? 또는 그러한 해답이 우리가 어느 정도로 

깊이 연구하면 얻어지는 것일까? “재 귀사란 무엇인가 ? "에 대 한 완전하고 

진정한 해당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띤， 그러한 완전한 

해답을 얻었다는 것은 인류의 재귀사 연구의 종말을 뭇하는데， 인간의 학문 

적 연구의 변중법(辦證法)적 속성 때문에 어떠한 진정한 의미의 학문적 연 

구도 완전 해결이라는 종말에 이 를 수 없기 때문이다. 

“재귀사란 무엇인가 ? "라는 물음에 대한 이러한 심각한 논의에 대하여 ， 저 

자는 자기는 별로 특별한 의미없이 가볍게 한 말을 너무 심각하게 트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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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는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운영한 것은 저자가 

이 저서의 학문적 논의에서 이져럼 다분히 상식적이고 직관적으로 말을 하 

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다. 학문적 논의에서 객관적인 학문적 논중에 입각 

하지 않은， 상식과 직관에 입각한 논의는 그 학문척 의의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렴에 도 불구하고， 저자가 이쳐럼 엄격히 학문적이 아닌， 다분히 상 

식척이고 직관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이유중의 하냐는 그의 의미 -기능 만능 

주의 신념에 기언한다고 보겠다. 왜냐하면， 그의 의미-기능 만능주의는 ‘추 

상적’ ， ‘기계 적’， ‘이흔적 ’ 설명보다도 ‘구체적’， ‘직관적’， ‘상식적’ 설명 

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저 자는 p. 3에 서 

통사-구조 문법을 너 무 ‘추상적’이라고 비판하고 의미-기능 문법은 실제적 

쓰임이라는 ‘구체적’ 기초 위에 서 있음을 찬양하고 있으며， p.8의 각주 9 

에서 통사-구초적 원리는 ‘기계적 ’ 이라고 비판하고 p.255에서 앞서 논의한 

재귀사 주어 제약(2)와 같은 의미-기능적 원리는 “기계적인 것이 아니 기 때 

문에” “애우 자연스런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비-와 같이 ，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또는 기계적인 

설명이 반드시 냐쁘다고 할 수도 없고， 반연에 구체적이고 직관적이고 상식 

척인 설명 이 반드시 좋다고 할 수도 없다. 설명의 우열은 어느 쪽이 더 많 

이 정당화(motivated， justified) 될 수 있느냐에만 달려 있기 때문이다. 매우 

추싱적이고 매우 기계척인 설명 이 크게 정당화될 수 있는 반면에， 매우 구 

체적이고 매우 직관적으로 자연스러워 보이는 설명이 전혀 정당화될 수 없 

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오늘날의 형식문법(形式文法 : formal grammar)들 

은 모두 ‘직관적’인 설영보다는 ‘기계적 ’인 설명을 선호한다 17 그 이유는 

‘기계적’ 설명이 ‘직관적’ 설명과는 달리 그 정당화에 있어서 ‘칙관’， ‘주 

관’ 또는 ‘선임견’둥이 개업 될 가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그의 저서에서 ‘기계적’ 설명을 무조건 반대 

하고， 직관적으로 “자연스런” 또는 그렬듯한 설명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역 

시 그의 의미 기 능 만능주의 신념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즉， 의미 -기능척 

개념은 통사-구조적으로 또는 ‘기계 적 ’으로 규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 

나， 그렇다고 해서 ， 의미 -기 능주의 문법은 객관적 논증에 의한 정당화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미-기능적 현상의 성격상， 의미-기능주의 

11 오늘날의 주요 통사이흔들은 모두 형 식 문법이다. 예 를 들연 ， 총스키 의 지애-결 

속이 론 이 외 에 , 브레 즈년 (Bresnan)의 어 휘 -기 능운법 (Lexical-Functional Grammar) , 
개 즈더 (Gazdar)의 얼 반화구구조문법 (Gen 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 포스 
탈-펄 머 터 (Postal-Perlmutter)의 관계 운법 CRelational Grammar) , 박-오그라디 (Bach-
0’Grady)의 뱅 주문법 (Categorial Grammar) 등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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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은 ‘객관적’ 논증만으로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고 ‘직관적/상식적’ 또는 

다운히 ‘주관적’ 논의도 허용된다는 논리는 성핍하지 않는다. 실제로， 의 

u1 -기능주의 운법은 염걱한 객관적 논증에 의해서 경당화펼 펼요가 없다는 

인식 아래， ‘직관적/상식적’ 또는 다분히 ‘주관적’ 논의흘 문법에 불러들이 

기 시작할 때， 재귀사 연구는 “재뀌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명확 

한 해답을 가지고 출발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발상을 서슴없이 하게 펀 

다. 왜냐하면， 의미-기능주의라는 미명 아래， 엄격하고 철저한 객관적 논증 

없이 다만 ‘직관적’으로 “재귀사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영을 

수 있다고 막연히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법에 대한 ‘직관적/상식적’ 태도는 저자의 문법체계 전반에 대 

한 견해에서도 나타난다. 저자는 p.9에서 이 저서의 ‘이 론적인 배경’은 지 

배-결속 이 흔이라고 말하고 국어 통사론과 관련하여 지배-결속 이론을 간략 

히 소개하고 있다 18 그러나 이 저서의 결흔적 주장은 지배-컬속 이 론의 결 

속이 롱을 거의 전면 폐기하고 그 대신 구노식 의미 -기능주의 결속원리들로 

전띤 대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저자는 츰스키 의 지배 결속 이론 

에서 그 결속이 론을 잘라내고 그 자리에 구노의 의미 -기능 문법의 결속원리 

를 정붙이려는 것이다. 저자는 아마도 이러한 시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예냐하면， 어느 문법 이흔도 완벽하 

지 옷한 상황에서 여러 이 론들의 장점들만 따서 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그럴 

듯 하게 보이기 에운이다. 

그러나 이 러한 말상은 문법이라는 이 론체제 또는 학문을 너무 ‘직관적/상 

식적’으로 보는 데서 야기되는 오류-이다. 왜냐하띤， 어떤 두 이 흔적 체계의 

부분들을 직접척으로 접합 또는 통합한다는 것은 ‘직관적/싱식적’으로는 그 

럴듯 하지 만 학문적 으로는 판가능하기 때 문이 다. 운뱀 이 흔을 포함하며 모든 

체계적 이론이란 엄격히 선정 · 설정된 원초적 개념(原初的 械念: primitive 

concept)과 공리 (公理 : axiom)만을 기 초로 하여 운용(週用 : operate)되 어 야 

한다. 체계적 이 흔이 ‘직관’이냐 ‘상식’ 이상의 섣명력을 갖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엄선된 원초적 개념과 공리들의 제한성 애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체계적 이 흔에서 그 원초적 개념이나 공리를 바꿔치기하거나 

변경한다는 것은 그 체계적 이 흔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실명력에 변화블 

가져오며， 동시에 전혀 다른 미지의 체계적 이론이 되어바리거나 이 흔으로 

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논 것이다. 

18 울흔 저자가 지매-결속 이 흔융 소개하는 과청에서 지 "11 -결속 이흔의 구체적 제 

안에 대하여 약간의 비 판을 가하고 있다 그러냐 저자가 지매-절속이론의 전안척 푼 

법 체계플 받아플이고 있음은 분영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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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 어떤 새로운 체계적 이론이 그 다당성/정당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 

기까지는 수많은 이 론적 ， 경험적 논증과 검증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그러 

한 수많은 이 흔적 ， 경험적 논증과 검증을 거치지 않으면서 어떤 체계적 이 

콘의 원초적 개념이나 공리플 바꿔치기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그 체계적 이 

콘을 떠나면서 다른 새로운 체계적 이론을 정당화하여 정립하지도 옷하는 

결과가 된다. 그렇게 되면， 체계적 이론의 진공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 

다. 이러한 체계적 문법 이 론의 진공 상태에서 ‘직관’과 ‘상식’과 ‘주관적 

추측’이 난우하는 ‘직관적 /상식적 ’ 문볍론이 싹트기 쉽다. 따라서， 저자가 

지배 -결속 이 폰이라는 체계적 이 론에 매우 이질적 인 이 콘인 의미 기능적 문 

법론의 결속원리를 직접적으로 접합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체계적 이론의 

진공 상태를 초패한다는 것은 그가 내세우는 의미 기능 만능주의 문법론이 

앞서 언급한 ‘직관적/상식적’ 문법콘에 접근하게 됨을 뭇한다.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저자는 자신은 체계적 이론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다만 구체적인 문법 현상들을 어 떻게 하면 더 장 설명할 수 있 

나에 모든 관심을 기 울인다고 말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체제적 이론을 벗어 

나서는 ‘직 관’ 이나 ‘상식’ 또는 ‘주관적 추측’을 크게 넘어서는 설명을 얻 

을 수 없다는 것은 여러 과학적 학문 연구에서 널리 확인된 사실이다. 따라 

서， 체제적 문법 이론을 전혀 염 두에 두지 않거나 또는 무의식적으로라도 

체계적 문법 이론의 진공 상태에 놓여진 문법학자는 ‘직관’이나 ‘상식’ 또 

는 ‘주관적 추측’ 이상의 문법적 설명에 이르지 못한다. 

한펀， 어떤 일관된 체계적 이 론의 테두리 안에서 문법적 논의와 논증이 

전개되지 않고， 그 기초가 되는 이론적 테두리에 어떤 상호 모순적 또는 잘 

등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도 문제는 심각하다. 예를 들어， 저자가 

지배-결속 이론의 체계 속에 의미-기능적 결속 원리라는 이질적 요소를 억 

지로 접합시켜서 상호 칼둥적 요소를 내포하는 이론적 체계를 상정함으로 

씨，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지 살펴보자. 저자 자신은 문법의 이론적 체계 

에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태도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배

결속 이론에 대한 의미-기능적 결속 윈리의 접합 또는 통합이 저자로 하여 

금 지배-결속 이론의 의미역 배당(意味投 配富 : 8- role assignment)의 원칙 

에 대한 수정을 제안하게 한다. 즉， 국어 제귀사의 선행사는 경험자 의미역 

을 갖는다는 의미 -기능적 사실을 지배-결속 이콘에 융합시키기 위해 l9， 저자 

는 제귀사가 그 신행시에게 경험자 의미역을 배당한다고 주장한다. 

19 국어 재귀사의 선행사가 많은 경우 갱험자 의미역을 갖는다는 사실은 여러 학 

자들에 의하여 논의되었으며， 저자는 이 사실을 자신의 소위 ‘채귀상각형’ 가설의 기 

본적 요소의 하나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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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배-결속 이론에서 정당화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러한 주장은 다음과 갇은 지배 -결속 이 론의 2가지 기본적 원리를 어기기 

때문이다. 

(6) 기. 논항(論평 : argument)은 의미역을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다. 

L 의미역 배딩은 지배(支配: government)의 조건하에서만 가능 

하다. 

즉， 재귀사는 논항이므로 지자의 주장은 (6 기)을 어기고， 제귀사는 그 선 

행사를 지배하지 못하묘로 (6L )을 또한 어긴다. 

여기서 저자는 (6 기， L)의 정당성을 의문시하고 나섣는지1 모른다. 만일 

아무런 논증없이 무조건 (6 기， L)을 인정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현재의 지 

배 결속 이론을 떠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나，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못 

되고， 갱당한 논증을 통하여 인정하지 않겠다면 그것은 물론 문법적으로 의 

의있는 일이다. 그러나 과연 저자는 (6 기， L)을 뒤엎을 정도의 논중을 제 

시하고 있는가? 그러한 충분한 논종의 제시는 고사하고， 재귀사가 그 선행 

사에게 의마역을 배당한다는 주장 자체도 문제가 있다. 원래 의미역 배당이 

란 다분히 의미론적 현상으로서 언어-보펀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보통인데， 

재귀사가 그 선행사에게 경험자 의미역을 배당한다는 것은 언어~보현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더러， 국어에서도 다음 (7)과 같은 예문의 경우， 채귀사가 

그 선행사에게 지배 -결속 이론에서 말하는 경험자 의미역을 배당한다고 보 

기 어렵다. 

(7) 이 다리 l는 자기 ‘ 중량을 견디지 못한다. (p. 133) 

결폰적 으로， 재귀사가 그 선행사에게 의미역을 배당한다는 저자의 주장 

은 저자가 두 가지 전혀 다른 문법론을 ‘직관적/상식적’으로 통합하려는 시 

도에서 미릇된 것으로서 어느 문엽론의 업장에서도 문제가 된다. 

이와 같이 저자의 의미 -기능 만능주의 운법론은 그 의미 -기능주의의 ‘직 

관성/장식생’으로 인하여 문제가 야기 핑 을 확인하였거나와， 또한 의미 -기 능 

만능주의 문법론은 의미 -기능 만능주의라는 ‘현파성’ 매문에 문제가 야기펀 

다. 저자는 p. 4에서 지배 -결속 이 본의 결속이론은 “재귀사나 대명사 문제 

가 의미의 문제 를 끌어들임 이 없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헛된 

희맹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러한 그의 비판은 재귀사나 대명사 

의 분석 에 있어 의 미의 고려를 ‘펀파적 ’ 으로 깅조하는 데에 기인한다고 보겠 

다. 왜냐하띤 ， 재 귀 사나 대 명사의 펀상을 포함하여 모든 운볍 현상의 분석 

에 있어서 의 01 론끽 고려와 통사콘적 고려기 다같이 필요하기 때운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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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하면， 재귀사나 대명사의 분석에 있어 의미론적 고려가 빠져서도 안되 

지만 통사흔적 고려가 빠져서도 안된다. 

이 글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지배-결속 이론에서는 ‘핵심문법’이라는 통 

사적 측면의 연구를 집충적으로 전개하지만 의미론이나 화용론 같은 비통사 

적 측면의 연구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지배-결속 이론의 ‘논리형태(論理 

形態 : Logical Form=LF) ’ 라는 계 충(level)의 연 구는 지 배 -결 속 이 론이 라는 

문법이폰적 체계 속에서의 의미에 대한 연구이다. 이러한 논리형태의 연구 

는 지금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좀더 폭 넓은 의미 현상을 다루기 위해 

후논리형태(後論理形態=LF')라는계층의 연구도 시도되기도 한다 20 이러한 

논리형태냐 후논리형태의 의미흔적 연구는 어디까지나 핵심운법 안에서의 

연구이다. 한펀， 지배-결속 이론은 언어 사용에 관여되는 기타 요인들로서， 

의미-기능적， 화용적， 화행척(話行的)， 담화적(談話的)， 또는 인지적(認知 

的) 요인들을 인정하고， 따라서 핵심문법의 연구와는 별도로 이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음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다. 

그러나， 실제 지배-결속 이론에 업각한 연구를 보면， 핵심문법적 연구 즉 

통사-구조적 연구를 너무 강조한 나머치， 비핵심문법척 연구 즉 비통사-구 

조척 연구는 완전히 도외시하고， ‘통사-구조 만능주의’로 밀고 나가고 있다 

고 저자는 주장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배-결속 이론에서 비핵심문법적 요 

인과 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핵심 문볍의 연구에만 치중 

하게 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커다란 이유가 있다. 첫째 이유는 비 

핵심문법적 요언을 핵심문법에서처렴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명시적 

이흔(明示的 理論 : exp1icít theory)이 아직 개발되지 못했기 째문이다. 여기 

서 저자는 비핵심문법적 요언을 연구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구노의 의미-기 

능흔 또는 담화론， 몬헤 규의 형 식 의 미 론， 개 즈더 (Gazdar 1979)의 화용론， 

썰 (Searle 1969)의 화행론， 그리고 최근에는 바와이즈와 피터즈(Barwise and 

Peters 1987)의 상황 의 미 론(狀況意味論 ; situation semantics) 등이 개 발 • 연 

구되고 있치 않느냐고 만푼할는지 모른다. 

