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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Peirce 가 도상 (icon) ， 지표 (index) ， 상징 (symbo]) 이라는 세 가지 유형의 기호

를 제시한 이래， 도상성은 그 개념상 양적， 질적 확장을 하게 되었다. Saussure

(916) 이후 강하게 주장되어온 언어의 자의성에 이의가 제기되며， Haiman
(980) 이후에는 언어의 도상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강조되어왔고， 언어형
태와 의미

사이에는 펼연적인 어떤

대응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언어에서

다”고

여러

요소틀의

순서는 물리적인 경험이나 지식의

한 Greenberg (1966: 103) 의

언급과

같은 맥 락에 서

순서와 유사하

]akobson(1971:347

•

349) 은 중요한 요소들이 그 도상적 성격에 따라 순서가 정해지며， 이러한 순
서는 보편적인

경향을 띠며， 특히

조건문의

경우 조건절이

주절에

선행하는

것이 중립적이고 무표적인 어순이라고 밝히고 있다. Haiman 은 언어 기호들의
선형성 Oinearity) 이

무엇보다도

시간과 원인의

선형성을

도상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형적으로 If p then q 의 구조를 가지는 조건문에서 p 에

기술된 상황이 q 에 기술된 상황에 대해 실제로 시간적으로 선행하고 원인이
된다는 조건문의
으로 설명이

이러한 특성은 Haiman 이

지적한 동기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도상성의

가섣 차원의

도상성

본질을 밝히는 것은 조건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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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son-Laird 0986: 67 -69) 는 “If Elizabeth 11 abdicates, then some
dogs have fleas." 라는 문장이 실제로 발화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지적
하면서， 그 근거로 조건문 내에서는 조건절과 주절 사이에 어떤 종류의 관련
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는 그 관계가 우선적으로 시간적인 관계
이고， 그 다음으로는 인과적 관계라고 밝히고 있다. Comrîe0986:80-85) 는 두
절 사이에 가장 일차적인 관계는 인과적 관계이고， 두 절의 어순은 흔히 시간
적 관계를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

서는 조건문이

흔히

rpaMMaTHKa pyccKoro

시간성이나 인과성과 결합될

ß3MKa(1959:326-327) 에

경우 흔히

I<orlla 나 pa3 로

대체된다는 언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언급은 llpoT 띠Hac 0959:32) 에서도 발

견된다. 모든 조건문은 아니더라도 특정 유형의 조건문을 시간성이나 인과성

을 표현하는 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이러한 전통적인 기술은 최근
의 문법기술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 (PyCCKaß

et al.

rpaMMaTHKa 1982, 30끼OTOBa

1998을 보라). 그러나 조건문에 등장하는 시간성과 인과성의 본질은 무

엇인지， 시제문이나 인과문에 등장하는 시간성이나 인과성과는 어떠한 차이를
가지는지 등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관심은 모아지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어 조건문에서 시간성과 인과성이

어떻

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조건문에서 표현되는 시간성과 인과성이 조
건문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조건문의 분류

본 논문에서는 조건문에서

표현되는 시간성과 인과성의

문제를 조건문의

유형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조건문에 표현되는 가설성의 유형 - 의 관점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조건문을 분류할 때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의 가설성만을 고려한 것과는 달리 본 논문에서는 주절에 표현된 상황의
가설성도 함께 고려할 것이며， 두 상황의 가설성 정도가 상이한 특수한 경우
에는 주절에 표현된 상황의 가설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필

자는 조건문에서 가설성은 조건절 뿐만 아니라 주절에서도 표현되며， 특히 주
절에서 화자의 상황에 대한 태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건절과 주절에 표현된 가설성의

관점에서

러시아어

조건문을

로 이러한 시간성과 인과성 차원의 도상성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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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가설성이 있는 조건문과 가설성이 없는 조건문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펼

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에서 비록 많은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조건절에
가셜성이

있는 상황이 표현되고 주절에서는 가설성이

없는 상황이 표현되거

나， 조건절에 가설성이 있는 상황이 표현되고 주절에서는 가설성이 없는 상황
이 표현되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런 유형의 조건문들은 가설성이
있는 유형의 조건문과 가설성이

