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어 아나포라의 화용적 원칙들

이

1.

기

웅.

문재의 틀

텍스트나 문장의 유기적， 문법적 조직화에 아나포라가 핵심적인， 주요한 수

단의 하나임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사나 후행사1)
를 아나포라적인 요소로 받는 데 작용하는 메카니즘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언

어 보편적으로나 개별 언어적으로도 충분히 해명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에는 크게 보아 아마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1960년대 이후부터 활발히 진행돼 온 생성문법적 연구들은 아나포라
의 문장 내적인 현상들에 관한 통사적 분석과 해명에만 주의를 기울였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Chomsky (1 98 I)에 와서는 아나포라의

영역을 형식론적으

로 아주 좁게 축소시키는 규정으로 귀결되고 만다 .2) 문제는 이처럼 “형식론적

으로 재규정된” 아나포라에 대해서만은 적어도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어
떤 보편적인 통사론적 원칙이 설정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이후에 많은 생성
문법적인 연구틀이 보여 준 결과는 사정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는 사실이
었다.

가령，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에서

보여지는

소위

“원거리

재귀

사 "Oong-distance reflexives) 현상과 “제로 아나포라 "(zero anaphora) 현상은

위와 같은 통사적 접근방식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난제들로 지적돼 왔다. 이
러한 지적들을 근거로 해서

*

Y. Huang(1994) 에 가서는 결국 아나포라를 재정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본 논문에서는 카타포라 (cataphora) 현상까지도 포괄하는 아주 일반적인 정의로서
아나포라 (anaphora) 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일반적 정의에 대해서는 이기웅

0994; 255) , Y. Huang(1994; 1) 등을 참조할 것.

2)

츰스키의

이러한 축소된

형식론적

정의의

252-3) , Chomsky (1 982; 83) 등을 참조할 것.

이론적

동기에

관해서는 이기웅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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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서 3) 화용론적 접근방식을 제안하게 된다. 한편 러시아어와 관련해서는，
이기웅 (994) 이나 재귀소유사의

분석에

초점을 맞춘 김정일 (996) 등에서

아

나포라에 관한 생성문법적 규정이 유효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이
기웅 (994) 의 경우에는 의미론적 접근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생성문법적인 통사적

면， 이에

반해 아나포라의

논리학적으로) 통합해서

접근방식의

한계가 명백해졌다고 한다

다양한 현상들을 의미론적으로 (혹은 화용론이나

기술할 수 있는 모형은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가령， 이기웅 (994) 에서는 아나포라를 선행사나 후행사와 그것
을 받는 요소 사이의 “의미적 동일성”에 근거하는 현상으로 규정하면서 4가
지 유형의 동일성

동일성，

- i ) 지시적 동일성， i i) 유형과 그것의 개별 경우 사이의

iii) 동일한 부류나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개체들 사이의 동일성， iv)

추상화된 통일성 -

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구분이 단순히 “사

실적 타당성”의 규명 차원에서만 이루어졌을 뿐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관점은
다르지만 이러한 한계는

Kamp(981)에 서 부터

Hintikka & Kulas(985) 의 게임의미론적 접근방식이나

출발한 담화표시 이 론(Discourse Representation Theory)

의 접근방식， 그리고 Huang(994) 의 화용론적

접근방식 등에

있어서도 마찬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들은 각자 아나포라적인 요소가 어떻게
선행사와 지시적으로 연결되는가를 특정한 형식적 원칙에 따라 규명하는 데
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문제는 아나포라의 해석 조건을 찾는 것과

같은 사실적 타당성의 규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나포라의 허용 및 제약 조

건을 찾는 것이다.
요컨대， 문제의 핵심은 텍스트 내에서 아나포라의
요소들을 어떻게 “설명적

수 있다. 펼자의

생성과 해석을 결정짓는

타당성”을 갖춘 방식으로 분석하느냐에

있다고 볼

생각에 이를 위해서는 일반 이론적 차원에서의 성찰보다는

먼저 주어진 개별 언어 내의 분석에서 -

따라서 여기서는 러시아어의 분석

에서

동일성과 그것의

아나포라의 토대가 되는 의미적

개별적

유형화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Q l) 어떠한 유형의 연결관계가 반드시 아나포라화를 요구하는가?
(Q2) 잠재적으로 가능한 연결관계가 여러 개일 경우， 그 중에서 특정한

3)

그러나 그의 정의는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Tesnière( 1959) 의 틀올 벗어나지 못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어 아나포라의 화용적 원칙들

203

것이 선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공지시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되는 아나포라의 구조적 특

(Q3)

정은 무엇인가?