설제로 이러한 이론들은 언어 사용의 비핵심문법적 요인들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밝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이론들이 지배

결속 이론에서 추구/요구하는 명시적 문법 이론이 옷된다는 데에 있다. 그렇 

다면， 지배 -결속 이론에서 추구/요구하는 명시적 문법 이론이란 무엇인가? 

한마디 로 말하여 , 구조 의 존적 (構造-依存的 : structure- dependent) 문볍 이 

론을 돗한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법 현상을 관련된 통사-구조에 연관지어 

20 예플 들어， 황 (Huang 1982) 는 온테규 의미 콘 (Montague semantics)에서 다루 

는 의미론의 일부를 LF'애 수용하는 가능성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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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는 문법 이론을 뜻한다. 이렇게 명시적 운법 이 흔이 반드시 구조-의존 

적 이어 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우리의 언어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문법적 연구 

는 궁극적으로 언어의 형태 또는 구조와 연관지어져야 하기 때운이다. 언어 

에 대한 연구로서 언어의 형태나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연 그것은 문 

법 또는 언어 학의 테두리를 벗어난 연구일 것이다. 

여기서 저자는 앞서 열거한 의미-기능폰과 같은 소위 비핵심운법적 이 흔 

들 중에서 어느 이촌도 언어의 형태냐 구조를 완잔히 외면하지 않는다고 주 

장할 것이다. 그러나 구조-의 존적 문법 이흔이란 단순히 언어의 형태나 구조 

를 완천히 외면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기본적 문법 개녕의 설정에서 

부터 모든 문법적 설명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통사-구조에 입각해야 한다. 

예 를 들어， 저자의 ‘재귀 삼각형’ 가설도 구조-의존적 운법 원리가 아님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 ‘재귀 삼각형’ 가설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 

헝 내용의 ‘주관화’ 또는 ‘객관화’라는 개념은 구조-의존척 개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앞서 열거한 소위 비핵심문법적 문법 이 론들은， 

몬태규 형식의미론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조-의존적 문법 이흔이 웃되고， 

따라서 지배-결속 이흔적인 명시적 문법 이흔이 못펀다. 몬헤규 형식의미론 

은 구조-의존적이기는 하지 만， 그 기초가 되는 구조가 지배 -결속 이론에서 

처 럼 철 저 히 통사적 으로 청 당화(syntactically IDotivated)되 지 못했 다는 갱 에 

서 지배-컬속 이 론이 추구/요구하는 명시적 문볍 이론이 되지 못한다. 

이와 같이 철저히 통사적으로 정당화된 구조에 임각한 문법 이론만을 명 

시적 문법 이론으로 지배-결속 이 폰에서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그 이유는 그렇게 철저히 구조 의존적인 문법 이론만이 우리의 ‘문법적 능력’ 

을 가장 효율적 으로 규명 해 주기 때 문이 다. 다시 말하면， 순수하게 구조-의 

존척이 아닌 문법 이흔들은 우리의 구조-의존척인 능력인 문법적 능력을 순 

수하게 규명하지 옷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자의 ‘재귀 상각형’ 가설 

은 우리의 재귀사에 대한 문법적 능력만을 순수하게 규명해준다고 할 수 없 

다. 왜냐하연， 그 ‘재귀 삼각형’ 가설이 내포하는 소위 ‘주관화’ 또는 ‘객 

관화’의 기 능 또는 능력은 순수한 ‘문법적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 

갱신 기능 또는 능력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저자는 ‘제귀 상각형’ 가설의 ‘주관화’ 또는 ‘객관화’ 가 그 자체 

로서는 인간의 일반걱 정신 기능일지라도 그것이 일단 재귀사의 사용이라는 

언어 현상에 활용되면 우리의 문법에서 당연히 다루어야 할 요인이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의 언어 사용이라는 행위에는 

순수한 문법적 능력 이외에 여러가지 일반적 갱신 기능 또는 능랙이 관여된 

다. 따라서， 저 자가 말하는 ‘주관화’ 또는 ‘객 관화’ 의 정 신 기 능뿐만 아니 



의미-기능 만능주의 문법론에 대하여(J) 87 

라 ‘주의 집중댁’， ‘기억력’， ‘상황 판단력? 둥 수많은 일반적 인지 능력 

(cognitive capacities)들이 언어 사용의 행위에 관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 

러나 이 모든 우리의 일반적 정신 기능들을 우리의 언어사용에 관여된다고 

하여서 우리의 ‘운법’ 안에서 다루어 야 한다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즉， 이 

러한 일반적 정신 기능들은 언어 사용의 행위에만 관여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완전한 규명은 우리의 문법 안에서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럴 펄요도 없다. 따라서， 이들을 다루는 문법은 영원히 궁극적 설명을 추 

구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하띤， ‘주관화/객관화’와 같은 우리의 일반적 정신 기능에 입각한 

저자의 재귀사 운법은 그 자체로서는 영원히 재귀사의 궁극적 설명에 도달 

할 수 없다. 왜냐하연， 그의 운법이 ‘주관화/객관화’라는 인간의 ‘일반적 갱 

신기능에 대한 완전한 규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문법이란 그런 인 

간의 일반적 정신 기능까지 완잔히 규명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 

서 저자는 우리의 문법에서 활용되는 개념이 반드시 완전히 규명된 것이어 

야 하는가라고 반문하연서， 우리의 문법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개념은 무엇이나 활용하는 것은 현재의 문법학의 발전 단계에서 필요하고 

현영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할는지 모른다. 

저자의 그러한 생각은 앞서 논의한 운법에 대한 ‘직관적/상식적’ 견해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정당한 과학적 이론으로서의 문법 또는 운법 이론에서 

는 활용되는 모든 개념이 원초적 개념아나 공리가 아닌 이상 당연히 완전히 

영시적으로 규명/정의되어야 한다. 여기서 지자는 ‘과짝적’ 운법 이흔이라 

는 미명아래 ‘문법’의 개념을 그렇게 왜곡 • 축소시켜 놓으면， 우리 운법학 

자의 말을 묶어 놓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고 반문할는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저자는 지배-결속 이론의 핵심문법처럼 엽격히 구조-의존적인 문법 

이 론으로는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문법 현상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할 것 

이다. 예를 들어， ‘주관화/객관화’의 개념을 필요로 하는 그의 ‘재귀 삼각 

형’ 가설이 어느 정도의 재귀사 현상을 설영해준다고 볼 때， 그러한 설명은 

지배-결속 이 론의 결속이콘과 같은 엄격히 구조-의존적 원리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느냐고 그는 반문할 것이다. 

저자의 ‘재귀 삼각형’ 가설이 과연 어느 정도 정당한 재귀사 원리인지 뒤 

에 논의하겠지만， 설령 완전히 정당한 재귀사 원리라고 할지라도， 그 때문 

에 엄격히 구초-의존적인 문법 이 론은 부적절하다거나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핵심문법과 같이 엄격히 구조-의 

존적인 명시적 문법 이론은 ‘과학적’ 운법 이론으로서 그 문법이론적 타당 

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러한 순수히 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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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적인 문법 이흔은 순수한 ‘운법적 능랙’을 규명해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순수한 ‘문법척 능력’의 규명은 그 자체로서도 학운적 의의가 크지만， 우리 

의 언어 사용이라는 복합적 갱신 기능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또는 핵 심 적 역 할을 한다고 츰스키 (1980, 1986)은 본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의 언어 사용이라는 복합적 정신 기능의 연구는 ‘문법적 능력’이 여러가지 

문법 외적(文홉 外的)인 일반적 정신 기능 또는 능력과 어떻게 상호 작용하 

여 발현(發現)되는가를 밝히는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이， 엄격히 구초-의존적 문법인 지배-결속 이 론의 핵심문법은 그 

자체로서 언어학적 의의가 크다고 보겠다. 따라서， 비핵심문볍적 요인들의 

연구를 핵심운법 안에서 다루기 위해 핵심문법을 확대 또는 변경시키기보다 

는 바핵심운법적 요인들은 핵심문법 밖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하고 핵 심 문 

법은 그대로 유지 •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바핵심문법적 요 

인들을 핵심문법 밖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룰 것이며 또 핵심운법과의 

관계는 구체적￡로 어 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지배-결속 이론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핵심문법에 대한 심충 연구가 계속 • 말전되어감에 따라 

비핵심문법적 요인에 대한 연구에 대한 시사점도 얻게 되리라고 보고 있다. 

한연， 지배 -결속 이 론에서 핵심문법의 연구에만 치중하게 되는 두번째 

이유는 다옴과 같다. 엄격히 구조-의존적인 핵심운법으로만 밝혀낼 수 있 

는 소위 순수 운법 현상도 매우 광엄위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한하다 

는 것이다. 특히， 최근 논리형태 또는 후논리형태에 대한 연구 • 발전과 함 

께， 핵심문법의 헤두리 안에서 다루어 질 수 있는 연구 영 역이 매우 넓고 

깊어지고 있다. 저자는 그의 저서 p.5에서 지배-결속 이론의 결속이콘은 

“대용사는 그 지배 법주 속에서 결속된다”는 “단 한마다로” 끝내고 있￡므로 

“재귀사 문제에 대한 엄청 난 단순화 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주장이 옳지 않음은 저자가 p. 4에 서 참조했다고 밝히고 있 

는 양동휘 (1983, 1986) 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양동휘 (1983, 1986)은 핵 심 

운법의 헤두리 안에 서 저자의 의미 -기능 만능주의 문법론으로는 도저 히 다 
룰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21 

최근 떼까(Pica 1984, 1987) 도 핵심문법의 테두리 안에서 개선된 결속 

이론을 제안하연서 매우 정교한 논의 를 전개하고 있는데 ， 이러한 재귀사 논 

21 예 롤 들어， 양동휘 ( 1983 ， 1986)에서는 핵심푼법의 테두리 안에서 언이 에 따라 
캘속 현상이 어떻게 다플 수 있는가콸 구조-의존적 애개변인(媒介變因 : parameter) 
의 개 념으로 성명하고 있다. 운영의 구조-의존성을 배 격하는 의미-기능 만능주의 운 
법 흔에서는 이러한 구초-의존척 운제 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악연할 뿐이다. 저자는 
앞으로 의 미 -기능 만능주의 문법흔도 발정하연 그런 문제도 의미-기능척으로 풀 수 
있다고 장담할는지 모르지 만， 현재 로서 는 분영 히 불가능한 이 야기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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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들도 저자의 의마 -기능 만능주의 문법론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들이 

다.강 따라서， 저자는 핵심 문법의 결속이 론을 “영청난 단순화”라고 비판하 

고 있지만， 양동휘(1983， 1986)이냐 메까(1984 ， 1 987)과 같은 논문에서 논 

의하고 있는 결속 현상의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저자의 의마-기능 

만능주의 문법 론이 야말로 “엄 청 난 단순화”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 냐 

하띤， 저자의 의미 -기능 만능주의 문법론은 핵심운법과는 달리 문법적 설 

명에 펼요하다고 느껴지는 개념이냐 원칙은 어떤 성질의 젓이라도 아무런 

제약없이 도입 •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 다시 말하면， 온갖 종류의 개 

념이나 원칙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는 의미-기능 만능주의 문법론이 단지 

구초에만 의존하는 핵심문법이 다루는 문제들을 다루지 뭇한다는 것은 분명 

히 의미-기능 만능주의 문법론에 무잇인가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저자는 p.367에서 의미-기능적 원리는 매우 “자연스러운” 그리고 “섬세한” 

원리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통사-구초적 원라는 “자연스럽지 뭇한” 그리 

고 “섬세하지 옷한” 원리업을 시사한다. 그러냐 이 주장에 대하여 저자는 

아무런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논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주장 

도 다분히 ‘직관적’이고 ‘인상적’인 말에 불과하다. 한펀， 또 저자는 p.8셰 

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사-구조적 첩근은 “기계적” 성격을 띤다고 비 

판하고， p.367에서는 지배 -결속 이론의 지배법주는 “맹목적”인 범주라고 비 

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역시 의미 -기 능적 접근은 “기계적이 아니고” 

“맹목적 이 아닝”을 시사한다. 여기서도 저자는 아무런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논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비판도 ‘직관적’이고 ‘인상적’인 

말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러한 저자의 주장이나 비판이 어떤 의미에 있어서 어느 갱도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다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철개의 두 운법이론 

을 일반화하여 비교· 평가하거 나 한 문법이론의 입장에서 다른 문법 이 론을 

비판하는 것은 운법 이 흔상 정당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구체 

22 예를 들어， 떼까 (1984， 1987)에서논 핵심문엽의 테두리 안에서 오직 구조-의 
존적 원리에 의하여 왜 논항-대용사CA-anaphor)만이 그 선행사로서 주어만을 택히는 
지 를 성영하고 있다. 문법의 구조-의존성윷 애 격하는 의미-기능 만능주의 문법론에서 
는 이러한 구조-의존적 문제를 어떻게 설명할 것 인지 악연할 뿐이 다. 이 정에 대하여 
서도 저자가 각주 21에서 언급한 장담을 할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분영히 불가능 

한 이야기이다. 
23 질제로 저자는 p.244의 각주 34에서 그의 ‘의미흔’은 화용흔도 내포1한다고 밝 

히고 있다. 따라서， 그의 ‘의마-기능론’에는 문법적 설명에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은 무엇이냐 (구조-의존척 웬리 만 제외하고) 내포훨 수 있음을 이루어 짐작항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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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자료에 대하여 각 문법 이론이 얼마냐 잘 설명하고 있는지는 비교 • 논 

의할 수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어떤 문법 이론이 다른 운법 이론보다 더 “자 

연스렵다”든가 “섬세하다”든가 또는 “기계적”이라든가 “맹목적”이라고 비 

교·평가할 수는 없다. 왜냐하연， 그러한 전반적 비교·명가의 명시적 기준 

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24 예를 들어， 철저히 구초-의존적인 지배-결속 

이론과 철저히 비구초-의존적인 의미-기능 만능주의 문법론을 전반척으로 

바교·평가한다고 할 때， 우선 이 두 아론의 가장 중요한 특성적 차이인 구 

조-의존성부터 그 비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왜냐하연， 한쪽은 가지고 있 

고 다른 한쪽은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두 쪽을 서로 비 

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원초적 개념이나 공리에 있어서 전혀 다른 지배-결속 이론과 

의마-기능 만능주의 운법흔은 이흔적 차원에서는 비교· 평가될 수 없다. 혹 

시 저자는 구조-의존성 자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이 두 이폰을 비교 • 평가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반운할는지 모른다. 그래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왜 

냐하면， 구초-의 존성 의 평가에 있어서의 기준의 운제가 다시 대두되기 때문 

이다. 여기서 또 저자는 구조 의 존성의 평가에 있어서의 기준은 그것이 얼 

마냐 문법 현상을 장 설명하느냐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평가 기준은 어떤 문법 이론의 어떤 특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아니라 