없는 유형의 조건문의

경계부분에 분포하는

주변적인 경우의 예이며， 이런 경우에는 주절에 표현된 상황의 가설성의 여부
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가설성이

있는 조건문으로， 후자의

경우는 가설성이

없는 조건문으로 구분하였다 2)

Silva-Corv a1 án 0995: 92) 은 문장에 표현된 명제에는 기본적으로 “단언성
(assertiveness)" 의 정도가 표현되며， 시제는 그 정도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양

상적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단언성을 명제의 진리치에
화자의 믿음이나 신념으로 규정하연서， 단언성의 정도는 가설성의

대한

정도와 반

비례한다고 보고 있다. 즉 단언성이 가장 큰 경우는 사실적 (factua1)인 명제이
며 이러한 단언성은 과거 직설법과 현재 직설법을 통해 표현되고， 이보다 낮
은 단언성， 즉 보다 높은 가설성은 미 래 직설법을 통해， 그리고 최소화된 단
언성， 즉 극대화된 가설성은 조건법을 통해 표현된다고 보았다. 그의

견해와

같은 맥락에서 미래시제가 양상적 성격을 가지며， 특히 비현실성이나 가설성
과 쉽게 결합될 수 있음은

Givón (1 984).

Bybee( 1994) 등에서

언급된 바 있다.

가설성의 낮고 높음이 화자가 표현된 명제의 진리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단

언성의 낮고 높음과 반비례의 관계를 가진다는

Silva -Corva1án 의 견해는 러

시아 조건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설성이 없는 조건문을 단언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 화자가 조건절에
자신이 잘 아는 상황을 표현하고 그 상황을 바탕으로 단언을 하게 된다. 그리

고 이때 화자는 잠재적인 상황이나 대안적 세계를 표현할 때 전형적으로 사
용되는 통사구조인 조건문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단언을 약화시킨다. 조건

문이 약한 단언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유형의 조건
문은 문장형식에 수반되는 발화수반력 (illocutionary force) 외의 간접적 효과를

가지는 간접화행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다.3) 필자는 이러한 유형의 조건문을

2) 조건문 분류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김정일 (2002) 의 2장과， 부록을 참조하라
3) 화행이론에서는 주요 문장 유형들인 명령문과 의문문， 서술문은 각각 명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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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조건문”으로 부른다. 그리고 가설성이 없는 조건문의 또 다른 유형은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이 가지는 친숙성이 극대화되어 관례적 표현으로 고정

된 경우로써， 표현된 명제의 의미적 특성은 완전히 상실하고 오로지 담화의
연결을 원활하게 하는 기능만을 수행한다. 본 논문에서 펼자는 이러한 유형의
조건문에 “의 미 적 으로 비 어 있는 조건문”이 라는 명 칭 을 부여 한다，4)

가설성이

없는 조건문에서는 표현되는 명제의 진리치 여부에 대한 단언이

수반되는데 비해 가설성이 있는 조건문에서는 표현되는 명제의 진리치 여부
에

대한 단언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가진다. 가설성이

있는

조건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이들은 서로 다른 정도의 가설성
을 표현한다. 아직 그 가능성이 열려있는 잠재적인 가설성이 표현되는 잠재적

조건문과， 이미 발생한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이나，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은
비현실성이 표현되는 비현실적인 조건문이 그것이다. 잠재적 조건문은 상대적
으로 낮은 가설성을 표현하는 유형의 조건문이고

비현실적인 조건문은 상대

적으로 높은 가설성을 표현하는 유형의 조건문으로서， 이들 둘은 형태상으로
는 소사 Õbl 의 유무에 의해 구분된다. 하지만 잠재성과 비현실성 사이에는 수
많은 하부유형들이 다양한 가설성의 정도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들 유형의 조

건문에서 표현되는 가설성의 정도는 표현된 상황의 성격과， 그 상황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 맥락 등을 고려함으로써 판단될 수 있다.

3.

시간적 도상성

시간적 도상성은 현실에서의 시간관계가 그대로 조건문의

형식구조에 반영

됨을 의미한다， XpaKoBcKHH0996:195-203) 는 조건절과 주절에 등장할 수 있는
서술의 발화수반력 Ollocutionary force) 를 가진다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전형적인

발화수반력 이외에도 간접적인 발화수반력을 가질 때 간접화행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Can you close the door? 와 같은 의문문이 요청의 발화수반력을 가진다는 것
이다.