사실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을 개별 언어에서 나타나는 수없이 다양한 아나

포라 현상의

개별적인 유형들 하나 하나와 대비해서 관찰하는 것은 상당히

방대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로 명사구 선행사
와 그것을 연결하는 아나포라의 경우들만을 중심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문법적 필수”로서의 아나포라

우선 적어도 문장 단위 내에서는 아나포라가 문법적으로 필수적이라는 데에는 이

견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그렇지만 그것올 전적으로 통사적인 개념을 통해서 조건
지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
1) Korna l\Io pya (i) nony4HT cna4y , OH (i)/(j) BblRneT H3 peCTOpaHa.
1’) When Durois (i) receives the change, he (i)/(j) will 뼈ve the
restaurant.
2) Korna oH (i) nony4HT cna4y , l\Io pya (j) BblRneT H3 peCTopaHa.
2’) When he( i)/(j) receives the change, Durois (i) will leave the
restauran t.

3) 0 ceõe(i) OJJbra(i) 뻐 Korna He rOBOpHJJa.

4) nOH Jl B, 4TO ero (i)/(j) Bbl30ByT , nëTp (i) HepBHH4aJJ.
5) nOH Jl B, 4TO neTpa (j) Bbl30ByT , OH(j) HepBHH4aJJ.
ceCTp。α (j) HaTaJJ배(j) pa3rOBapHBaeT ceR4ac ell (j)/(j) MYJI<.
(Cf. nany4eBa 0985; 124))
7) Oõ w. ecTBo (j) 3aw.때aeT 4eJJOBaKa (j) OT caMoro ce6 J1 (i)/(j). (Cf.
nany4eBa 0974; 267))

6)

C

위의 예들의 경우 문장 내에서 각각 (i)와 (i) 혹은 (j)와 (j)가 짝을 이루는
경우가 아나포라 현상이라면， 예 (1) -(3) 의 경우에는 이것이 영어나 불어 등과

는 달리

러시아어에서는 “성분 통어" (c-command) 의

개념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예 (4)-(5) 에서는 그러한 통사적 종속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는 아나포라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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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6)- (7)은 통사구조 그 자체로 두 가지 대응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로

써， 이러한 잠재적 중의성은 실제로는 발화의 억양 구조나 문맥적 차이에 의
해서 해소된다.
이러한 고찰로부터， 그리고 위의 예들 중에서 아나포라인 경우 그것이 문법
적으로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해본다면，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러시아어에
서 는 예 (6)- (7)이 아나포라의 특정 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경 우로 간주할 수 있

다. 즉， 아나포라의 생성과 해석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리고 가장 일반적인 조
건으로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설정돼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 등위 접속의 구조를 제외한 문장에서 (그리고 화자가 타자의 “말을
옮기는" (J ogophoriC)4) “양상틀 "(modus) 의 구조가 아닌 문장에서)， 문장 경계
내에 위치하는 둘 이상의 논항들이 지시적 동일성을 갖는 경우 그것들 사이
에 반드시 아나포라가 설정된다.

그렇다면 언뜻 보기에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다음과 같은
예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8) Mama eCTb Mama.
9) H3aaTeRb *y pHaRa 그“Vogue" CtlHTaeT , tlTO H3aaTeRb *ypHaRa
“ V ogue" MHRRHOHep
10) HBaH y6e*aaR ab~BORa B TOM , tlTO nb~BORa He cy~ecTByeT.
11) HBaH y6e*aaR nb~BORa B TOM , "I TO ero He cy~ecTByeT. (C f.
nanY "l eBa (l 985; 144, 146))
일상 언어에서 흔히 발견되는 예 (8) 과 같은 경우들에

있어서는 주어가 지

시하는 것이 대상이라면 술어가 지칭하는 것은 그 대상과 결부되는 개념이다.

이 경우 두 개의 동일한 명사 사이에는 엄밀히 말해서 지시적 통일성이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보그』지 편집장이 자기 자신
이 『보그』지 편집장인 것을 모른 채 그 잡지의 편집장이 백만장자라고 여기

4) “말 옮김" (logophoricl 이라는 술어와 개념은 Hagège(974) 에 의해 도입됐으나 이에
대한 그 후의 많은 연구들은 - 특히 Chomsky(981)의 모형에 근거한 - 원래 저
자의 이론적 의도와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원거리 재귀사”나 내포문의 대명사 사
용에 관한 문제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98 sq.) 를 참조할 것

이에 대해서는

Hagège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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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거의 있음직해 보이지 않는 예 (9) 의 경우