그 문법 이론 자체의 평가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문법 현상을 잘 설명한 

다”는 것은 어떤 운법 이콘 자체의 종합적 기능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 떤 문법 이 론의 어떤 한 특성이 단독으로 어떤 “문볍 현 

상을 잘 설명했다n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므 

로， 어떤 문법 이 흔의 한 특성에 대한 평 가 기준으로서 “얼마나 푼법 현상을 

잘 설명하느냐”는 부적당하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두 운법 이 론을 비교 • 평 

가한다고 할 때， 그 각 운법 이 콘의 어떤 부분적 특성을 비교 • 평 가할 수 

없고， 그 두 문법 이 론 자체를， “얼마나 문볍 현상을 잘 설명하느냐”에 따라， 

비교 • 평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 나 그러한 비교 • 평가는 쉽 사리 결론 

이 나기 어려우며， 실제로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문법폰 연구의 영원한 과 

제라고 봄이 더 타당하겠다. 왜냐하면， 설령 오늘 A라는 문법 이 론이 B 라 

는 문법 이 론보다 어떤 문법 현상을 더 잘 설명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다 

른 문볍 현상에 대해서도 그러하리라는 보장이 없고 또 내일에도 그러하리 

2‘ 그 전반척 비교 • 명 가의 기준이 ‘영시척’이 옷되고 ‘직관적’이고 ‘인상적’일 
때， 그 비교·평가는 저자의 경우처럼 ‘직관척’이고 ‘인상적 ’ 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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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결본적으로， 어떤 두 문법 이흔을 전반적으로 비교 • 평가한다는 것은 실 

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통사-구조적 접근은 “추상적”이고 “기계 

적”이고 “맹목적”이지만 의미-기능적 접근은 그렇지 않다든가， 또는 의미

기능척 접근은 “자연”스럽고 “섬세”하지만 통사-구조적 접근은 그렇지 않다 

는 저자의 주장은 학문적으로 무의미하다. 여기서 저자는 자신이 그 두문법 

이론을 비교하여 한 말들은 지나가는 말로 대수흡지 않게 한 것인데， 이 것 

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트칩을 장는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설령 그 

렇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저자의 학문적 논의 속에 이처렴 “학문적으 

로 싱각하지 않은” ‘직관적/상식적’ 인 말들이 자주 삽입된다는 것은 저자의 

학문을 위해서 이 롭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 이 유는， 그러 한 “학문적 으로 심 각하지 않은” 말들은 저 자의 학문적 논 

의의 학문적 심각성을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저자가 가지고 있는 학문적 신 

념의 학문적 심각성을 떨어또리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연， 

학문적 심각성이 없는 말을 자주 하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학문적 심각성 

의 냐사가 풀리기 쉽다. 가장 좋은 것은 학문적 논의에서는 학운적 심각성 

이 의싱되는 말은 일체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질은， 저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의 미-기 능 만능주의 문법 학자들이 그들의 학문적 논의 가운데 통 

사-구초 위주의 문법론 특히 지배-결속 이론에 대한 전반척 평가를 단정적 

으로 내리고 있다. 한펀， 츰스키를 위시하여 지배-결속 이론의 학자들은 그 

들의 학문적 논의가운데 의미-기능 위주의 문법론 특히 의미-기능 만능주의 

문법론에 대한 전반적 명가를 단정적으로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 우리는 의미 -기능 만능주의 운법학자들이 본래적 

으로 지배-결속 이론의 학자들보다 학문적 심각성이 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두 문법 이론의 어떤 학문적 특성의 차이가 그러한 현상의 차이 

를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과학적 이 론의 체계적 

구성의 측연에서 볼 때， 의미-기능 만능주의 문법론은 지배-결속 이론만큼 

짜임새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지배-결속이 론은 그 원초적 개념과 공리가 엄격히 제한 • 정립되어 

있으나 의미-기능 만능주의 문법론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 원초적 개 

념과 공리가 아직 정렴되어 있지 않고 막연히 비통사-구조적 개념이냐 원칙 

은 무엇이냐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받아들인다는 자세만 세워 놓고 있는 실 

정 이다. 따라서， 지배 -결속 이 론에서는 한가지 개념만 바뀌어도 이론 전체 

에 그 영향이 미치지만， 의미 -기능 만능주의 문법론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예를 들어， 지배 -결속 이론에서는 ‘지배’의 개념 하나만 바뀌어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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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전체의 여러 곳에 그 영향이 마치지만， 의미-기능 만능주의 문법론에서 

는 ‘주제’의 개념 하나가 바뀌어도 문법 전체에는 별로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운법 이 론의 각 부분이 운법 전체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문법 체계로서 그 짜임새가 약하다는 뜻이다. 

둘째，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미-기능 만능주의 문법론은 우리의 언어 

사용에 관여되는 우리의 어떠한 정신적 기능이나 능력도 문법 안에서 다루 

려고 하는데， 그러한 언어 사용에 관여되는 우리의 갱신적 기능이나 능력을 

모두 함께 다룰 수 있는 명시적 이론체계란 현재로서는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주관화/객관화’와 같은 복합적 정신 기 능에 대한 이 콘은 고사하고 

‘기억 력 ’이나 ‘주의 집중럭 ’ 과 같은 비교적 간단힌 정신 기능에 대 한 이론 

도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데， 이들을 종합적드로 다루는 이론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실갱이다. 따라서， 현재로서 의미-기능 만능주의 문법 

론은 ‘직관적/상식적’ 이 론으로는 인갱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학문적 심각 

성을 띤 영시적 이 론 체계로 인정되기는 어협다. 이와 같이 의미-기능 만능 

주의 문법론이 학문적으로 심각한 ‘과학적’ 이 흔으로서의 짜임새를 갖추지 

뭇했다는 것은 그런 이론에 업각한 논의가 학문적 심각성을 잃을 가능성 이 

있음을 시사한다. 

저자는 또 p. 142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재귀사 해석의 문제는 

철코 구조적인 관련만으로는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 를 수 없으며， 그 의미론 

적 이 며 화용온적인 측면이 꽉다 중요한 관련항이 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 

으면 안 된다 여기서 저자는 제귀사 엔구에 있어서 구조-의존적 접근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의미 -화용적 접근이 더 중요한 역 할을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재귀사의 쓰임에 대하여 구조-의존적 접근이 완전한 설명을 하지 옷 

함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 사실이 재귀사에 대한 구조-의존적 점 

근의 부적절성 또는 부당성을 시사한다고 불 수는 없다. 왜냐하연 ， 첫째 ， 

재귀사의 쓰임에 대하여 완전한 설명을 하지 뭇한다는 점은 비단 구조-의존 

적 접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 고 의미 -화용적 접근을 포함하여 모든 다른 

접근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둘째， 재귀사에 관련된 우리의 ‘문법적 능력’은 

앞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철저히 구조-의 존적 접근에 의헤서만 규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기- 제귀시-펀- 올바로 쓰는 능-랙은 잎서 논의한 마와 같 

이 우리의 재귀사에 대한 ‘문낸적 능력 ’과 기터 정신적/인지적 기능 또는 

농랙의 결합으로 이루어 지 는 것이 므로， 이며 한 우리의 재귀사 사용의 통합 

적 능력을 구조-의존적 점근만으로는 도저히 규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미 -화용척 접근을 포함하여 다른 어떤 정근으로도 우리의 재귀사 사용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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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완전히 규명하지는 옷한다. 그러나 각 접근은 그것이 올바른 것일 때 

우리의 재귀사 사용 능력의 각각의 측면을 포착 • 규명해 출 것이다. 예를 들 

어， 구조-의존적 접근은 우리의 채귀사에 대한 구조-의존척 놓력인 ‘문법적 

능력’을， 그리고 의미-화용적 접근은 우리의 재귀사에 대한 의미-화용적 능 

력을 규명해 줄 것이다. 이 것은 마치 넓은 의미의 문법에는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 미론， 화용론， 화행론， 당화론， 기능론 둥이 있어서， 어떤 언어 

현상도 완전히 설명되려면 이 모든 분야의 분석이 필요함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저자가 재귀사 해석에는 구조-의존적 접근보다도 의미-화용적 접 

근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은 마치 재귀사의 문법에서는 통사론보다 의미 론이 

나 화용론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과 같다. 그러 냐 재 귀 사 문법 에 도 구조-의 

존적 통사론이 꼭 펼요함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저자의 이 러 한 주장은 “의 

미 화용론은 통사론이 나 음운론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처 럼 이 상하다. 어 

떤 한가지 문법 현상에 대하여， 의미 화용콘자들은 의미-화용적 측면을 가 

장 중요시하며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또 통사론자나 음운론자는 각각 통사 

적 측연 또는 음운적 측연을 가장 중요시하며 중점척으로 연구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각자가 자기 분야를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좋 

으나， 이 것을 일반화하여 자기 분야가 다른 분야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 

는 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통사론이 음운론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 

듯이 , 의 미 -화용론이 통사론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다. 

여기서 저자는 자신의 재귀사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연， 재귀사에 관한 

한 분명히 구조-의존적인 통사론보다 비구조 의존적인 의미-화용론이 더 중 

요한 역 할을 한다고 주장할는지 모른다. 여 기 서 저 자의 “더 중요하다”는 표 

현의 명시적 기준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또 이 주장이 어떤 의미에서 과 

연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하간 이 주장은 분명히 저자 

의 개 인적 /주관적 견해 에 불과하지 객 관적 으로 논증된 학문적 주장이 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재귀사에 대하여 저자가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또는 다른 의미 기 능 만능주의 문법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재귀 

사에 대한 완전한 션영을 위해서는 구조-의존적 통사론도 절대적으로 필요 

하다는 주장을 완잔히 반증(反證)하지 옷할 것이므로25 재귀사 해석에 있 

25 이려 한 반중은 싣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연， 재귀사 현상도 분명히 인간 

얀어의 문법 현상이고， 인 간 언어의 문볍 현상의 설명을 위해서는 구조-의존적 인 통 

사흔적 연구도 필요하다는 것이 년리 인정되어 있으므로， 제 귀사 현상을 설명하기 위 

해서도 통사론적 연구를 해야 하는데， 성령 지급까지는 그 통사론척 연구가 “중요한” 

성과흘 거두지 못했다 하더놔도， 앞으로도 “중요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 라고 아 
무도 단언 /예언할 수 없기 에문이다. 섣제로， 앞서 논의했던 양동휘 (1983， 1986) 이나 

떼까 (Pica 1984 , 1987) 을 보면 ， 재귀사에 대한 통사적 연구가 아직 아무런 성과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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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의 미 -화용론이 구조 의 존적 통시-론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기 혜 

문이다. 

결국， 재귀사 현상은 다흔 모든 문법 현상이 그러하듯이 통사론적 연구도 

의미-화용론적 연구도 펼요하다고 보겠다. 그리고 문법학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 통사론적 연구에 치중할 수도 있고 또는 의미-화용론적 연구에 치중 

할 수도 있다. 그런 치중된 연구를 해가다 보면， 자기 분야의 연구가 다른 

분야의 연구보다 자신에게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 

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개인적인 느낌/생각과 학문척 주장과는 구 

별되어야 한다. 저자는， 학문하는 데 있어， 학운적 주장을 펴는 것도 중요 

하지만， 개인적/주관적 느낌 /견해를 밝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고 반문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학문적 주장과 개인적/주관적 견해는 엄격히 

구분하여 밝혀 야 하며 , 앞서 인용한 p. 142에 서 처 럼 이 들을 아무런 구분없이 

섞어 놓아서는 곤란하다. 

한펀， 지배 -결속 이론에서는， 의미-화용론이 통사론보다 더 중요하다는 

저자의 견해/주장과는 반대로， 오히 려 구조-의 존적인 통사론에 득별한 언어 

학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즉， 앞서 여러벤 논의한 바와 같이， 엄격히 구 

조-의존적인 통사흔/문법론만이 순수한 ‘문법적 능력 ’을 규명해 낼 수 있다 

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문법적 능력’이란 우리의 정신적 기능/ 

능력 중에서 순수하게 문법에만 관여되는 능력으로서 언어 학적으로 매우 중 

요한 개념이디 ‘ 26 왜냐하면， 오로지 인간의 언어 사용의 기능에만 활용되기 

위해 인간이 갖추고 있는 능력 이라면， 이 것은 분명히 인간의 언어사용 또는 

언어의 특성을 순수하게 반영하고 있을 것이 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인간 

의 언어 기능 고유의 능력이 과연 존재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다시 말하연， 인간의 언어 사용에 관여되는 청신적 그리고 신체적 기능 

또는 능력은 모두 언어 사용 이외의 인간의 커능을 위해서도 쓰이는 것이 라 

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예 를 들어 , 스키 너 (Skinner 1957) 이 나 메 아제 

(Piaget ↓926) 같은 학자들은 인간의 언어 사용 기능뿐만 아니라 언어 숨득 

기능도 인간의 일반적인 정신적/신체적 기능 또는 능력에 기인한다고 주장 

한다. 따라서 , 이 들은 인 간이 모국어 를 슐득하여 사용하는 것은 마치 자전 

거 를 배 워 타거 나 집 밖으로 멀리 나갔다가 다시 죄 에 찾아 올 출 알게 되 

두지 뭇하고 있다고 딴한 수 없다. 

2ß 띠 아서， 우리의 언 이 사용에 까이펴는 !;~든 갱신41 기늪/능 럭은 ‘운-냉적 능렉 ’ 

만 제외하고는 모두 언이 시 용 이 91 의 인간의 기 능에도 관여펀다고 관다. 에 플 틀어， 

저자가 재귀사 사용에 관여띈다고 주장하는 ‘주관화/객관화’ 의 갱신 기능도 인간의 
고차원의 운제-해결 키능에도 관여휠 것이 분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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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과 같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전거를 배워 타거나 집을 찾 

아 오는 것이 반드시 그런 기능만을 위한 특벨한 갱신적/신체적 능력에 기 

인한다고 할 수 없듯이， 언어의 습득/사용도 반드시 그런 언어 기능만을 위 

한 특별한 정신적/신체적 능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연， 언어 사용에 쓰이는 발성 기관도 언어 사용을 위한 

기관이라기보다도 음식 섭취나 호흡을 위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A며， 언어 

사용에 쓰이는 기억력이나 주의 집중력도 일차척으로 생존을 위해 먹 이 를 

찾거나 사냥하는 데 쓰이는 인지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간의 언어 사용을 인간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적/신체 

적 기능/능력의 2차적 활용의 산물일 뿐이 라고 보는 이들의 견해에는 다음 

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즉， 인간이 언어 사용에 2차적으로 활용한다고 이 

들이 간주하는 모든 정신적/신체적 기능/능력들은 대체로 다른 동물들도 가 

지고 있는 것인데， 인간 이외의 다른 동물들은 언어를 사용하지 옷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연， 원숭이도 음식을 섭취하는 입이 있고， 호흡을 위한 

기관지와 성대가 있고， 먹이를 찾거냐 사냥하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기능/ 

능력이 있고， 또 자전거를 타거나 집을 찾아 오는 데 필요한 여러가지 기 

능/능력 을 갖추고 있다‘ 그러 나 말을 옷한다. 