간접화행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Searle (975) , Sperber & Wilson

(1986) 을 참조하라.

4)

의미적으로 비어있는 조건문은 편의상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갖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가지는 (a) 유형의 경우 기
술적 조건문과 구분하기가 애매한 경우들이 자주 있었으며， 이 경우 맥락이 그 구

분기준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정일 (2002 :55-58) 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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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를 시간축 위에 배치시켜 관

찰 한 바 있다. 그는 조건절에 표현된 시간이 주절에 표현된 시간과 동시적이
거나， 혹은 앞설 수는 있어도， 주절에서 제시된 상황이 조건절에서 제시된 상
황에

선행하는 경우는 없음을 보임으로써 조건문이

시간적

도상성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러시아어 조건문에서 가능한
시상의 결합을 제시한 니TeMKOBCKa~ et aU1988:261-278)5l도 주절에 표현된 상

황이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보다 시간상 앞선 경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물론 그들은 조건절과 주절에 표현된 동사의 시상형태를 조건문에 표현된 시
간적 도상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조건절과 주절에 표현된
상황들 사이의 시간적 도상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러
시아어 조건문에서 순차성과 동시성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시간관계가 표현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본 장에서는 2 장에서
밝힌 러시아어 조건문들의 각 유형에서 이러한 시간적 도상성， 즉 시간적 순
차성이나 동시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가설성이 있는 조건문

2 장에서

밝혔듯이

가설성이

있는 조건문은 표현된 상황의

진리치에

대한

화자의 단언이 표현되지 않는 경우이다. 그 중에서도 가설성이 극대화되어있

는 비현실적 조건문에서 시간적 도상성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보자. 비현
실적인 조건문의

전형적인

예로써

조건절과 주절 모두에서

완료상 비과거가

사용된 다음의 예를 보라.

(1) -

HeT , npaBO 3aÕblJI.

cep~HTbC~!

11재 ~

ECJJH 6b1 TbI.

tc: U:

BO CHe
1I

BH~e Jl?

nOCToR , nocToR! na 4TO

B'I epa. BblUHJJ

'1

*

eTblpe 6yTblJJ tc: H Ha

6paT&. TbI 6b1 3&6b1JJ. f l{e TbI JJe:&Hab. nOCTOR , CeR4aC BCnOMHIO!
neTpHUKHR nomë Jl 3a neperopo~Ky H J1 ër Ha CBOIO KpOBaTb

-

“아니야， 정말로 잊었는걸.

혹시 내가 꿈꾼 것 아닐까? 뭘 그렇게 화까지

내는 거야! 만일 네가 나처럽 어채 각자 네 병씩 마셨더라면， 너는 어디서
나가떨어졌는지도 몰랐을거야. 가만있어. 지금 기억이 나려고 해’”
페트리츠키는 간막히 벽 넘어 자기 침 대에 가서 누웠다.

5) 물론 조건절에 부정사가 사용된 경우는 두 상황간의 상대적 시간성을 규정하기 어
려우나， 부정사가 가지는 “탈시간성” “일반성”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논의를 제
외하고자 한다.

러시아연구 재 12권 제 1 호

160

(AHHa KapeHHHa: 198)
예문 (1)에서는 조건절과 주절에 표현된 두 상황사이의 시간적 순차성이 뚜
렷이 부각되고 있다. “술을 네 병씩 마신 상황”은 “술에 취해 나가떨어진 상

황”에

대해 명백히

선행하기

때문이다. 상황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순차성은 이 예문에서 주절과 조건절에 사용된 동사의 형태가 완료상
이라는 점에 의해 더욱 더

확고하게 표현된다. 하지만 조건절에 불완료상이

사용된 다음의 경우에는 이러한 시간적 순차성은 다소 약화된다.

(2)

POllCTBeHH싸씨，

0511eReHHue HaCRellCTBOM.

3TO y*e HHTepeCHO. Bnpo4eM,

HeT , He 04eHb. ECRH 15", OHH Hlle Jl H OTHo.eHHe k y I5HRcTBY , OHH 15",
3a15paJlH I(eHHOCTH. I1Ha4e caMO y5HllcTBo Tep Jl eT CM꾀CR.
유산을 상속받은 친척들이라 ... 홍미롭다.