는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경우 때문
에 우리는 원칙 (#1)에서 (“말 옮김 양상틀")에 관한 략될

0985;

수

있는 -

규정이

펼요하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생

된다. 이러한 규정과 관계해서

145-6) 는 ‘주절에 3 인칭 주어가 나오는 경우

nallyqeBa

그 주어의 견해로 표상된

세계 내에서의 공지시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그같은 규정은 보문에 올 수 있

는 다양한 종류의 직접 인용문들이나 자유간접화법적인 인용문들을 생각해본

다면 너무 협소하게 설정된 것 같다. 어쨌든 이러한 규정을 통해

예 (1 0) 과

(11)의 차이가 설명될 수 있다. 전자에서는 보문이 “이반의 관점”을 직접적으
로 전달하고 있다면， 후자에서는 “화자의 관점”만이 고려되고 있다.

위에서 설정한 원칙 (#1)은 당연히 공지시적인 논항들 사이에서 어느 것이
아나포라적인 요소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 즉 아나포라의 방향에

대한

규정을 통해서 보충돼야 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
던 것처럼 전적으로 어떤 통사적인 제약의 설정을 통해서 해명하는 것이 힘
든 성격의 문제처럼 보인다. 필자의 생각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

나포라의 “순행적” 방향성과 “역행적” 방향성을 따로 분리해서 고찰할 펼요가
있다. 먼저， 위의 예 (1), (6), (7), (1 1) 에서 보듯， 아나포라 현상에 있어서 순
행적 방향성은 가장 자연스러운 방향성이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원칙으로 반
영되기 위해서는 순행적 방향성에 어긋나는 예 (3)-(4) 를 비롯해서 다음과 같
은 경우들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

12)

*Kor .n a BC Jl KaJl co l5 aKa (j)

13)

*lleHbrH

Kall<lIoro(

.nOBO Jl bHa , oHa( i)

J1 aeT.

i) BepHyJlH eMY (j). (Op. ci t., 154)

여기서 순행적 아나포라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예 (3)-(4) 의 경우와는 다

르다고 볼 수 있다. 예 (3)-(4) 의 경 우는 순행 적 방향성 에 어 긋나기 는 하지 만
문장을 구성하는 통사적 종속 구조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다음과 같은 환언

이 가능하므로 순행적 방향성이 완전히 차단된 구조는 아니다.

3 ’) OJl bra (j) HHKorlla He rOBOpH Jla 0 ce l5e (j).
4’) nëTp (j), nOH Jl B, '{TO ero (i)/(j) 뻐 30ByT ， HepBH배 aJl.
그렇다면

예

(3) 과 (4) 의

경우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그것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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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칙의 설정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2) 문장 내에서 아나포라는 순행적이어야 한다 단， 역행적 아나포라가
허용될 경우， 그것은 생성된 통사구조가 의미구조 속의 지시적 동일성을 깨
지 않는 범위에 국한된다.

원칙 (#2) 의 두 번째 명제는 그 자체로는 당연히 동어반복적인 성격을 지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명제가 필요하고 또 유의미한 것은 아나포라

요소의 규정에 관한 가장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원칙을 나타내는 첫 번째 명
제와의 연관 속에서이다. 즉， 두 번째 명제는 첫 번째 명제 규정에 대한 예외
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왜 (4) 의 경우는 아나
포라가 허용되는 반면 아래의

예에서는 불가능한지 실제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4") *Korna OH( i) nOH j(Jl, 'I TO ero (i)/(j)

뻐 30ByT ，

m!Tp (i) HepBHH 'I aJl.

그리고 이와 연관해서 단지 여기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문장 구조
와 아나포라， 그리고 “빠르게 작용하는 임시 기억"( õblCTponeRCTBylODl a .sl naMJITb)
사이의 상관성이다5). 해당 통사적 표현이 선형적으로 완결되기 이전의 과도기
적 단계들은 순간적으로

그리고 임시적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됐다가 그

표현이 완결됨과 동시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삭제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임
시

기억”의 수용 용량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임시

기억”에

부담이 안 되는 구조는 당연히 순행적 구조이다. 역행적 구조에 대해서 우리
의 “임시 기억”이 허용할 수 있는 경우가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이것

을 활용해서 우리는 예 (4) 와 예

(4" )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

다. 즉， 러시아어의 경우 예 (4") 처럼 역행적 아나포라가 독립된 주어-술어

형태의 부사절에

연결되는 것은 “임시 기억”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다 .6) 이처럼 “임시 기억”과 관련해서

역행적 아나포라가 순행적 아나포라 보

5) Cf. V. H. Yngve(960) , A model and a hypothesis for language structure ,
Proceedings 01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 vol. 104, N 5. 이 에 대 해 서 여 기
서 는 PeB3 뻐 (1962: 140-3) 을 참조했다.