흑자는 원숭이같은 동물들도 그들 냐름대로의 의사 소통을 위한 울음 소 

리 를 내 지 않느냐고 반문할는지 모른다. 그러 나 동물의 의 사 소통 수단이 

아무리 정교할지라도 인간의 언어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널리 연쿠 · 

보고되고 있다 27 특히， 모든 인간의 언어가 가지고 있는 정교한 구조-의존 

성은 어떤 동물의 의사 소통 수단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언어 사용에는 동물들도 가지고 있는 동물-일반의 정신적/신체적 기 

능/능력이 관여되지만， 동울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구초 의존적’ 능 

력도 관여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구조 의 존적’ 능력이란 인간이 인간 언 

어의 구조에만 의존하여 그 구조가 내포하는 넓은 의미의 ‘의미’를 해석해 

내는 능력으로서 28 지금까지 우리가 문법적 능력이라고 불러 온 것이다. 

이러한 ‘구조-의존적 능력’ 또는 운법적 능력은 동울에게는 없고 인간에 

게만 있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언어 기능을 위해서만 인간에게 있 

는 능력이라고 지배-결속 이론에서는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은 현재로서 완 

전히 증명하기는 래우 어렵지만， 상당한 타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문법이 

론상 매우 중요하고 흥미있는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 인간의 언어 

27 이 정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은 양동휘(1988) 를 창조할 것. 

28 여 기 서 말하는 넓 은 의 미 의 ‘의 미 ’ 란 어 휘 적 의 미 (lexical meaning) 뿐만 아니 
놔 통사-구조적 톡성 에 커 인하는 소위 구조적 의 미 (structural meaning)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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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에 관여되는 정신척/신체척 기능/능력 중에서 순수하게 언어 기능에만 

관여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언어 기능에만 독특하게 적용되는 기능/능력일 

것이다. 그런데， 언어 기능의 본질적 특성은 어떤’ 형태 (form)로서 어떤 의 
미 (meaning)를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기능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 

함에 있어， 형태에 관여되는 기능/능력과 의미에 관여되는 기능/능력과 그 

리고 형태와 의미를 연관짓는 데에 관여되는 기능/능력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기능/능력 중에서 두번째 기능/능력， 즉 의미에 관여되는 기 

능/능력은 순수하게 언어 기 능에만 관여되는 기능/능력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연， 의미적인 개념이나 청신 작용은 언어 기놓과 별도로 인정될 수 있 

고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펀， 첫번째 기능/능력， 즉 형태에 관여 

하는 기능/능력은 순수하게 언어 기능에만 관여되는 기능/능력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왜냐하연， 언어의 형 태척 또는 구조척 특성과 그 작용은 언어 

또는 언어 기능을 떠나서 별도로 인정되거냐 전개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 렵 기 때운이다. 즉， 언어의 형태적/구조적 특성이야말로 언어 고유의 본 

래척 특성인 것이다. 실제로， 전통적으로 ‘문법 ’ 이라면 보통 언어의 형태 

적/구조적 특성을 기술함을 뭇하였다 29 따라서， 언어의 형태적/구조적 특성 

을 인지하고 해석하는 인간의 기능/능력이야말로 인간의 언어 기능에 관여 

하는 기능/능력 중에서 가장 ‘언어적인’ 능력 ， 즉 ‘문법적 능릭’이 된다고 

할수있다. 

언어 기능의 본질적 특성에 관여되는 세번째 기능/능팩 ， 즉 형태와 의 미 

를 연관짓는 데에 관여되는 기능/능랙도 언어의 형례적/구조적 측연이 펼수 

적으로 개입된다는 쥐에서 언어 기능 고유의 기능/능력 으로 간주할 수 있 

다. 그러나 의미의 측면도 개입되 므로 언어 기능 고유의 기 능/능력 이 아닌 

의미콘적 기능/능력 도 내포된다고 보겠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배 결속 이 

론에서는， 그 의마의 측떤에 대하여서는 언어의 형태적 /구조적 특성이나 작 

용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까지만 ‘문법적 능력 ’ 안에 받아들여진다고 보 

고 그것을 핵심문법의 논리형태 (LF) 또는 후논리형태 (LF')에서 다루고 있 

다. 따라서， 논리형태와 후논리형태가 더욱 발전되어 감에 따라， ‘문법적 

능력’으로 간주되는 의미 현상이 증가 또는 변경될 수도 있다. 그러나 언 

어의 구조-의존적 현상에 관여되는 우리의 기능/능력만이 언어 커능 본래 

29 오늘날의 넓은 의미의 ‘운법 ’ 이라는 개녕의 엽장에 서 보띤 ， 전통척 의 미의 ‘문 

법’은 통사흔에 해당한다고 보겠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문법’ 안에서도 통사론이 

중심 분야로 간주되어 왔다. 예플 들어， 생성운법의 문뱅 체계에서도 통사론만이 
생 분야。1 고 의미흔과 음운론은 생성펀 흉사구조를 해석하는 헤석 푼야로 간주된다. 
춤스키 (1965) 참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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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능력인 ‘운볍척 능력’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에는 항상 변함이 없는 것 

이다. 

결흔적으로， 지배-결속 이 롱에서는 언어의 어떤 현상이든 언어 고유의 형 

태/구조에 입각하여 (또는 의 존하여) 규명되는 것이 면 모두 언어 기능 본래 

적 능력， 즉 ‘운법적 능력 ’에 의하여 인지 • 헤석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반대로 ‘문법적 능력’으로 우리가 인지 • 해석할 수 있는 언어 현상은 모두 

언어의 형 태 /구초에 입각하여 (또는 의 존하여) 규명될 수 있는 것에 국한된 

다고 본다. 이와 같이， 지배-결속 이론은 그 연구 대상을 언어의 형태적/구 

조적 특성으로만 국한하고 있는 것은 약점이 되기보다 오히려 강점 이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중요한 생득적 기능(生得的 機能 : innate 

faculty)의 하나인 ‘문법 적 능력 ’ 을 가장 효율척 으로 파악 • 규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에서 “문법 이 란 우엇인가 ? "라는 불음에 입각하여 논의한 의미-기능 

만능주의 문법론의 운제점들을 다시 요약하띤 다음과 같다. 첫째 ， 문법이란 

‘문법적 능력’의 명시적 규명이라고 볼 때， 의미-기능 만능주의 문법론은 

다음 두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즉， 의미 -기능 만능주의 문법폰은 ‘문 

법적 능력’의 규명에 있어 펼수적인 연구 대상이 되는 언어 의 통사-구조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문법 원리의 설정과 문법적 논의가 엄격히 ‘명 

시적’이 뭇되고 다분히 ‘직관적/주관적’이다. 의미-기능 만능주의자들은 “운 

법 이란 ‘문법적 능력’의 명시적 규영”이라는 문법 의 정의를 받아들일 수 없 

다고 주장할는지 모른다. 그렇다연， 그들은 그 이유를 밝히고 그들 나름대 

로의 운법의 정의를 제시하고 이것이 앞서 논의한 문법의 정의보다 더 학운 

적으로 의의가 있음을 논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의 운법의 

정의가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들의 문법이 앞서 논의한 ‘문법적 능력’을 규 

명하지 옷하고 그 문법적 논증이 ‘명시적’이 옷되 고 다분히 ‘직관적/주관적’ 

이라는 것은 그들의 문법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둘째， 전통적으로 넓은 의미의 ‘문법’이라는 개념에는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 101 론， 파용론 둥이 내포되고， 좁은 의미의 ‘문법’은 주로 통사론 

을 뜻한다. 그러 나 의미-기능 만능주의 문볍론은 ‘운법 ’ 이란 주로 의미-기 

능-화용론이 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와 같이 의 마 기 능 만능주의 문법 론은 

‘운법’에 있어 통사흔 무용폰을 주장함으로써 ， 전통적 ‘문법’의 개념에도 

어긋난다. 불론， 의미-기능- 만능주의 문법콘자들은 이 러한 천통적 ‘문법’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냐 언어의 통사적 구조기- 의 
101 -화용-기 능론으로 완전히 섣명 되 지 않음은 명 백 하므로， 그들의 통사흔 무 

용론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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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의마-기능 만능주의자들은 모든 문볍 현상에 대하 

여 동사콘 무용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귀사/대명사 현싱과 갇은 경 

우에만 그들의 주징 이 해당된다고 할는지 모른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역시 

문제가 있다. 즉， 많은 문법 현상에 통사적 분식이 펼요함이 널리 밝혀져 

있으므로， 어떠한 문법 현상에 대하여서도 통사론이 전혀 또는 거의 무관하 

다고 간단히 단정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 또 처음에는 통사론이 무관해 

보여도， 깊이 분석해보면 통사론이 긴요하게 관여되는 것으로 밝혀질 수 있 

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재귀사 현상에도 통사흔이 십각하게 관여 

됨 이 양동휘 (1983， 1986)과 빼까(1984， 1987)에 밝혀져 있다. 다시 말하면， 

이들 논문에서 논의된 재귀사 현상들은 의미-기능론만으로는 도저히 다룰 

수 없는 것들이다. (각주 21과 22를 창조할 것. ) 여하간， 어떤 문법 현상이 

라도 통샤론을 전적으로 또는 거의 배제하고 의미 기능론만으로 또는 의미 

기능흔 위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단정은 Tl~우 위험한 말상이다. 

의미 -기능 만능주의 운볍온이 이처럼 좀 극단으로 흘렀다고 하지만， 지 

배 -결속 이 흔도 통사 만능주의라는 극단으로 흐른 것이 아니냐고 저자는 반 

문할는지 모른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배~결속 이론은 통사 만능주의 

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통사콘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뿐이다. 통사폰 

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다 보니， 지나치게 통사론적 분석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결코 통사-구조 만능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운법적 능력’에 대한 보다 더 철저한 명시적 규명을 위해 ‘구조-의존적 ’ 

통사론을 보다 더 철저히 연구해 가는 것과 통사 구조 만능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언어의 의미흔적， 화용콘적， 화행론적 ， 담 

화론적 요인들을 인정하지만， 후자는 그런 요인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 

이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구별을 인정하지 않고， 지배-결속 이론을 통사-구 

조 만능주의 문법폰으로 간주하고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지-는 p.360-

361에서 지애-결속 이론의 재귀사 분석을 “불모(不毛)의 기계적 짐근”이라고 

단정하연서， “지l 귀사의 의미 기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채 그 구조적 

관련애 의해서만 재귀사의 기능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려는 우모힌- 접 근”이 

파고 ll] 판하고 있다. 이려한 ll] 판에 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는 “구 

조적 관련에 의해서만n이라는 부분의 비판은 저자가지배 결속 이론을 통사

구조 만능주의 문법론으로 찰옷 인식한 데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아무도 어떤 문법 현싱 이 “구조적 관련에 의헤서만” 완전히 섣 l경 될 수 있다 

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둘째， 이 비판은 의미-기능적 측연을 고려하지 않고 통사-구조적 측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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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 재귀사 분석은 “우모한 불모의 접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 

한 주장은 완전한 논중이 불가능한 인상적인 이야기에 그친다. 왜냐하연， 

어떤 륙갱구문의 운법 현상에 대하여 어떤 문법 이폰이 전혀 쓸모 없음을 

완전히 논증할 수는 있으나， 어띤 분야의 문법 현상 전반에 대하여 어떤 운 

법 이 롱이 전혀 쓸모 없음을 완전히 논증한다는 것은 이 흔적으로는 가능해 

도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다른 운법 현상에 

는 긴요한 순수 통사폰이 재귀샤 현상에는 전혀 쓸모 없음을 완전히 논증하 

기 위해서는 재귀사 현상의 모든 실례들에 대하여 빠집없이 확인해야 하 

는데， 그것은 실제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한펀， 앞서 언급했던 양동휘 

(1 983, 1986)과 떼까(1984 ， 1987)과 같은 논문을 보면， 재귀사 현상에 대한 

통사-구초적 접근이 절대로 필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재귀사 현상의 의미-기능적 측연의 연구를 위한 기초 연 

구로서 재귀사 현상의 통사-구조적 측연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후자 

의 연구가 바로 재귀사에 대한 ‘운법적 능력’의 영시적 규명을 위한 연구 

이다. 

저자는 또 p. 141에서 재귀사 현상은 “결코 일률적 인 어떤 규칙으로 기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연서 재귀사에 대한 통사-구조적 규칙을 

포괄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도 통사-구조적 접근을 모두 통사

구조 만능주의 접근부로 잘옷 인식한 데 기인한다. 아우리 철저한 통사 구 

조적 접근이라고 할지라도， 언어의 비통사 구조적 측면을 인정하고 있는 한， 

통사-구초 만능주의 접 근이 라고 할 수 없다. 통사-구조 만능주의 가 아닌 통 

사-구조적 접근은 비통사-구조적 측면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으며 

할 수도 없다. 따라서 ， 어떤 통사-구초적 규칙이 항상 어떤 언어 현상에 대 

하여 모든 것을 냥낌 없이 설명하여 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언어 현상이 통사-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통사-구조적 요인도 

내포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통사-구조적 규칙이 모든 것을 남겁 없이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 라는 주장은 간휴 정 당화되 지 않은 통사-구조척 규칙 을 옹호하는 변명 

으로 쓰일 위험성이 없지 않다. 다시 말하연 ， 어떤 통사-구조적 규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폐마다 그것은 비봉사-구조적 요인이 개입되었 

기 때문이라고 간주함으로씨， 그 동사{구조적 규칙의 문제를 은폐할 위험성 

이 없지 않다. 이러한 위험성에 도 불구하고， 언어에는 통사-구조적 측띤과 

비 통사 구조적 측띤이 있음을 인정하고， 전자는 지배 결속 이론의 핵심운 

법과 같은 몽사-구조적 이론에 의해 가장 효율적으로 포착 • 규명되고 후자 

는 기 타 의 미 -기 능 화용적 이 론에 의 해 가장 효율적 으로 포착 • 규명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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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이 타당함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30 

따라서， 어떤 규칙 이 그 자체로서 정당성 이 낮은 것은 비판의 대 상이 되 

지만， 어떤 규칙 이 어떤 문엽 현상을 완전히 설명 하지 옷한다는 사실 하나 

만으로 그 규칙을 비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 통사-구조적 규칙은 어떤 

문법 현상의 통사-구조적 측면은 설명해도 비 통사-구조적 측면을 설명하지 

옷하기 때문이다. 여기 서 저자는 통사-구조적 측면과 비통사-구초적 측연을 

구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반문할는지 모른다. 그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 

할 수 없고 문법 이 론의 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 

하연， 오늘까지 통사-구조적 접근으로 설명되지 않아 비통사-구조적 현상으 

로 간주되던 것이 내일 통사-구조적 접근으로 섣명이 가능해져서 통사-구조 

적 현상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어떤 운법 현상 

을 거의 전적으로 비통사-구조적 또는 의미-기능적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 

짓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나 저자는 재귀사 현상은 거의 전적으로 의미 -기능적 현상이며， 따라 
서 재귀사 현상에 대하여 통사-구조적 접근은 무의미하다고 본다. 여기에서 

저 자의 통사론 무용론과 의 미 -기 능 만능주의 가 싹튼다. 그러 면， 그의 ‘의 

미-기능’의 개 념과 거기에 뒤따르는 통사론 무용론을 좀 더 연빌히 검토해 

보자. 