만일 그들이

하지만 아니야

결코 아니야.

살인과 관계가 있었다면， 그들은 귀중품을 가지고 갔올

거야. 그렇지 않으면 살인은 의미가 없는 일이니까 ...

(H.n.n103HJ1 rpexa 2001:10)

이 예문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피살자의 유품을 조사하던 경관이 사건현
장에서 추론을 하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이를 “살인에 관여하여 살인을 한

후 귀중품”을 가져갔다고 이해할 경우 두 상황 사이의 순차성이 존재하지만，
“살인과 관련을 맺고 있는” 상황이 “귀중품을 가져간” 상황을 포괄하는 것으
로 이해할 경우 순차성보다는 오히려 동시성이 두드러지게 된다，6) 이러한 해
석의 모호성은 “살인과 관련을 맺고 있는” 상황이 상태적 (state) 성격을 지닌

반면에 “귀중품을 가져간” 상황은 사건 (event) 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두 상황
사이의 명백한 시간적 선후 관계가 현설 세계 내에서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
은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
조건절에 완료상이， 주절에 불완료상이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자.

(3) - BllPyr OH 4TO-TO 3anO l103pHR HRH BHReR Hac C To5oR BMeCTe H
Tenepb H~eT nOBOll , 4T05u n03HaK。싸ITbCJI C conepHHKoM?
OR , Hy np꺼MO-TaK씨 - paCXOXOTaRaCb Bepa. nOBOll eMy Hy*eH , Ka K *e.
na eC Jl H 15 OH XOTb Kpae.KOII

C03HaHH~

QTO-TO 3anOl103pHJI , T'" 15",

6) 세명의 모국어 화자에게 문의한 결과 두명은 전자의 해석을 한명은 후자의 해석을
지지하였다

7) 상태 (state) 와 사건 (event) 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Comrie( 1976:48-51) 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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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Aqac 3AeCb He CHAen.

-

갑자기 그가 의심을 하거나 우리가 같이 있는 것을 보고서， 지금 자신

의 연적과 인사하려고， 구실을 찾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이런 그럴리가요|

베라가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에게 구실이

필요하

긴 하죠. 만일 그가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의심을 했다면， 당선은 지금
여기 앉아있지 못할거예요.
(μ'JT.llI03HJf

rpexa 2001: 108)

이 경우에도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인 “자신의 남편이 의심을 하지 않아서，
(의처증에 걸린 남편이 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음으

로 인해)， 자신의

정부가 아무 탈없이 지금 현재 여기에

앉아있을 수 있는”

일련의 상황들 사이에는 시간적 순차성이 존재하며， 이는 조건절에 표현된 상
황이 보여주는 과거성과 주절에 표현된 ceìlyac. 3 JleCb 와의 대조를 통해 보다
뚜렷하게 제시된다. 그러나 양쪽절 모두에서 불완료상이 등장하는 경우 순차
성은 거의 사라지게 되고， 동시성만이 뚜렷하게 부각됨을 알 수 있다.
(4) OHa C'까HaeT ，

'1 TO

1I

60nee BHHllaTeneH , TO

Ma JlO elO 3aHHMaIOCb , H ecnH 6..
lIor

JI

6wn IC HeA

6.. ycne.Ho nOCTaBHTb ee Ha HorH.

그녀는 제가 그녀를 잘 똘보지

않는다고 여겁니다.

그리고 만일 채가

그녀에재 좀 더 주의깊었더라면， 그녀는 두 발로 잘 갤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을겁니다.