6)

왜 (2') 와 같은 구조가 영어나 불어에서는 허용되고 러시아어에서는 허용되지 않느
냐는 대조언어학의 관점에서 설명될 문제이며， 우리의 주제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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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라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불어와 러시아어

일상 구어의

예들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14) Mon p흔re(j)， ce matin , sa (j) voiture( j), on J( j) ’ a piquée.
14') *Ce matin , on J( j) ’ a piquée , sa (j) voiture (j), mon 뼈re(j).
14") Ce matin , on J( j) ’ a piquée , la voiture (j) de mon 야re.
15) OTeu MOA( i), yTpoM , Y Hero (i) CBOpOBaJlH Ma뻐 Hy.
15') *YTpoM , Y Hero (j) CBOpoB aJJH MamHHY , OTeu μoA (j).7>

한편， 위에서 본 예 (2)-(13) 은 양화사에

의해 한정되는 선행사가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약 원칙을 설정할 수 있
다.

#3) 양화사에 의해 한정되는 선행사 명사구는 문장의 종속 구조 속에서
아나포라적인 요소보다 하위에 놓여서는 안 된다.

이 원칙은 양화사 한정의 범위가 논리적으로 선행사 명사구와 그것을 받는

아나포라적인 요소 모두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자연스럽게 설명

될 수 있다. 단지 언뜻 보기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이에 위반되는 사실들
로 여겨질 수 있다.
16) KaKOB 뻐 HH 6bIJI 513 꾀K ， ero npeAJJo*eHH 5I CTp0 5l TC 5I no HeKOTOp퍼M
npaBHJl aM. (C f. naJ\Y 4eBa0974; 105))
17) EC JlH KTO-HH6Y lIh

omH6앙 TC 5I，

M비

ero

nonpaBHM.

(Cf.

na J\Yl.I eBa

0985; 157))
18) *Ka*lIbIA(j) XOT eJJ yATH , nOTOMY l.I TO OH (j) yCTaJl.

(Op

디t.， 154)

의 가정과 연관해서 러시아어에서는 어떠한 역행적 구조들이 허용되는가를 명시적
으로 해명하는 문제는 앞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일 것이다.
7) 러시아어 일상 구어에서 “테마 주격"(뻐eHHTeJlbH뼈 Te뻐)이 문장 첫머리에 오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이에 비해서 문장 마지막에 오는 것은 상대적으로 아주 제한적이다.
가령， a) OHH( i) MHe HallOe JlH, 3T H pa3roBopH (i)

-

b)

MO*HO nonpoCHTb ra재 Hy HBaHOBY?

OHa (i) Ha pa60Te , raJlJl(i) 둥과 같은 경우들에 한정되는데， 이러한 예들은 “임시

기억”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경우들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관
찰은 3eMC I<aJl(1 987; 163-6) 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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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예 (6)-07) 의 경우에는 엄밀히 말해서 선행사와 대명사 사이에 지
시적 동일성이 성립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예

(6) 에

대해서

nallYtIeBa(974) 는 전칭 양화사 한정 명사구와 동일시하고 있으나， 그것은 경
우가 다른 문제이다. 예 (6) 은 (7) 와 마찬가지로 “조건적 지시”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구문은 Geach(962) 의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서 소
위 “ donkey anaphora" 라고 명명된 경우이다.

19) Every fanner who owns a donkey beats it ‘
20) If a fanner owns a donkey , he beats it.
이 예문들에서 선행사 ‘a donkey' 와 대명사 ‘it’ 사이의 아나포라 연결과 양
화사 한정 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는 1970-80년대의 형식의미론

에서 집중적으로 다양한 논의들을 불러일으켰다. 그 중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해결 노력 중의 하나가 Kamp(981)와 Heim(982) 에 의한 “담화 표시

이론”

인데， 이에 따르면 위의 경우 “조건으로 도입된 세계에서의 통일성”이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경우는 지시적 동일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정한 원칙 (#1) -(#3) 과는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이러한 종류의 구문들은 나중에 “반복 대명사 "(pronoun of laziness ,

MeCTOHMeHHe nOBTopa) 에 대한 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반면 예 (8) 의 경우에
는 종속절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데， nallytIeBa(974) 에

따르면

접속사 ‘XOTJI ’,

‘nOToMy tITO ’에 의해 이루어지는 종속절은 등위접속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때， 이 경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종속절의
경우는 당연히 양화사 한정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이다.
이상의 원칙 (#1) -(#3) 은 지시적 동일성에 기반하는， 그리고 문장 경계 내에

서 문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아나포라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다음으로 우
리가 다뤄야 할 문제는 문장 경계를 넘어서는 즉 문장들 사이에서 펼수적으
로 요구되는 아나포라에 관한 것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다음의 예들
을 보자.