2. ‘의 DI -기능’의 정체와 통사론 무용론 

저자는 이 저서에서 재귀사 현상에 대한 지배-결속 이 론의 통사-구조적 

접근을 비판하고 의미-기능적 접근을 지지하는 논증의 과정에서 ‘의 미-기능’ 

의 이름아래 소위 ‘비통사-구조적’ 개념 /요인이 연 무엇이나 서슴없이 도업· 

활용하고 있다. 예 를 들어 ， ‘어휘적 의미’ (p.63)나 ‘경 험주’ (p.299)와 같은 

의미론적 개념 /요인 또는 ‘심 리 적 주어/주제 ’ (p.368) 냐 ‘순행/역행 확인’ 

(p.270)과 같은 기 능론적 개 념 /요인 이 외 에 도， ‘화용적 대 상’ (p.367)과 같 

은 화용콘척 개 념 /요인， ‘관찰자’ (p.l72)와 같은 담화론적 개 념 /요인， ‘주 

관화/객관화’ (p. 148) 나 ‘관념적/심려적 대상’ (p. 366) 또는 ‘심리적 지체’ 

(p.302)와 같은 인식 심리학적 개 념/요인 등 무제한으로 도입 • 활용되고 있 

다. 이와 같이， 도엽 • 활용될 수 있는 개 념/요인이 무제한이라는 것은 그 

30 그러나 여 기서 말하는 언어의 ‘비 동사-구조적 측연’ 이란 여러가지 이질척 요인 

올 내 포하게 펀다. 따라서， 비통사-구조척 측면 전반에 대한 단일 이론의 설갱은 거 
의 불가능하다. 현재로서는， 비통사-구조적 측연의 어 느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심 운 
법 처 럼 언 어 학척 으로 청 당화펀 Oinguistically motivated) 영 시 적 이 론이 제 안되 지 뭇 
하고 있는 실갱이다. 예 괄 뜰어， 온헤규 의미흔은 수학적으로는 갱당화되어 있을지 
몰라도 언어학척 으로 갱당화되었다고 보기 어렴다. 구노의 의미-키능론도 앞서 논의 
한 바와 같이 순수하게 언이학척으로 정당화핀 이흔이마고 보키 어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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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 론이 ‘체 계 적 /형 식 적 이 콘 (systematic/formal theory) ’ 이 될 수 없음을 

뭇한다. 왜냐하떤， ‘체계적/형식적 이 론’ 이 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엄격 

히 제 한된 원초적 개 넙 (primitive concept, prime)과 공리 (axiom)로 운용 

(operate)되 어 야 하기 때 문이 다. 

저자는 문법흔이 ‘체계적/형식적 이론’일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는지 모 

른다. 그러나 모든 과학(科學 : science)은 ‘체계적/형식적 이론’의 틀을 갖 

추어야 한다연， ‘체계적/형식적 이론’의 틀을 갖추지 옷한 운법론은 과학이 

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과학이 아닌 문법론에서 ‘과학적/체 계 적 ’ 설명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문법론이 ‘체계적/형식적 이론’일 필요가 없다고 

고집하는 것은 문법 현상에 대하여는 ‘과학적/체계적’ 설명이 불필요하다거 

나 불가능하다는 주장으로 통한다. 그러 나 그러 한 주장은 전혀 갱 당화되 지 

않고 있다. 흑시 저자는 자신의 저서가 바로 그러한 주장을 뒷받첨한다고 

말할는지 모른다. 설 령 그렇 다고 할지 라도， 그런 이 유 하나만으로 운법 현상 

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설명은 영원히 불필요 또는 불가능하다고 단정지 

을 수는 없다. 더우기， 저자의 저서 자체가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 

으므로 그런 저서의 주장에 따라서 문법론의 성격을 운운한다는 것은 곤란 

하다. 

한연， 동사-구조적 문볍본인 지배-결속 이론의 핵심문법은 체계척/형식적 

이 론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한된 통사-구조적 원초적 개념과 공리 

로 운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배-결속 이 론의 핵섬문법은 문법 현상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핵심문법의 설명은 

문법 현상의 통사-구조적 측연에만 국한되지 않느냐고 저자는 반문할는지 

모른다. 물론， 통사-구조적 문법론인 핵심문법의 설영이 통사-구조적 측면 

에만 국한됨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 푼법 현상에 있 

어 통사-구초척 측면의 규명이 우리 의 문법의 핵심적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볼 때， 핵심문법의 그러한 제한은 당연하다. 그리고 지배 -결속 이 흔에서처 

럼 모든 구조-의존적 문법 현상을 ‘통사-구조적 측면’으로 간주할 때， ‘통 

사-구조’ 의 개 념도 매우 넓어진다. 따라서， 핵심문법 안에서 논리형 태 (LF) 

뿐만 아니 라 후논리형태 (LF')까지 논의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입각해 올 때 ， 지자가 의미-기능 만능주의 운법론을 주장 

하고， 동시 에 핵 심 운법 과 같은 통사 구조주의 문법 론의 우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문법 이론상 부당하다. 저자는 자신의 그러한 주장을 재귀사 현상에만 

국한하고 다른 문법 현상에 대하여서는 그런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변명할 

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변명이 섣득펙 이 있으려띤， 저자는 양동휘 

(1983, 1 986) 이 나 떼 까(1984 ， 1987)에 서 다루고 있는 지l 귀 사의 통사-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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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들이 자신의 의미 -기 능 운법으로 훨씬 더 찰 설명됨을 보여 주어야 한 

다. 그리고 또 재귀사 현상에 는 통사-구조적 접근이 불펼요하거 나 부당하고 

다른 문법 현상에는 동사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단정하는 필 

연적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펼연적 이 유의 제시는 이흔적 

으로 가능할지 올라도 실지l 로는 거 의 불가능하다. 왜 냐하면， 다른 문법 현 

상의 분석에는 필요한 순수통사론이 재귀사 현상의 분석에는 불펼요함을 명 

시적으로 ‘완전히 논증하기 위해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실제로 우한 

히 많은 언어자료를 검로해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p. 367에서 자신의 문볍원 리는 “의미-기능론적 인 관련을 모두 고려 

하는 것이므로 매우 섬세한 원리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다. 즉， 그의 의미-기능주의 문법은 문법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종류의 개념/요인을 무제한으로 도입 • 활용하므 

로 문법 현상을 섬세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밝혀 낼 수 있지만， 지배 -결속 이 

흔 같은 통사-구조주의 문법은 단지 통사-구조적 개 념 요인만을 가지고 문 

볍 현상을 설명하려고 하으로 섬세한 부분까지 세 밀히-게 밝혀 내지 뭇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하면， 저자는 보다 많은 종류의 또는 보다 많은 

수의 개념 /요인을 도입 • 적용하여 분석하는 문법 이 보다 더 “섬세하다”고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만 여러가지 개념/요언을 도입 ·적용한다 

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문법이 “섬세하다n고 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아우리 많은 개념 /요인을 도입 • 적용해도 그 문법 이 섬세하 

지 못할 수 있고 아무리 적은 수의 개념 /요인을 도입 · 적용해도 그 문법이 

매우 섬세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저자의 의미 -기 능주의 문법은 거의 우제 

한의 개념/요인들을 도입 • 적용하지만， 바로 그 도입 • 적용하는 개념/요인 

의 무제한성 때문에 문법 이 흔상 문제가 있응을 앞서 논의 • 확인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우분별하게 아무런 개념/요인이라도 서슴없이 도입 • 적용하묘 

로， 그 도입 • 적용되는 개념 /요인 자체의 규명 • 파악이 어려운 경우도 생기 

게 된다. 예를 들어， 저자는 p.302에 서 다음 (8 기， L)의 운법성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시 간적/심리적 지체’ 라는 개념을 도입 • 활용하고 있다. 

(8) 기 ? 철수l와 자기 ‘ 동생 이 나를 방문하었다. 

L ?융자기‘ 동생과 철수l가 나를 방문하였다. 

즉， (8 기)의 경우에는 칠수가 경험주로 간주될 ‘시간적/심 리적 지체’가 

허락되었으므로 약간 어셰하지만 문법적 인 문장이고， (8L)은 그렇지 않으 

므로 비문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저자는 ‘시 간적/심리적 지체’에 대한 명시적 정의나 규명 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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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귀사 ‘자기’의 선행사는 경험주이어야 하는데， 

경험주로 상정(想定)되려면 ‘시간척/심리적 지체’가 펼요하다고 그는 주장 

하고 있을 뿐이다. 한펀， ‘시간척/심리적 지체 ’ 라는 개념 은 매우 생소한 개 

념으로서 상식적 또는 주관적 이 혜/파악도 용이하지 않다. 즉， (8 기)에서는 

철수가 경험주가 될 ‘시간적/심리적 지체’가 허락되고 (8L )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저자의 주장은 필자를 포함하여 많은 문법학자의 머리로 막연하게 
나마도 이 해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간적/심리적 지체’라는 개념 

이 재귀사 현상에 대한 “섬세한” 분석에 공현하는지의 여부를 논하기 전에 
그 개념 자체의 명시척 규명 및 그 문법흔적 타당성의 문제가 심각히 대두 

된다. 

여기에 대하여 저자는 ‘시간적/심리적 지체’의 개념이 의 미 -기능 문법흔 

안에서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변명할는지 모른다. 그렇다면， 
저자의 대표적 의미 기능 원리인 ‘재귀 삼각형’에 도업 • 활용된 개념/요인 

들은 어 떠한지 살펴 보자. 그의 ‘재귀 삼각형’ 가설이란 ‘자기 ’ 의 선행사는 
‘자기’에 연관된 경험 내용을 의식/인지하거나 또는 어딴 관찰자가 그 의 
식/인지를 대신해 주어 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음 예문 (9)에서 자기의 선 

행사 영희는 자기가 칠수에게 방에 갇히는 것을 의식/인지하기 때문에 문법 

적인 문장이 된다는 것이다. 

(9) 철수가 영회 i를 자기 l 방에 가두었다. 

그러나 다음 예문 (10)에서는 자기의 선행사 영희가 자기에게서 자기 책 

이 철수에게 건너 가는 것을 의식/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운법적이라는 

것이다. 

(10) 용철수가 영회‘에 게서 자기 l 책을 받았다. 

예문 (10)의 비문법성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앞서 논의한 (8L )의 비운법 

성에 대한 설명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왜냐하띤， (10)의 경우 영회가 자기 

에게서 자기 책 이 철수에게 건너 가는 것을 ‘의식"j인지’ 하지 못한다고 가청 

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더우기， 영희 자신이 그것을 의식 /인지하지 옷한다 
할지라도， ‘재귀 삼각형 ’ 가설에 따라 최소한 ‘관찰자’가 그것을 의식/인지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저자는 다음 두 가지 신택 중에 하냐를 택하 

여 야 한다. 즉， 예운 (10)은 그의 ‘재귀삼각형’ 가성에 예외가 된다고 하거 

나， 그의 의마-기 능문법적 ‘의 식/인지’의 개념은 일성적인 ‘의식 /인지’의 

개념과는 달라서， (10)의 경우 영희가 자기에게서 자기 책 이 칠수에게 건너 

가는 것을 의식/인지하지 옷한다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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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두 가지 선택이 모두 문제 가 있다. 만일 예 문 (10)과 같은 경 

우가 ‘재귀 삼각형’ 가설에 예외가 된다면 ， 저 자의 의미 -기 능주의 문법 론에 

대하여 심각한 문제가 된다. 왜 냐하면 ， ‘재귀 심각헝 ’ 가설은 저자의 의 미 

기능 만능주의 문법론의 핵심적 원리로서 적 이 도 (1 0)과 같이 단순한 구조 

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적 용뇌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의 의미 -기 

능운법적 ‘의식/인지 ’ 의 개 념 이 일상적 ‘의 식/인지’ 의 개념과 다른 것이라 

연， 그 명시적 정의 또는 규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린데， 의미 -기능문 

법적 ‘의식/인지’의 개념은 고사하고 일상적 ‘의식/인지’의 개 념도 그 명시 

적 갱의 또는 규명이 쉰지 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다시 딸하면 ‘의 

식/인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심 리 학에서도 철학에서도 아직도 

명시 적 해답을 얻지 뭇하고 논란이 계 속되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자의 의미 -기 능주의 문법 론이 그 도임 • 활용하는 개념 /요인들 

을 명시적으로 정의 /규명하고 출발하는 정 당한 문볍론이 되기 위해서는 ‘의 

식 /인지’의 개념의 규명과 같은 심 리 학적/철학적 문제들도 떠 맡아 해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는다. 그리고 의미 -기 능 만능주의 문법 론이 어떤 종류의 개 

념/요인도 우제한으로 도입 • 활용한다는 것은 그러한 심리 학적/철학척 문제 
들을 무제한으로 떠맡는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냐 문법론이 그러한 고질적 

문제들을 떠맡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 라 불펼요한 일이다. 왜냐하 
면， 최 근 지배 -결속 이 론의 발전에서 볼 수 있듯이 운법콘이 그러한 고질적 

인 문제들을 떠맡지 않고도 의미있는 문법 연구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 문 

이다. 다시 말하연， 지 배 -결속 이론은 통사-구조적 개념/요인 한 가지만으 
로 ‘문법적 능력’을 규명해가고 있다 31 

이상의 논의 를 고려 할 해 ， 여 러가지 종류의 개 념/요인을 무제한으로 활용 
하는 의미-기능주의 문법 은 “섬세하고” 통사-구조 한 가지 종류의 개념 /요 

인만을 활용하는 통사-구조주의 문법 론은 그렇 지 뭇하다는 저 자의 주장은 

부당하다. 오히려 후자에 속하는 지 배-결속 이 론은 ‘문법적 능력 ’을 규명하 

는 문법 이 론으로서는 현재 가장 “섬세한”이 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문법 현상의 의미 -기 능적 측띤에 대한 연구도 ‘문법적 능력 ’ 의 규명 에서부 

터 출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받아들일 때， 지배 -결속 이 론의 연구 결과가 진 

정으로 “섬세한” 의미 -기 능 문법의 기초가 된다고 브겠다. 

31 지배-컬속 이 론에서 어휘적 갱 보 ( lexical information)도 긴요하게 활용되므로 
통사-구조척 개 년 /요인 한 가지 만 도엽 · 활용띈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는치 
모른다. 그러 나 지배 -결속 이 론에서 활용되는 주펀 개념/요인은 역시 통사-구조척 
인 것아며， 어휘척 갱보와 같은 기타 개 념/요인도 통사-구조적 개년 /요인과 밀정 한 
연관올 가지고 쓰일 때는 통사-구조척 개 념/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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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자는 자신의 의미 -기 능 문법이 활용하는 개념/요인들에 대한 이러 

한 운법 이 론적 비판에 대하여 다 음과 같이 변명할는지 모른다. 즉， 문법 이 
흔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운법 현상을 잘 션영하는 데에 있으므로， 저자는 

자신의 문법이 운법 현상을 잘 설명하는 데에 공헌하는 한， 자신의 문법에 
대한 운법 이 론적 비판에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어떤 문법론이 체계적 이 론으로서 문제가 있을 때， 앞서 논의한 바 
와 같이， ‘체계적 /과학적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자는 문볍 현상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체계적/과학적’이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할는지 모른다. 그러연， 지자의 주장대 로 일체의 문 
법 이 론적 고려를 떠나서， 위 에 서 논의한 저자의 문법에서 활용되는 개념/요 

인들을 다시 생 각해 보자. 