(HJlJlI03HJf rpexa 200 1:1 54)
예문 (4) 에서도 “그녀에게 좀 더 주의깊은” 상황과 “그녀가 두 발로 잘 설

수 있는” 상황사이에는 뚜렷한 순차성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는 예문 (2) 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그녀에게 좀 더 주의 깊은” 상황은 상태적 (state) 성격을

지니며， “그녀가 두 발로 잘 설 수 있는” 상황 역시 개인 능력에 대한 표현으
로서， 상태적 (state)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실제로 두 상황사이의 시간적 순차성
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2) 와 (4) 의 상황 모두에서 조건절에 표현된 상태적 성

격의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주절에 표현된 사건적 성격의 상황이나， 혹은 상
태적 성격의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 경우 둘 사이의 시간적 순차성은 두 상황
이 교차하는 지점에 초점을 두는지 아니면， 교차하기 이전의 지점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전자의 경우라면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이 주절
에 표현된 상황에 시간적으로 선행하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두 상황은 동시적

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들간의 이러한 다양한 성격은 그들을 표현

하는 동사의 상 형태에 의해 표현상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비현실적인 조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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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양쪽 절 모두 완료상이 사용될 경우가 가장 전형적으로 시간적 순차

성이 뚜렷하게 표현되며， 어느 한쪽 절에만 완료상이 사용되는 경우는 이러한
순차성이 다소 약화되며， 양쪽절 모두에서 불완료상이 사용될 경우는 시간의
순차성은 더욱 모호해져 경우에 따라서는 동시성이 더욱더 부각될 수도 있음
..Q..
2.

0 12.

깅::

01

,1

M-I

예 (1) -(4) 에서 보듯이 비현실적인 조건문에서는 표현되는 상황들간의 시간
적 순차성이나 동시성은 현실에서의 두 상황사이의 시간적 순차성이나 동시
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비현실적 조건문에서 표현되는 상황은 실제로 벌

어진 상황과 거울이미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 점은 뒷받침 될 수 있다.

비현실적 조건문보다 가설성이 다소 더 낮은 잠재적 조건문의 경우에도 현
실에서

적용되는 시간적 순차성과 동시성은 조건절과 주절에 표현된 상황내

에 뚜렷하게 반영된다.

(5)

CTOHT KonyHyTb 4yTb norny6%e - H HX OKa%eTC~ BHnHMO-HeB뻐HM。‘

TaKHe nena OHa He Æo6Hna 60nbwe Bcero. EC .n H
qeHHocTelt
npH 'I HHa

EKaTepHHIi

BeHe.llHKTOOHIi

OKa:a: eTCJI ,

nO .QM eHH.nH,

TO

'1 TO

'1 aCTb

OepCHJI

0

X y6HltcToa OCTaHêTCJI TO .n bKO O.llHa , H Hy:a: HO 6Y.lleT HCKaTb

OHHOOHIiX Cpe .ll H orpowHolt

“ accli

nO .ll03peOaeWIiX. 3TO 6wno CKy4HO

조금 뎌 깊게 파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잡힐 듯 말듯할 것 같았다.

그녀는 이런 일을 무엇보다도 싫어했다

만일 예까쩨리냐 빼네닥또프나

의 귀중품중 일부가 바꿔치기된 것이라는 것이 밝혀친다면， 살인의 원
인애 대한 가절은 오직 하나만 남게 되며， 수많은 용의자들 가운데 범
인을 찾기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일은 정말이지 지루한 일이었다

(HJl.l1lfJ 3HJl rpexa 200 1: 12)

이러한 순차성은 다음과 같은 여러 유형의 잠재적 조건문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6)

EcnH %e

뻐

c

T06。μ

pe6êHOK 6yneT paCTH B
만일

우리가 각자의

paCToprHeM

nonHO꺼

CB얘

6paKH H

nO%eH배C~.

TO Haw

ceMbe. a MOH neTH - HeT.

결혼생활을 파기하고， 둘이

결혼하면 우리

아이는

완전한 가정에서 자라게 될거예요. 하지만 내 애들은 아니죠.

(HJlJlI03HJl J껴exa 2001:36)

(7)

Ho nOKa y Heë He 6wno B03MO%HOCTH npenn。빼 Tb eMy HOB Yffi HrpywKy.

n03ToMy OHa peWHna KynHTb

XOT~

6w

~pyKTOBo

H

KOH~eT

no60nbwe.