21) Jl< HJla-6b1J1 a aeBO 'll< a(j). Bbl Jla Y Heë(i)/aeBO 'lI< H( i)/ l< omJ< a MYP l< a(j). Bωla
Y l< om I< H(j )/?Hee(j)/ TPH I<OTeH J<a.
21 ’) Jl<HJI-6ψ1 Ma Jl b 'l HI<(j). BblJla Y Hero (j)/MaJl b\깨I< a (j)/ l< om J<a My pl< a (j). BblJl a
Y l< om I< H(j )/Heë(j)/ TPH l< oTëH 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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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I<4HHa(j).

H OH (i), np싸HMa51

“Tccc!".

HBaH (i) yBH.lle지， 4TO Ha 6a Jl KOHe HaXO.llHTC꺼 MYll<4HHa (j). H 3T OT MYlI< 4HHa

(j)/My.I<4HHa (j)/, npH lI< HMa51 naJl e l1 K ry6aM , npOmemaJJ:
“ Tccc!".
22") HBaH( i) yB때eJl， 4TO Ha 6a JlKOHe (k) Hax。매 TC51 MYlI<4HHa (j). H OH(j)
(k)

eMY (i), npHlI< HMa51 naJJe l1 K ry6aM , npomen Ta JJ: -

TaM

“Tccc!".

HBaH (i) B때eJJ ， 4TO Ha 6aJJKOHe Haxo매 TC51 MYll<4HHa (j). H OH (j), npHlI<뻐 a51

22" ’)

naJJe l1 K ry6aM , npomen Ta JJ:

예 (2 1)과 (21') 는 문장 사이의

“Tccc!"
연결에서 원칙적으로 대명사와 한정표현이

서로 교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중의성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
에는 오히려

한정표현이 선호된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일련의

예

(22)-(22" ’)에서는 아나포라에 의한 연결의 문제가 얼마나 미묘한 문제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문장 사이에서 어떤 때 아나포라에 의한 연결이
필수적인 것일까?

23)

IOPH꺼 AHllpeeBI써 pa3BëJJ orOHb B n JlHTe , Ø/OH/ B351 J1 Bellpo H Ø/OH/
nomëJJ K KOJJOlll1Y 3a BOllOß.

23')

IOPH꺼

AHllpeeBH4

pa3Bë Jl

orOHb

B

n JlHTe ,

?IOPHß

B351끼

AHllpeeBH4

Bellpo H ?1Op때 AHllpeeBI써 nomë끼 K KO JlOlll1Y 3a BOllOß.

예 (23) 과 (23') 를 비교해보면， 말장난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면 우리는 당연히 (23) 을 써야 할 것이다. 이로부터， 그리고 암의 관찰과 더불

어， 우리는 궁극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설정할 수 있다.

#4) 선행 문장에 대해서 텍스트의 용집성과 정합성이 아주 약화되거나 소
멸되는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아나포라가 와야 한다 8)

이 원칙은 결국 어떠한 경우에 텍스트의 웅집성과 정합성에 치명적 손상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규명을 필요로 하는데， 그러한 작업은 이미 예

(21)-(23 ’)

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대단히 많은 양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찰들이 펼

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본 논문 서두에서 제기한 질문 (Q2) 와 연관
해서 일반적인 사실들만 고찰하겠다. 즉， 잠재적으로 가능한 연결관계가 여러

8)

텍스트의 응집성과 정합성에 대한 개념 규정은 이기웅 (1996) 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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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일 경우 그 중에서 특정한 것이

아나포라로 선택되는 이유 역시 궁극적으

로는 텍스트의 웅집성과 정합성의 시각에서 해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아나포라적인 연결이 선행사의 문법적， 의미적 내용과 대명
사적 요소의 어휘-기능적 내용 그리고 그것이 속하는 문장으로부터 부과되는

통사-의미적， 화용적 특징 등이 상호 작용하는 복잡한 연결관계라는 것을 알
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가령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

24) 나TO UlYKa! OHa/3T O/ lI<e XH UlHHK.
24 ’) 니T。 띠yKa! 3TO/*OHa/ lI<e rpy6all ena. (Üp. cit., 177)
두 예문 모두 아나포라 연결이 필수적인 경우이다. 그리고 (24) 에서 ‘3TO ’
와 ‘。 Ha’ 두 가지

대명사가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앞 문장의

선행사 ‘띠.yI< a’의

문법적， 의미적 내용과 뒷 문장의 술어 ‘X때HH I<’의 의미적 특징 사이에 범주적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일치되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24') 에서 오직

‘3TO ’

에 의한 연결만이 허용되는 것은 그러한 일치가 성립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연히 ‘3TO’와 ‘OHa’의 어휘-기능적 내용에서의 차이가 이러한 결합 허
용 및 결합 제약과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을 염두에
두고 잠재적으로 둘 이상의 선행사가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예를 살펴보자.