앞서 논의했던 (8 기 ， L)에 관련된 ‘시 간적 /심 리적 지체’의 개념과 (10)에 

관련된 ‘의식/인지’의 개념들은 앞서 논의한 문법 이 론적 고려를 떠나서도 단 

순히 ‘애 매 모호’하다는 문제는 여 전히 남는다. 다시 말하연， 이 개념들이 명 
시적으로 정의/규명되지 않고 애매모호하게 쓰였기 때문에 (8L )이나 (1 0) 

에 대한 저자의 설명에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애 애모호한 개념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설명한다는 것은 그것이 체계적 이 흔에 입각한 경우이든 그렇 
지 않은 경우이든 문제 가 아닐 수 없다. 지 자가 의미-기능주의 문법론의 체 
계적 이흔느로서의 문제점은 여러가지 논리로 외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애 

매모호성의 문제는 어떠한 논리로도 외면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애매모호성의 문제를 바로 강는 걸은 그 관련 개녕들에 

대한 명시적 정 의 /규명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 나 ‘시 간적/심 리적 지체’ 

또는 ‘의식 /인지’와 같은 개념들에 대한 명시적 정의/규명을 제시 하는 일은 

궁극적으로 앞서 논의했던 심 리학적/칠핵적 문제를 떠맏게 되기 쉽다. 왜냐 

하연， 애를 들어， ‘의식 /인지 ’의 개녕을 의미-기능주의 문법콘에서 독자적 

으로 독특하게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상식적 ‘의식 /인지’ 의 개념과의 연관성 
을 전혀 외면할 수 없는데， 후자의 개념은 그 명시적 정의/규명에 있어 심 

리 학적/철학적 문제가 개업되 기 때문이 다. 이와 같이， 애매모호성이라는 비 

이 흔적 문제도 그 해결 과정에서 이 론적 문제 가 개입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저자가 운법에 있어 이 론적 문제와 바 이 론적 문제를 완전히 구별하거냐 

이 흔적 문제를 완전히 외연한다띤， 그것은 옳지 않은 문법학자의 태도라고 

본다. 

이 성 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저자의 의미 기능주의 문법은 ‘의 
01-기능’이 라는 이 름 아래 도입 • 활용하는 문법적 개 념/요인들이 그 종류와 
수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우제한이어서 체계적 문법 이론상 심각한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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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 또 그 문법적 개념/요인들이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애매모호하다는 

비이론적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지배 -결속 이 론의 핵심문법의 경우 

에는 없다. 왜냐하면， 핵심운법은 도엽 • 활용하는 개념/요인들이 통사-구조 

척인 것 한 가지에만 국한되며 극히 객관적인 명시적 징의가 항상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서， 재귀사 현상을 포함하여 어떠한 문뱅 현상에 

대하여서도， 자신의 의미-기능론이 만능이므로 핵성문법과 같은 통사론은 

펼요없다는 저자의 논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성렵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재귀사 문법에 대한 의미 -기능론 만능론과 통사-구조론 무용 

론으로 귀결되는 저자의 그릇된 문법관은 일차적으로 올바른 의미-기능론에 

대한 철저한 인식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왜냐하연， 그가 의미-기능 

론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재귀사에 대하여 의미-기능 

론이 만능이라는 청당화될 수 없는 이상한 신념을 형성하지 는 않았을 것이 

기 때문이다. 한펀， 그의 그릇된 문법관에 대한 또 다른 원인은 그의 통사

구조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족이다. 저자는 채귀사에 대한 통사-구조론 

의 무용론을 논중하기 위하여， 우선 지배-결속 이론의 결속이론을 철저히 

비판하고 있는데， 그 비판이 대부분 통사-구조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 

족으로 인한 오해에서 비릇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자는 p.5에서 지배-결속 이흔의 결속이론은 재귀사 현상을 

“대용사(代用詞 : anaphor)는 그 지배법주 속에서 결속된다" 32라는 “단 한 마 

디로” 규정해 놓고 다른 “엄청난 문제들”은 “생각할 펼요가 없다고 대답한 

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은 재귀사 문제에 대한 “영청난 단순화”이며 “영청 

난 희생 위에서만 성렵할 수 있는 원리/이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은 통사-구조론 또는 통사론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언한다. 통사론이란 

원래 언어 현상 중에서 통사-구조적 측면만을 다룬다. 따라서， 통사론이 비 

통사-구조적 측면을 다루지 않는 것을 “엄청난 단순화”라고 비난할 수는 없 

다. 물론 “대용사는 그 지배법주 속에서 결속된다”라는 한 마다 원리가 지 

구상의 모든 인간 언어의 재귀사 통사 현상을 모두 설영할 수 있는 완전한 

원 리 라고는 총스키 (1981)을 포함하여 아우도 믿 지 않는다. 

츰스키 (1981)도 이 결속원리플 제 안한 그 자리에서 이 웬리의 문제점들 

을 논의하고 수정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곧 뒤 이어 수 많은 연구에 

의하여 이 결속이론이 비판 • 수정 • 보완되어 가고 있다. 이러 한 연구들의 

한 예 로서 앞서 양동휘 (1983, 1986) , 1\이까(1984 ， 1987)을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결속이론의 끊임 없는 비판 • 수정 • 보완을 총스키도 반대하기는커 

32 이 훤리를 ‘결속원리 (A)’라고지배 -철속 이론에셔 부른다. ‘대용사’란 채귀사， 
상호사(相효휩 : reciprocal) 그리 고 명 사구 혼척 (NP-trace) 응 지 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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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 매우 기빼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어떤 이론이 활발히 널리 

거론되고 빠른 속도로 계속 비판 • 수정 • 보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그 이 

론의 학문적 가치 플 입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학문적 이흔은 활발 

히 널리 거흔되고 계속 비판·수정 ·보완의 대상이 되고 있을 때 학문척 진 

가를 발휘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연， 어떤 이론이 전혀 거론되지도 않고 

한번도 비판 • 수정 • 보완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그 이론은 학문적으로 전 

혀 가치가 없다고 하겠다 33 

현재로서는 구노의 재귀사에 대한 기능적 원리냐 저자의 재귀사에 대한 

의미-기능적 원리 보다도 총스키의 결속원리가 더 활발히 논의되고 있고 

더 빠른 속도로 비판 • 수정 • 보완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 구노의 재귀 

사 원리냐 저자의 재귀사 원리가 츰스키의 결속원리보다 학문적 가치가 더 

크다고 말할 수 없다. 저자는 츰스키의 결속원리를 “엄청난 희생 위에서만 

성랩할 수 있는 원리”라고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의미-기능적 원리는 “엄청 

난 희생 없이 성렵할 수 있는 원리”임을 시사하지만， 현재로서 후자가 전자 

보다 학문척 가치가 더 크다는 확증이 없으므로 전자는 학문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논리는 서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논 

의한 바와 같이 저자의 의미 -기능적 원리들은 문법이론상의 심각한 문제들 

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어떤 의마에서 “엄청난 희생 위에서만 성랩할 수 있 
는 원리들”이다. 

저자는 총스키의 결속 이 론과 관련하여 “지배범주의 설정에 있어서 ‘지 

배’의 개념이 핵심이 된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p.61에서 

주장하고， 따라서 그러한 “지배범주의 개념은 매우 중대한 결함을 가지므 

로” 저자는 ‘지배법주’라는 개념 대신에 ‘결속영역’이라는 개념을 쓰겠다 

고 p.81에서 밝히고 있다. ‘지배법주’ 라는 개념에 대한 저자의 이러한 비 

판도 ‘지배범주’와 같은 통사적 개념에 대한 저자의 인식 부족에 기인한다 
고 보겠다. 우선j “지배범주의 설정에 있어서 ‘지배’의 개념이 핵심 이 된 
다”는 저자의 생각은 옳지 않다. 츰스키의 글 중에서 이런 말은 한번도 발 

견되지 않는다. 아마도 ‘지배법주’라는 솔어에 ‘지배’ 라는 말이 들어 있으 

33 치금은 이해되지 않아 인갱받지 못하지만 훗날 이해되어 인갱 받는 이론도 있 
고， 완전무결하여 전혀 비 판 • 수정 · 보완될 펼요없는 이 흔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혹자는 반문할는지 모른다. 지 금이건 훗날이건 여하간 학자틀 간에 활발히 거흔되어 
야 학운척 가치가 있는 이폰이다. 학자플간에 영원히 아무런 만응도 일으키 지 못하는 
이 론은 학문적 가치가 없디고 할 수밖에 없다. 완전무결한 이론이란 이 론척으로는 
가능해도 실제로는 불가놓하다. 왜냐하연 ， 인간이란 신처령 완전무결한 존재가 아니 
기 때문이다. 인간이 신처럼 완전무결한 존재 가 되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이므 
로 언어학을 포함하여 모든 학문은 영속합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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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그것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저자는 생각했는지 모른다. 

이것은 마치 ‘지배-결속 이흔’이라는 문법론의 핵심은 ‘지배’와 ‘결속’의 

개념이라고 보는 것과 비 슷한 오류이다 34 ‘지배’와 ‘결속’의 개념이 ‘지배

결속 이흔’에 있어 펼요한 개념이지만 그 핵심적 개념이라고 단갱할 수 없 

듯이 ‘지 배’의 개념이 ‘지배범주’의 정의에 있어 펼요한 개념이지만 그 핵 

심적 개녕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따라서 1 설령， 앞으로 결속이론이 발 

전하여 소위 ‘지배법주’의 정의에 ‘지배’의 개념이 필요없게 된다고 할지 

라도， 결속의 영역을 명시한다는 ‘지배법주’의 본래의 기능에는 전혀 문제 

가 되지 않는다 35 또 그러한 ‘지배법주’의 정의에 대한 수정이 저자의 말 

처럼 현재의 ‘지배 법주’의 개념에 “매우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을 시사한 

다고 볼 수도 없다. 왜 냐하면， 어 떤 가설적 개념의 갱의 속에 한가지 불필요 

한 요인이 개입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 를 제거하게 되는 수정이 반드시 “매 

우 중대한 결함” 때문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연， 저자는 p. 79에서 “결속자와피결속자가 포함되는 법주냐 영역에 지 

배자가 포함되지 않는 일이란 실제에 있어서 찾아 보기 어려운 일이다n 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띤， 결속의 영역을 명시하는 법주를 설정해 놓고 보 

연 대부분의 경우 그 범주 속에 피결속자의 지배자는 자동적으로 포함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띤， 과연 ‘지배법주’ 설청 에 ‘지배자’를 

내포시킬 펼요가 거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저자처럼 필자도 양동휘 

(1983)에서 결속영역으로서 ‘지배자’ 를 내포하지 않는 ‘결속범주’를 ‘지 

배엄주’ 대신 제안하고 있다. 그러냐 이와 같이 ‘지배범주’ 대신에 ‘결속 

법주’를 제안한다는 것이 곧 ‘지배 범주’는 완전히 틀렸다거나 “매우 중대 

한 결함”이 있는 것이 라고 단정짓기 어 렵 다. 왜냐하연， 오늘까지 조사·연 

구한 모든 경우에， 결속영역 안에 피결속자의 지배자가 자동적으로 내포됨 

이 확인되었을지라도 내일 그렇지 않은 증거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배법주’와 ‘결속법 주’ 사이에 옳고 그름을 확정짓기 어려 

% 츰스키 (1987)은 자신의 문법혼에 붙여진 ‘지배-결속 이룬’이과는 이 름은 잘못 

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 자신의 운법론에서 다른 개냄들도 ‘지에’와 ‘결속’의 
개념과 똑같이 중요하며 다른 운법흔에서도 ‘지떼’와 ‘결속’의 개념이 쓰일 수 있다 

고 말한다. 자신의 문범 흔에 균이 이릎을 붙인다면 ‘원리-매개변인 이 흔(原理-媒介짧 

困 理論 : principles and parameters theory) ’ 이 략고 하는 것 이 좋겠 다고 말한 다. 
35 ‘지 ul] ’의 개념이 .지배냉주’의 정의에서 필요없게 퍼있을 때， ‘지배뱅주’라는 

용어를 바꿀 수도 있지만 안 바꿀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용어는 고유명사척 성 격 을 

띠 게 되 기 예 문이 다. 예 를 들어 , 생 성 문법 에 서 ‘구구조 (phrase structure) ’ 라는 용어 는 
구(句)사이의 구조뿐만 아니과 철(節)사이의 구조， 어 휘 사이의 구조， 예로는 형태소 

사의의 구조까지 내 포하는 포괄적 인 개념으로 지금 쓰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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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이유는 이 두 가설적 개념의 차이가 이 두 개념에 개입된 어떤 요인의 

옳고 그름에 있다기 보다는 어떤 요인의 필요-불필요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요인이 틀렸다는 것을 완천히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요 

인이 틀렸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한번만 제시하면 되지만， 어떤 요인이 불펼 

요하다는 것을 완전히 증명하기란 실질적무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아우 

리 많은 경우에 불필요함이 확인되었다고 할지라도 필요함이 확인되는 경우 

가 언제 발견될지 모르기 혜문이다. 구체적 인 예를 들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지배법주 구성 요인의 하나로서 피결속자의 지배자를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다음 (11 끼 L)의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있 

음이 확인된다. 

(11) 기 Johni saw [NP hisi picture] . 

L. *JOhni believed [shimi to be clever]. 

(1 1 기)의 문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his의 지배법주가 NP이어야 한다. 

왜냐하띤， 결속원리 (B)에 따라 대명사는 그 지배법주 안에 결속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36 이 를 위하여 츰스키(1986)은 지배법주 구성 요인의 하나 

로서 ‘접근 가능한 주어 (accessible subject) ’ 대신에 ‘결속이론상의 적합성 

(BT -compatibility)’을 제안한다. 이 제안에 따르연， (1 1 기)에서 his의 지배 

범주는 과연 NP가 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his의 지배자인 picture가 his 

의 지배법주인 NP속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11L)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즉， (11 L)의 비문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him의 지배법주 

가 그 문장 전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배법주 구성요 

인중에 피결속자의 지배자가 포함되어야 함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왜냐 

하면， (1 1L)에서 ‘결속이론상의 적합성’만을 따르연 him의 지배범주가 종 

속철 S가 되므로， (11 L)이 운법적인 것으로 잘못 판청되기 해문이다. 

물론， (11L )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위해， 피결속자의 지배자를 명시해야 

하는 ‘지배법주’를 고칩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 (11 L)과 같은 특수한 경우는 달리 처리하고 ‘지배법주’보다 더 간 

단한 ‘결속법주’ 를 채택함이 더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주장도 현재로서는 ‘지배범주’를 지지하는 주장보다 단연 우세 

하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연，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지배법주’ 구성 

% 총스키 (1981 , 1986)의 결속원리 (B)는 다음과 같다 : ‘대명사류(代名詞類 : pro
nominal)는 그 지배 법주 안에서 결속되 어서는 안된다.’(대명사류는 대영사와 PRO/ 
pro를 지시한다. ) 따라서， 결속훤리 (A)와 (B)는 그 결속 가능 영역이 어떤 의비에서 
상호 배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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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중에 피결속자의 지배자를 포함시킬 필요 없다는 완전한 논증은 실제로 

불가능하기 해문이다. 따라서， 현재 ‘지배법주’와 ‘결속법주’는 두 개의 경 
쟁적 가설 (competing hypotheses)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대용사 결속 

원리와 관련하여， ‘지배범주’는 불필요한 ‘지배자’ 요언을 내포하는 “중대 

한 결함”이 있으으로 “결속영역”이라는 ‘결속범주’ 를 채택해야 한다는 저자 

의 주장은 정 당하지 않다. 

저자는 p.79에서 “결속이흔은 PRO에 대하여 거의 아무런 작용도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결속이론이 PRO에 적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지배법주’ 구성 요인 중에 ‘지배자’ 요인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고 주장한다. 과연， PR09} 그 선행사의 관계는 결속이흔이 아니라 통제이 

론(統制理論 : control theory)에 의해 설명된다. 그러나 PRO의 분포， 즉 

PRO가 왜 지배되지 않는 자리에만 오는지에 대한 설명은 ‘지배자’ 요인을 

설정하는 ‘지배법주’에 입각한 결속이 폰으로 설명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 

어 설명하연， PRO는 다음 (12 기， L)에서 보듯이 대 용사와 같은 성격도 있 

고 (13 기， L)에서 보듯이 대명사와 같은 성격도 있으으로， [+ anaphoric, 

+ pronominalJ로 규명할 수 있는데， 이는 PRO가 결속원리 (A)와 (B)의 적 

용대상이 됨을 뭇한다. 

(12) 기 . JOhni expects himselfi to fìnish the work on time. 

L. Johni expects PROi to finish the work on time. 

(13) 기 • Hisi fìnishing the work on time is very important to JOhni. 

L. PROi finishing the work on time is very important to JOhni' 

따라서， 만일에 지배 받는 자리에 PRO가 나타난 경우에는 ‘지배법주’에 

입각한 결속이론의 결속원리 (A)와 (B)가 동시에 적용되어 결국 결속원리를 

위배하게 되므로 비문법적 구문으로 판명된다. 다시 말하면， 결속원리 (A) 

는 PRO가 그 지배범주 안에 서 결속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결속원리 (B). 

는 PRO가 그 지배범주 안에서 결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으로， 지배 받 

는 자리에 나타난 PRO는 결속원리 (A) 나 (B)를 반드시 어기게 된다. 

이와 같이， 총스키(1981)의 결속이론에 따르면， PRO가 왜 지배 받지 않 

는 자리에만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37 물론， 츰스키(1981) 

의 결속이론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을 수 있으묘로， 그런 결속이 론에 입각 

한 PRO 공리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구체적 문제정의 논의도 

87 이와 같이 철속원리 (A)와 (B)때문에 PRO가 치배 받는 자리에 올 수 없는 것 

을 ‘PRO 갱 리 (PRO 定理 : PRO theorem) ’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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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없이 무조건 “결속이론은 PRO에 대하여 거의 아무런 작용도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따라서 ‘지배법주’의 ‘지배자’ 요인과 PRO의 연관성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저자의 주장은 PRO 공리라는 통사적 개념에 대한 올 

바른 인식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다시 말하면， PRO와 관련하여 ‘지 

배법주’의 ‘지배자’ 요인은 무의미하다는 저 자의 주장은 결국 통사적 개념 

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부족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저자는 p.81에 서 지배 법주 구성 요소의 하나로 설정되는 “지배자는 (재 

귀사) 문제의 핵심과 거 리 가 멀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서 p.80에서 다음 

(14 기， L)과 같은 예문을 들고 있다. 

(14) 기. 철수l가 영희 j에게 자기 j 잘옷을 뉘우치게 했다. 

L . 철수l가 영회 j에게 자기 I ， J 이름을 알게 했다. 

즉， (14 기)에서 자기의 지배자는 잘못이고 (14L)에 서 자기의 지배자는 

이름이므로， 이 두 예문이 재귀사의 지배자에 있어 구문상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4 기)에서는 자기가 주철 주어인 철수를 지시할 수 없 

는 데 반하여 ， 04L )에서는 자기가 주절 주어인 칠수를 지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귀사의 지배자는 재귀사 현상의 핵심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다. 

저자는 “핵심과 거리가 멀다”는 말이 정확히 우엇을 뭇하는지 밝히고 있 

지 않다. 만일 이 말이 “별로 필요가 없다”는 뭇이 라연， 저자의 주장은 옳 

지 않다. 왜냐하면， (14 기， L)과 같은 경우에는 과연 재귀사 현상의 설명 

에 재귀사의 지배자가 별로 필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듯 하지 만， 앞서 논의 

한 (11 L)과 같은 경우에는 재귀사의 지배자가 필요한 역할을 하기 때 운이 

다 38 저자의 “핵심 과 거 리 가 멀다”는 말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뭇이라 

고 하더라도， 저자의 주장은 옳지 않다. 왜냐하연， 어떤 체계 속에서 아무 

리 그 기능이 미약한 요소일지라도， 그것이 그 체계의 일부분인 이상， “별 

로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비행기에 있어 날개 

를 연결하는 작은 나사 못을 생각해 보자. 이 작은 나사 웅은 비행기가 나 

는 데 있어 프로펠러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그 작은 나사 옷이 비행기가 나는 데 있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프로펠러가 아무리 그 기능을 잘 발휘한다고 해도， 그 

착은 나사 못 하나가 잘못 되거나 빠져서 날개가 고정되 지 않는다면 그 비 

행기는 날 수 없기 때문이다. 

38 ( 11 ，--)과 같은 경우가 영어 이외의 언어에서도 발견훨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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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재귀사의) 지배자는 (재귀사) 문제의 핵심과 거리가 멀다”는 저자 

의 주장이 어떤 의미에서 일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주장에 대한 저자의 

논증은 운제가 있다. 왜냐하면， 그 주장의 중거로서 그가 제시한 (14 까)과 

(14 L )의 차이 는 채 귀 사 현상과 전혀 무관한 요인에 기 인하고 있기 때 문이 

다. 다시 말하면， (14 기 )괴- (14 L)의 차이 는 다음의 05 기 )과 05L )의 차이 

와 똑같은 요인에 기인한다. 

(15) 기*영회가 철수의 잘옷을 뉘우치고 있다. 

L 영회가 철수의 이름을 알고 있다. 

( 1 5 기)이 비문법적인 이유는 우리가 자기의 잘뭇을 뉘우쳐도 남의 잘못을 

뉘우치지는 뭇하기 때문이다. 이와 똑같은 이유로 (14 기)에서 주절 주어인 

철수가 자기의 선행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결속이론상으로는 (14 기)에서도 (14 L )에서처럼 주절 주어인 칠 

수가 자기의 선행사가 될 수 있으나， 다만 “우리는 남의 잘못을 뉘우칠 수 

없다”는 일상적 상식/이치 때문에 (14 기)에서는 칠수가 자기의 선행사가 되 

는 가능성이 억제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분석 이 된다. 이러한 분석 

에 입각해 브면， (141)과 Cl4L)의 차이가 “(재귀사의) 지배자는 (재귀사) 

문제의 핵심과 거리가 멀다”는 증거가 된다는 저자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 

다. 왜냐하면， 문법규척/원리상a로는 완벽해도 일상적 상식/이치에 어긋나 

므로 부적절한 (ill-formed ， unacceptable) 표현이 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기 

째문이다. 예을 들어， 다음 (16 기)의 부적절성은 (16L)과 비교해 볼 때 결 

속이론과 갇은 문법적 원리에 기인한다고 블 수 없다. 

(16) 기. 용철수1가 자기 l의 등을 밀고 있다. 

L. 철수l가 자기 ，의 수레흘 밀고 있다. 

저 자는 (161)의 부적절성이 (1 5 기)이나 (1 4 기)의 부적정성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할는지 모른다. 즉， (1 5 기)이나 (14 기)의 경우에는 동사 ‘뉘 

우치다’ 또는 ‘뉘우치게 하다’가 잘옷 쓰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운법적3로 

부적철하지만， (16 기 )의 경우에는 그렇게 잘못 쓰인 동사냐 다른 낱맘이 있 

다고 볼 수 없으묘로 비문법적/회-용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할는지 R른 

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의 논리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 그러한 주장이 

옳다만 ， ‘ (물체를) 멀다’ 라는 뭇의 동사와는 별도로 ‘남(사람)의 등플 멀 

다’ 라는 의미의 낱말 또는 특정 표현이 따로 있는 언어에서는 (16 기)과 같 

은 돗을 나타내는 말은 문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정되기 때문이다 39 즉， 

39 국어에 ‘사지 흔 장아 음을 아래 위로 틀어 올혔다 내렀다 하다’의 뜻S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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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의 등을 빌다’ 라는 의미의 그 동사가 잘옷 쓰였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그러 냐 어떤 개념의 어휘가 어떤 언어에 있고 없음이 반드 

시 그 언어의 전반적 문법적 특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없￡므로， 어떤 특정 

어휘의 존재 여부에 따라 어떤 문장의 적절성을 문법적 또는 비문볍적/화용 

적￡로 구분한다는 것은 곤란하다. 

물론 어휘적 특성이 문법적/통사적 특성을 반영하거나 결정짓는 경우가 

있 다. 소위 숭어 (predicate)의 하위 법 주 구조(下位範購構造 subcategori

zation)나 의 미 역 구조(意味投 構造 : 6-role structure)의 특성 이 그런 경 우이 

다 40 예를 들어， ‘설득하다(persuade) ’ 라는 동사는 주어로서 설득하는 자가 

와야 하고 목적어 또는 브충어 (補充語 : complement)로서 설득 받는 자와 설 

득의 내용이 와야 한다는 어휘적 특성 이 어휘부(lexicon)에서 주어진 다. 그 

런데， 이러한 어휘적 특성은 그 어휘를 내포하는 문장의 통사구조 및 의미 

역 구조를 반영하는 등， 문법적 /통사적 의의가 크다 41 그러나 모든 종류의 

어휘 적 특성이 문법적/통사적 의의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더우기 모든 종 

류의 어휘척 특성 이 언어 또는 언어 사용에만 국한왼 특성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예 를 들어 ，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14 기)이나 (15 기 )의 부적절성은 

“우리는 남의 잘못을 뉘우칠 수 없다”는 일상적 상식/이치에 기 인한다고 할 

수 있는데 ， 이 러한 상식 /이치는 ‘뉘우치다’의 어휘적 특성의 일부라고도 볼 

수도 있으나， 일차적으로는 우리의 일상적 상식 이나 이치에 속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물론 앞서 논의한 ‘설득하다’의 어휘적 특성도 어느 정 도 우리의 일상적 

상식/이치 에 속히는 특성 이 아니 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 과연 ‘설득하 

다’의 어휘적 특성도 ‘주어’ 또는 ‘보충어’ 둥과 같은 문법적 개념 없이 도 

어느 정도 규명되므로， 일차적으로 우리의 일상적 상식 /이치에 속하는 특성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득하다’의 어휘적 특성과 앞서 논의 

한 ‘뉘우치다’의 어휘적 특성에는 한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각주 

가래 치 다’ 라는 말이 있듯이 ‘남의 등을 멀다’ 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 따로 있는 언어 

를 상상할 수 있다. 이러한 특청 행위 나 개녕을 나타내는 낱말의 존재는 언어마다 다 

를 수 있다. 예 를 들어， 국어의 ‘(옷을) 업다’， ‘(모자)를 쓰다’， ‘(신을) 신다’ ， 

‘(반지 흘) 끼 다’ 등의 동사을이 나타내는 동착을은 영 어로는 모두 ‘put on’으로 나타 
내 진다. 

40 슐어 의 ‘하위범주 구조’에 대하여서는 총스키 (1965)를 참조하고 ‘의미역 구조’ 

에 대하여서는 총스키 (1981) 을 창조할 것. 
41 이 러한 ‘설득하다 (persuade) ， 에 대한 어휘 적 특성은 다음과 같은 구절구조 규 

칙 융 불필요하게 한다고 츰스키(1986)은 주장한다. 
( i) S• NP VP 
(ii) VP• V NP S 또는 VP• NP S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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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어떤 심각한 문법적/통사적 특성을 반영 또는 결 

정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뭇하다. 즉， “우리는 남의 잘옷을 뉘우칠 수 없다” 

는 우리의 일상적 상식/이치는 아직까지 어떠한 심각한 문법적/통사적 의의 

가 있음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뉘우치다’의 이러한 어휘적 특성 

은 앞서 논의했던 ‘우리는 자신의 둥을 밀 수 없다’는 우리의 일상적 상식/ 

이치처럼 바문법적/화용척 요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저자는 여기서 어떤 어휘적 특성이 어떤 심각한 문법적/통사적 의의가 있 

을 때만 문법적 요인으로 간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할는지 모른다. 

즉， 어떤 문장이나 표현의 문법성 또는 적절성에 한번이라도 관여하는 어휘 

적 득성은 모두 ‘문법적’ 요인A로 간주하는 것이 왜 나쁘냐고 반문할는지 

모른다. 실제로， 저자는 앞서 논의한 “우리는 냥의 잘뭇올 뉘우칠 수 없다” 

는 ‘뉘우치다’의 어휘적 특성도 최소한 (15 기)과 같은 문장의 문법성/적절 

성에 관여하므로 ‘운법척’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 

신의 둥을 밀 수 없다”는 우리의 일상적 상식/이치도 최소한 (16 기)과 같은 

문장의 문법성/척철성에 관여하묘로 ‘문법적’ 요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우리의 일상적 상식/이치가 어느 어휘의 어 

휘척 특성으로 설청될 것인지 막연하다. 

다시 말하연， (16 기)의 부척절성은 “우리는 자신의 동을 밀 수 없다”는 

일상적 상식/이치를 어겼기 때문인데， (16 기) 안의 어떤 어휘도 이 일상적 

상식/이치를 그 어휘척 특성으로 내포한다고 보기 어렵다 42 여기서 저자 

는 우리의 문법에 내포되는 화용척 요인이 반드시 어떤 어휘의 어휘적 특성 

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는지 모른다. 그러 나 그러 한 저 자의 입 장을 

받아들이 연， 우리 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일상적 상식 /이 치 가 화용 

척 요인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문법’ 안에 들어 오게 된다. 따라서， 우 

리의 ‘문법’은 백과사전의 모든 정보를 내포해야 한다. 왜냐하면， 백과사전 

의 모든 정보는 최소한 어떤 문장 또는 표현의 척절성에 관여할 것이기 때 

운이다. 여기서 저자는 우리의 ‘운법’이 백과사전의 모든 정보를 ‘운법적’ 

요인으로 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할는지 모른다. 실제로 저자는 

그의 저서에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의 그러한 입장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그의 문법의 ‘과학 

성(科學性)’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현재 인간의 두뇌로는 

무한수의 요인을 인정하는 과학적 분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연과학의 

‘2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어떤 언어에 “냥의 퉁올 멀다”의 뜻을 가진 특 
청 어휘가 있다연， 그 어 휘의 어휘척 특성 으로서 이러한 일상척 상식/이치가 내포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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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연구는 예외없이 관련된 요인을 한 두 가지로 한정하는 소위 통제 실 

험 (controlled experiment)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언어학의 과학적 연구 

가 자연과학의 연구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긴요하게 거론되는 요인이 우 

제한이라는 것은 ‘통제 실험’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으로서 ‘과학성’ 

이 결여된다고 보겠다. 즉， 그러한 연구에서 얻어지는 결론들은- ‘단펀적’이 

고， 상호 긴밀한 연관성이 없다는 점에서 ‘비체계적’이다 43 지배-결속 이론 

은 긴요하게 거 론되는 요인이 구조-의존적인 (structure-dependent)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앞서 논의했던 하위법주 구조 또는 의미역 구조도 구조-의 

존적 개념 /요인들이다. 