25) [Mama (i) ypoHH Jl a 4amKy(j) CO CTO JlHmKH(k)](e).
25') OHa (i) /Ø (i)/ eê (j) CJlOMaJla.
25") OHa (j) CJlOMaJl aCb.

25" ’) OHa(k) 6~J1 a CKO Jl b3Ka.
25" ") 3To(e) 6~o He4allHHOCTb.
25" ’ ") *OHa/Mama (i)/3T a 4amKa(j)/ He

6~a t새 CTa.

예 (25) 에 대해서 그 이하의 예들에서의 아나포라 연결은 술어로부터 오는

정보와 선행사로부터 오는 정보의 부합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부합을 표현
하는 데 적합한 아나포라 요소 -

가령， 삼인칭 대명사나

8 혹은 ‘3TO ’ -

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아나포라의 연결에 있어서 이
러한 복합적인 상호작용은 궁극적으로 응집성과 정합성이라는 개념을 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의 예에서 3 인칭 대명사에 의한 아나
포라가 불가능한 것은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그것이 중의성을 발생시킴으
로써 응집성과 정합성이 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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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

구조적 특정과 관계해서 “반복 대명사”의 문제만을 살펴보기

로 하자.

26)

Te , y Koro HeT Be.nOCllne .Q a, Me t.( TaIOT ero/Be.nocllnel!/ 3aBeCTII. (üp
ci t., 147-8)
27) OH nOHR.n, t.( TO , BepORTHO , 3acopll.nCR Kap61OpaTop - t.( epe3 Hero/Kap6IOpaTop/
nonaaaeT 6eH311H ø MOTOp. (Cf. Kibrik (1 996; 289))
28) He .Qaøall eμy CØOIO KHllry - OH y*e eê/3TY KHllry/ Kyn ll.n.
30) Hall.Q1I KaKoro-HII6Y.Q b c.necapR 11 nplløe.Q1I ero/*KaKoro-HII6Y.Q b/ K HaM.
(Cf. naayt.( eøa (1 985; 156))

31) Hob believes a witch blighted his mare. Nob believes she/*a
witc h!*the witc h! killed his sow. (Cf. Geach (1 962))
먼저 예 (26)-(28) 에서 보듯， “반복 대명사”에 의한 아나포라는 문장 내에서

든 문장 사이에서든 선행사와 동일한 표현이나 혹은 그와 유사한 표현으로
대치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우리는 문법적으로 필수적인 아나포라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앞에서 설정한 원칙 (#1) -(#4) 와는 상관없는 사

실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3이과 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이미 앞에
서

우리가

언급한

바

있던

“ donkey anaphora" 유형의

(19)-(20) 과 근본적으로 통일한 경우이다. 단지

예

예

(6)-07)

및

(6)-07) 및 (9)-(20) 은

문장 내 현상이었다면， 예 (3이， (31)은 문장 사이에서의 현상일 뿐이다. 그런
데

(6)-07) , (9)-(20) , (30) , (3 1) 모두 문법 적 으로 아나포라가 필수적 이 며 ,

또한 선행사와 대명사 사이의

연결 메카니즘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선행사 자체는 비한정적 표현이라면， 그것이 나타내는 대상은 “조건성”의 표
현과 결합하면서 어떤 “유일 개체성”을 획득하고， 뒤에 오는 대명사는 바로
이 “유일 개체성”을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반복 대명사”에 의한
문법적으로 펼수적인 아나포라에 대해서는 (3 0), (31)에서 보듯 문장 경계와는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일반 원칙을 설정할 수 있다.