이와 같이 심각히 거론되는 요인을 구조-의존적 개념/요인으로 제한함으 

로써 지배-결속 이론은 순수한 ‘문법적 능력’의 과학척 규명을 추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의 순수한 ‘문법적 능력’은 

구조-의존적일 수밖에 없기 혜문이다. 즉， 우리의 언어 사용에 관련된 기 

능중에서 비구조-의존적인 것은 운법 외적 요인들이 개입되는 것이 보통이 

다. 예를 들어， “우리는 냥의 잘못을 뉘우칠 수 없다”든가 또는 “우리는 자 

신의 동을 밀 수 없다”든가 하는 일상적 상식/이치는 각각 (15 기)과 (16 기) 

과 같은 경우에셔 보듯이 언어 사용에 관련되지만， 결코 구조-의존척 개념 / 

요인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과연， 이들은 순수한 ‘문법적 능력’에 속한 

다고 할 수 없다. 만일 쩌자가 주장하듯이 구조 의존적이건 아니건， 언어 

사용에 관련되는 모든 개념/요인을 모두 똑같은 ‘문볍적’ 개념/요인으로 간 

주한다면， 우리의 언어 사용에 관련된 기능/능력 중에서 ‘운법적 능력’ 괴

기 타 능력 /기능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 ‘문법적 능력’의 규-영을 

기초로 하여 언어 사용에 관련되는 기타 능력/기능의 규명으로 연구를 전개 

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츰스키(1981 ， 1986)은 주장한다. 

이와 같은 문법의 ‘과학성’에 대한 논의와 주장에 반대하연서， 저자는 우 

리의 문법이 자연과학적 ‘과학성’을 옐 펄요가 없다고 주장할는지 모른다. 

실제로， 저자는 이 저서에서 ‘과학성’과 같은 제약에 구애 받는 문법을 거 

부하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주장이 완전히 틀렸다고 논증하기도 어 렵지 만， 

완천히 옳다고 논증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저자가 그러한 자신의 주 

장이 옳다는 가정 아래 남의 주장을 비 판하는 것은 부당하다. 예 를 들어 , 

(14 기， L)과 관련하여， 저자는 “우리가 남의 잘옷을 뉘우칠 수 없다”는 일 

43 예플 들어， 저차가 그의 운법에셔 제안하는 의미-기능 윈리들은 그들 중에 어 

느것 (플)이 제거되거나 크게 바뀐다고 할지라도 여타 원리들에게 별로 심각한 영 향을 
주치 않는다. 그러나 지배-컬속 이혼에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강이， 예홀 틀어 ， ‘지 
배’의 개영 하나를 약간 수청한다고 해도 문볍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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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 상식/이치도 ‘문법적’ 요인이 된다는 가정에 업각하여 지배-결속 이 흔 

의 ‘지배볍주’ 개념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판은 정당하지 않다. 왜 

냐하면， 지 배 -결속 이론은 “우리는 남의 잘못을 뒤우칠 수 없다”와 같은 일 

상적 상식/이치를 ‘문법적’ 요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일상 

적 상식/이치를 ‘운법적’ 요인드로 받아들이는 저자의 문법이 반드시 옳다 

는 확증이 아직 없기 때문이다 44 

이상에서 우리는 저자가 의미 -기능 만능주의에 입각한 통사론 무용론을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통사론 또는 통사적 개념 /요인에 대한 저자의 인식 

부족도 한가지 원인이 됨을 밝혔다. 다음에는 저자의 그러한 주장에 대한 

또 하나의 원인으로서 저자의 학문적 논리성의 결여를 지적하고자 한다. 저 

자는 p. 85에서 다음과 같이 당당히 주장하고 있다 : “수정 결속이론은 결코 

설득력이 있다거나 의의있는 논의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논의가 순환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즉， 총스키(1986)의 수정 결속이론 

은 순환 논리의 모순에 빠져 있으으로 아무런 설득력도 의의도 없다는 것이 

다. 그리고 그 순환 논리의 모순은 수정 결속이론의 ‘결속이론상 적합성 

(BT -compatibility) ’ 의 개 념 에 서 비 훗되 고 있다고 그는 말한다. 

그러연， ‘결속이론상 적합성 ’ 이란 무엇인가? 결속이론상 적합하다고 함 

은 어떤 요소가 주어진 지배범주 안에서 어떤 가상적인 지표가 주어졌을 

해 결속이론이 적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45 예플 들어， 다음 (17 ，)에서 

each other는 그 지 배 범 주를 NP로 잡으면 결 속이 론상 적 합하지 않고， (17 

L )에서 theír는 그 지배법주를 NP로 장ξ면 결속이흔상 적합하다. 

(17) 끼 • They read [NP each other's books]. 

L. They read [NP their books]. 

.!4, 울흔， 지배-결속 이흔이 만드시 옳다는 확증도 아직 없다. 실제로， 인간의 어 

떤 이혼이 반드시 옳다는 확증은 영원히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연， 인간은 신이 
아니 기 때푼이다. 딱라서， 우려는 우리의 이론이 반드시 옳다는 가정 아래 냥의 이흔 

을 비 판해서는 안되고，:1:. 할 수도 없다. 예플 들어 ， 의미-기능주의 둔법론에 업각하 

여 지 배 -결속 이론을 비판하는 것도， 또 지배-결속 이 론에 입각하여 의미-키능주의 문 

법 흔을 비판하는 것도 영일한 의미에서 우의미하다. 실제로， 지애-결속 이론의 문법 
학자들은 그들의 이흔을 내세워 다른 운법 이론을 본격적으로 싱각하게 비판하는 일 
은 거의 없다. 그러나 저자는 이 저서에서 의미-기능주의에 엽각하여 지배-결속 이론 

의 결속이론올 본격켜으로 심각하게 비판하고 있다. 
45 저차는 p.86에 서 ‘결속이론상 척합성’올 다음과 같이 설영하고 있다 · “어떤 요 

소가 지표를 가질 때， 대용사는 대용사에 알맞는 지표를 가져야 하고， 대영사는 대영 

사에 탓는 지표를 가져야 한다 저자는 “알맞는 지표”라는 말의 영 시걱 정의를 주지 

않고 있다. 그러냐 “알맞는 지표”라는 말올 어떻게 이해 할지라도 위의 설영은 ‘결속 

이혼상 적합성’을 갱확히 규영한다고 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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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17 기)에서 each other에게 어떠한 가상의 지표를 준다고 할지 

라도 그 지배범주를 NP로 장으연 결속원리 (A)가 만족되지 않고， (171...) 

에서는 their에게 어떠한 가상의 지표를 주어도 그 지배 법주를 NP로 장으 

면 결속원리 (B)가 만족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17 기， 1...)에서 each 

other와 their는 그들에게 어떠한 지표가 주어진다고 하여도 그 지배법주를 

NP로 잡으면 그 지배엄주 안에서 결속되지 않는다. 

한현， 그들의 지배범주를 각각의 문장 전체로 장으면， 그들에게 they의 

지 표가 주어지는 경 우에 그 지배법주 안에서 결속된다. 따라서， 그 경우에 

는 (17 기 )의 each other는 결속원리 (A)를 만족시 키게 되므로 결속이론상 

적합하고， (17 1... )의 their는 결속원리 (B)를 어기게 되으로 결속이폰상 적 

합하지 않다. 결국， (17 ， )에서는 each oth-er의 지배법주를 그 문장 전체 

로 장아야 each other가 결속이론상 적합하고 (17 1... )에서는 their의 지배범 

주를 NP로 잡아야 their가 결속이론상 적합하다. 그런데， 과연 (17 기)에서 

는 each other의 지 배 법 주를 그 문장 전체 로 잡고 (17 1...)에 서 는 their의 지 

배법주를 NP로 장아야 (17 끼， 1...)과 같은 구운의 결속 현상이 올바로 설 

명된다. 즉， ( 17 기， 1... )에서 each other와 their에게 각각의 문장의 주어인 

they와 동일한 지표가 주어졌을 때， 그들은 모두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따 

라서， 지배법주 구성 요인의 하나로서 ‘결속이론상 적합성’을 설정하면， (17 

기， 1... )에서처럼 대용사와 대명사의 지배법주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자연스런 설명이 가능해진다. 이것이 좀스키(1986)의 주장이다. 

이상의 ‘결속이 흔상 적합성 ’에 대한 논의에 있어 순환 논리의 모순은 천 

혀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저자는 순환 논리의 모순이 있다고 브고， p. 86 

에서 (17 기)과 관련하여 저자가 생각하는 ‘결속이 론상 적합성 ’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은 문당 형식A로 서솔하고 있다 : “each other의 지배법주는 왜 문 

장 전체인가? 그것은 each other의 선행사가 they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each othel'의 선행 사는 왜 they가 되 는가 ? 그것은 each other의 지 배 법 주가 

문장 전체이기 때문이다.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와 같이 

each other의 지배법주가 단순히 그 선행사의 위치에 의해 결정되 고 each 

other의 선행사의 위치는 단순히 그 지배범주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면， 이것이야말로 순환 논리엽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 논리는 앞 

서 설명한 ‘결속이론상 적합성’과 전혀 아무런 관련도 없다. 

실제로， “ each other의 지배법주는 단순히 그 선행사의 위치에 의해서 결 

정 된다”는 학문적으로 공허한 내용의 말을 총스키의 글에서는 물론이고 어 

느 다른 누구의 글에서도 필자는 원어 보지 못했다. 저자의 이 저서에 서 처 

음 원었다. 수정 결속이 론의 ‘결속이론상 적합성’을 이런 학문적으로 공허 



118 語學liFf究 第24卷 第 1 월I 

한 내용에 입각한 순환 논리로 잘못 이 해하고， 그러한 오해를 확신한 나머 

지， 그런 오해에 업각한 비판을 이 저셔에서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 

한 학문척 논리성의 결여가 저자의 의미-기능 만능주의에 입각한 통사론 무 

용론의 주장에 대한 배경적 이유의 하나가 된다고도 보겠다. 

저자의 의미-기능 만능주의에 입각한 통사론 무용롱의 주장에 대한 이상 

의 논의를 요약하연 다음과 같다. 첫째， 저자의 그러한 운법론적 주장은 체 

계적 문법 이론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 언한다. 그는 우리의 문법 이 론이 ‘과 

학적/체계적 이론’이 되는 것을 이유 없이 거부하고 있다. 둘째， 저자의 그 

러한 문법론적 주장은 ‘의미-기능론’에 대한 올바른 인식도 통사론에 대한 

올바른 인식 도 부족함에 기 인한다. 저 자는 구조-의 존척 인 ‘의 미 -기 능적 요 

인’과 비구조-의존척인 ‘의미-기능적 요인’의 운법 이론상의 심각한 차이 를 

정당한 이유 없이 부인하고 있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문법 ’ 에 있어 통사 

론의 독자적 중요성을 이유 없이 부인하고 있다. 세째， 저자의 그러한 문법 

론적 주장은 학문척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의 인식 부족에도 기인한다. 저자 

의 학문적 논의에는 ‘직관적/주관적’ 주장， 애매모호한 개념의 사용， 학문 

적 논리성이 결여된 논증의 천개 등， 연구-방법론상의 문제점들올 완전히 

탈피 하지 못한 곳이 많다. 

저자의 이려한 의비-커능 만능주의 또는 통사론 무용론의 주장에 관련펀 

운제들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의미 기능론이 순수 통사흔보다 더 언어-보펀 

적 설명에 공현한다고 생각할는지 모른다. 실제로， 저자는 p.370에서 “통사 

적 인 원리보다는 의미론적 인 원리가 언어 보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상적인’ 전제는 전혀 실증되지 않고 

있다. 요히려， 통사론적인 원리가 언어-보연적 성격을 가질 수 있고 의미론 

적인 원리가 언어 -료편적인 성격을 갖지 못할 수도 있음이 실증되고 있다. 

다시 말하연， 최근지배-결속 이론에서의 보변운볍 (universal grammar=UG) 

에 대한 연구는 전자의 경우를 실증하고， 저자의 저서처럼 의미 -기능 위주 

의 문법이면서도 한국어나 얼본어 정도에밖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후자의 

경우를 실증한다. 

이와같이， 저자의 전제와는 달리， 저자의 의미 -기능적 원리들이 대부분 

한국어나 일본어 이외의 언어에는 완전히 척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그의 

의미-기능 만능주의 신념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의미 -기능척 원 

리나 개념들이 언어마다 달라야 한다는심각한 문제가 뒤따른다. 예를들어， 

저자는 p. 368에서 “재귀사의 의미 작용은 일종의 심리적인 주어화 또는 주 

제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이 주장이 옳은 것이라연， 

언어마다 재귀사 현상이 상당히 다르므로 각커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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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리적인 주어화 또는 주제화”의 성격이 달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한연， 위의 주장이 한국어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러 면 왜 언 

어마다 “재귀사의 심리적 의미 작용”이 다른가 하는 둔제가 남는다. 결 국， 

언어-보펀성이 결여된 의미-기능적 원리는 문법 안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 

제까지 야기시킹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저자는 의미-기능적 원리 

에도 지배 결속이 론의 매개변인 (parameter) 같은 것을 설정하면 될 것이라 

고 답할는지 모른다. 그러냐 현재로서 의미 -기능적 원리의 매개변인은 그 

개념조차 아직 아우도 제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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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Allegedly Omnìpotent “Semantìco-Functìonal" Grammar (I) 

Dong-Whee Yang 

The so-called “ semantico-functional" grammarians like Kuno (1987) , 

Bolinger (1977) , Givón (1979) , and Dik (1978) claim that “genuine ex

planations" for grammatical or syntactic phenomena have to be “semantic" 

or “ functional," since they believe that purely syntactic explanations are 

too “ narrow" or “ superficial" for proper account for any grammatical or 

syntactic phenomena. Thus, their claim leads to impotence of pure syntax 

and omnipotence of the “semantico-functional" grammar, which is supposed 

to include semantics, pragmat ics, functionalism, etc_ 

This paper discusses problems with the “ semantico-functional" grammar 

claimed to be omnipotent, citing relevant examples and cases from 1m 

(1 987) ( A Study 0η the Refiexive 'caki’ in Koreaη) ， which is also based 

on the allegedly omnipotent “ semantico-functional" grammar. First, the 

“ semantico-functional" grammar is not a “scientifìc" or systematic theory 

of grammar since it does not have a fìxed set of primitive concepts and 

axioms and makes use of concepts that cannot be grammatically or ling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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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cally motivated. Second, the “semantico-functional" grammar is not a 

balanced and motivated theory of grammar since it unjustly rejects the 

due grammatical signifìcance of pure syntax in our overall grammar and 

ignores syntactic factors that play crucial roles even in the “semantico

functional" grammar. Third, the “semantico-functional" grammar has 

methodological problems since in many cases it uses terms and concepts 

that are not or cannot be explicitly defìned, and makes claims on subjec

tive and intuitiv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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