#5)

공지시성이 아닌 의미적 동일성에 근거하는 연결에서， “조건성”의 표

현과 결합된 선행사가 “유일 개체성”을 획득할 경우 그것은 반드시 아나포

라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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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맺음말

이상의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러시아어에서 명사구 선행사나 후행
사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필수적인 아나포라 연결을 조건짓는 원칙들을 살펴

봤다. 원칙 (#1) -(#3) 은 문장 내 아나포라에 관한 것이라면， 원칙 (#4) 는 문장

사이에서의 아나포라에 관한 것이며， 원칙 (#5) 는 문장 경계와는 상관없이， 단
지 조건화를 통해 도입되는 지시성에 대해서 의미적 응집성을 갖는 단위 내
에서의 아나포라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따라서 일종의 상보적 분포
와 같은 양상들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원칙 (#5) 와 관계해서 우리는 이기웅 (994) 에서 제시된， 아나포

라 영역과 관련된 “의미적 동일성”에 관한 분류를 수정할 필요성이 생기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조건화된 동일성”의 경우도 추가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사실은， 문법적으로 필수적인 아나포라에 대한 우리의 고찰과 더불어， 결
국 다음과 같은 분류방식이 보다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아나포라의 토

대가 되는 의미적 동일성에 대해서 먼저 일차적으로 “지시적 동일성 대 비지

시적 통일성”의 구분을 설정하고 그 다음 후자에 대해서 다시 그 밑에 동일
성의 상이한 여러 유형들 개별 경우 사이의 동일성

. 등 -

“조건화된 동일성

“추상화된 동일성

“유형과

“동일 유형에 속하는 개별 경우들 사이의 동일성

을 구분해 놓는 것이 보다 체계적인 분류방식인 것이다.

끝으로， 자연언어 문법구조에 대한 해명에 있어서 문법규칙들과 여기서 우
리가 설정한 바와 같은 종류의 원칙들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만일 자연
언어의

문법구조가 Me Jl bllY I< (974) 식으로 의미와 텍스트 사이의

관한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대응관계에

문법규칙들은 그러한 대응관계를 구성하는 실제적

인 요소들 중의 일부이거나 혹은 이에 준하는 다소간 표준적인 표상들로 간
주될 수 있다. 문제는 주어진 문법규칙이 항상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작동하

지만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것은 다른 규칙들과의 비단선적인 엮임이

나 문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 즉 화용적， 의미적， 어휘적， 통사적， 형
태적， 음운적

정보들 및 때로는 이들 사이의

접촉면(interface) 에서 발생하는

정보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하는 경우도 많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결국
문법규칙들을 그 자체로 성립시키는 데 어쩔 수 없는 난점이 있음을 이야기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칙들의

적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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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방식에 대한 일정한 “조절틀 "(modula디on) 이 필요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필

요성을 독자적으로 설정된 통사론 중심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Chomsky(981)의

기획이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나포라의 경우에 그러한 기
획의 한계는 명확하다. 이에 대해서 만일 Chomsky(994) 에서는 어휘부로 관심의

축을 옮겨 놓는 새로운 “조절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아나포라의
해명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이다. 한편 우리
가 여기서 제시한 원칙 (#1) -(#5) 도 문법규칙들에 대한 “조절틀”에 속하는 것
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성격은 보다시피 화용론적 개념을 중심으로 통사론
적， 의미론적 개념이 결합돼 있는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로부터

우리는 자연언어

문법구조의

해명에

필요한 “조절틀”이

의 것일 수밖에 없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어떠한 성격

러시아연구 채 10권 제 2호

214

참고문헌
김정일 (996) ， 러시아어 재귀소유형용사 연구 (3 인칭 구문을 중심으로)， r 러시
아어문학연구논집~， 제 2 집， 한국러시아문학회.
이기웅 (1994) ， 러시아어에

있어서 아나포라

w 슬라브학보~， 제 9권， 한국슬라브

학회.
이기웅 (996) ， 텍스트의 의미구조와 중의성의 해소

w 언어학~， 제 19호， 한국언

어학회.

3eMCKa jJ, E. A. (987) , PyCCK aJI pa3rOBOpHaJ1 pe 'lb, 2-e H311. , MOCKBa; “ PyCCKHß
jJ 3 b1 K

•

Me Jl b4yK , fi. A. (974) , OnblT TeopHH JIHHrBHCTH 'IeCKHX MOaeJIell “ CMblCJI
MOCKBa; HayKa.

ø

TeKcT" ,

nally4eBa , E. B. (974) , 0 ceMaHTHKe CHHTaKCHca , MOCKBa; HayKa.
nany4eBa , E. B. (1985) , BblCKa3 b1BaHHe H ero COOTHeceHHOCTb C ae깨CTBHTeJIbHOCTblO，
MOCKBa; HayKa.
PeB3HH , H. H. (962) , MOaeJIH J1 3b1Ka , MOCKBa; HaYKa.
Chomsky , N. (98 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Chomsky , N. (982) , On the Generative Enterprise: A Discussion with
Ríny Huybregts and Henk van Ríemsdíjk , Dordrecht; Foris.
Chomsky , N. (994) , Bare phrase structure , MIT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 No. 5.
Geach , P. T. (962) , Rξference and Generality: An Examínatíon 01 Some
Medieval and Modern Theories , Ithaca; Cornell Univ. Press.
Hagège, C. (974) , Les pronoms logophoriques , Bulletin de la Société de
Linguistique de Paris , LXIX , 1.

Hagège , C. (1993) , The

Langl따~ge Builder,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Heim , 1. (982) , The semantics of definite and indefinite noun phrase , PhD
Thesis , Univ. of Massachusetts , Amhers t.
Hintikka , ]. & Kulas , ]. (985) , Anaphora and

Dξfinite Descriptions ,

러시아어 아나포라의 화용적 원칙들

215

Dordrecht; Reidel.
Huang , Y. (994) , The Syntax and Pragmatics 01 Anaphora, Cambridge
Univ. Press.
Kamp , H. (1 98 1), A theory of truth and semantic representation , Formal

Methods in the Study 01 Language , ]. Groenendijk et a l., (eds.) ,
Amsterdam; Mathematisch Centrum.
Kibrik , A. A. (996) , Anaphora in Russian narrative prose: a cognitive
calculative account , Studies in Anaphora , B. Fox , (ed') ,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Tesnière , L. (1957) , Eléments de Syntaxe Structurale , Paris; Klincksiek.

216

РЕ30о1Е

Прагматические принципы анафоризации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Ли ГИ Ун

Анафора принадле:tШТ

числу тех языковыых феноменов, на которые посто

)(

янно обращается

вниlotllние

семаН1"И)(И,

узкое

ХоlotСkИ

НО ее

в

рамках

порождающей

грамматики

и формально-синтаксическое определение,

/Chomsky(198IJ/,

выдвинутое

оказывается несПособным объяснить такие феномены,

как "отдаленные возвратные мес,оимения"(Jопg-distaпсе

ref1exives), "нулевой

Зlllolеститель анафоры"(zеro-апарhога) в ЯПОНСКОIol, kитаЙСkОМ,

/Cf. Huang(I994J!.

и формальной

н, как замечалось работами Ли ГИ У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ах

/0] 7) %(1994)/

н КИМ

3ён-Ила /~ 1'! ~ (1996)/, для анафор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TIlI<%e не раБО1"ается 1"Ilкая конuепuня, как "управление KOM!JOheH1"bl"(c-соmmапd), которое основывает,
по

теории

ХОМСI<И,

анафоричеСI<УЮ

связь

на

синтаl<сическом

уровн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иобрести объяснительную адекватность, работа
форой

в

русском ЯЗЫl<е дол*на

учитывать

не

По-моему,

над ана-

только семантикосинтаксические

факторы, но и прагматичеСkУЮ обусловленность. Итак, в этой работе, прагма
тичеСkие принципы об анафоризации

грамматической обязательности установ

ляются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1)

Внутри предложений, кроме сочинительных структур,

характерюуются

"логофорическим модусом"), более двух

терминов обязательно

подвергается анафОРliзации.

("

если они не

кореферентны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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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в предложении Iц,афоринцня дотена быть прогреССИ!lНОЙ; но регрессив
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структуре,

не

БЫЛо

бы

l\apYWaJ10

допустимо,

-только

рефереlluнального

бы

это,

в

nорожденной

им

тождества,

#3) КванТНфицнрованный антецедант не должен, в дерево синтакснческих
завнсимостей преДlЮжения, находится

114)

МеЖД)1

IlредложеЮiJlIШ, анафоризаuия

мваl1афорическая
или

нарушить

#5)

ии:!<в,

СВЯЗЬ

~

"elol

СВЯЗНОСТЬ

анафОРИ"Iеское выражен!'!€,

оБJl3П8льна в тех СЛУiiJlХ, когда

IlредwеСТБY"'Jщему

семантическую

его

или

предложенню
сплоченность

может

расслабить

ДII.ИIiОГО

текста,

Если lilпецедент иеопределенного характера, с выражением обуслов

ленности,

приобритает

обя,ательно

Эти принuипы

де1lается

себе

спеuифическую единичность,

то

СВЯJЬ

\(

нему

анафорической.

(#1)-(#5) имеют между собой такой вид как комбинаторное

распреlJеление, и, кажется, принадлемт к системе "модулаuии"(mоdulаtiоп),
которая
анафоре.

контролирует

применение

специфических

грамматических

правил

о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