EC .nH

nao .n HK 6Y.ll eT .e.llpo yro.aTb Coce .llelt no na .n aTe , TO , wo :a: eT 61iT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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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H He ßo:aallHH1I aOT H llallyT ewy ßOHrpaTb HX 3aWe 1l aTe Jl bHYIoIH
kpaCHB YIoIH kOHCTpykTopawH H 3J1ekTpOH YIoI H .TykoBHHkaWH.
그러나 지금 그녀는 동생에게 새

장난감을 사줄 형편이

되지

못하므로，

과일이나 사탕이라도 더 사다주기로 마음먹었다. 만일 빠벨이 옆 침대에
누워있는 친구들에게 먹을 것을 마음좋게 나누어 준다면， 어쩌면 그

아이들이 그들의 혜고 장난감과， 전자 장난감을 잠깐 가지고 놀라고
동생애게 벌려줄 지도 모르는 엘이다.

(HlIJlJ03HJl rpex a. 2001:137)
(6) 과 같이 조건절에 완료상 비과거， 주절에 불완료상 미래형이 사용된 경

우와，(7)과 같이 조건절에 불완료상이 주절에 완료상 비과거가 사용된 경우
에는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과 주절에

표현된 상황 사이의

시간적

순차성이

쉽게 파악되지만 ( (6) 에서논 “결혼”과 “결혼후의 상황"(7)에서는 “먹을 것을
주는” 상황과 “그 이후의 친구들과의 관계") 동사의 완료상이 가지는 총체성
(ueJlOCTHOC Tb)이나 불완료상이 가지는 상태성이나 지속성은 이렇게 다양한 정

도로 표현되는 순차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실제로 비현실적 조건문에
서 양쪽 절 모두 완료상 과거형이 사용되는 경우가 다른 세 가지 유형의 결
합보다 월등히 높은 빈도를 보이며， 이러한 현상은 잠재적 조건문에서도 동일
하게 관찰된다 .8) Dancygier(1998:73-86) 는 조건문의 유형에 따라 시간의 순차
성의 반영

정도가 달라진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예측적 조건문 "9) 의 경우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이 주절에 표현된 상황을 선행

하지만， 비예측적인 조건문의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사건을 비도
상적으로 배치하는 경우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러시아어의 잠재적
조건문과 비현실적 조건문에서

대부분의

경우 시간적 순차성이 공고하게 지

켜지며， 순차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신 동시성이 두드러지는 원인
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 줄 수 있다. 조건절과 주절에 표현된 상황은 잠재적이
거나 비현실적인 상황이지만， 그 두 상황을 조건절과 주절로 배치시키고 둘

사이에 조건적인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은 현실의 논리이다. 화자는 현실 논
리하에서 하나의 상황이 다른 상황과 관계를 맺을 때 이들 두 상황이 동시에

8)

I1JlJJI03 뼈 rpexa(20Q1)의 4667R 의 조건문을 조사해본 결과 61 개의 비현실적 조건문중

전체의 43% 인 26개가 양쪽절 모두에서 완료상 과거형이 등장하며， 1727R 의 잠재적
조건문중 49% 인 84개가 양쪽절 모두에서 완료상 비과거가 등장한다.

9)

그는 가설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조건문을 예측적 (predictive) 조건문으로， 가설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조건문을 비예측적 조건문 (non-predictive) 으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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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예외없이 이들 사이에는 순차성이 존재하게 된다는 점

을 그대로 조건문 구조내에 투영하게 된다. 결국 시간적 도상성의 차원에서
보자면 가설성이

있는 조건문의

경우는 현실의

논리가 그대로 화자에

의해

수용되어 표현된다고 할 수 있다.

3.2

가설성이 없는 조건문

가설성이 없는 유형의 조건문은 가설성이 있는 유형의 조건문과는 다른 형
태의 시간적 도상성을 갖는다. 많은 경우 기술적 조건문의 경우 두 상황사이
에 표현되는 시간적 관계 속에는 순차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조건절과 주
절의 상황이 추론의 힘을 빌어 연결되고 있는 다음의 예를 보라.
(8) “ JI Te6e MHOrO pa3

rOBOpHJJa , MeHJI aHreJJ XpaHHT. ECJJH y yeH lI

yKpaJJH neHbrH Ha HOBYA TeJJeBH30p , 3HaQHT , YHe Bo06.e Henb3 l1 ero
nOKynaTb. HaBepHOe MHe
B30pBaJJCJI

6μ

cy*~eHO

6uJJO KynHTb TaKoR TeJJeBH30p , KOTOpuR

H 3arOpeJJcJI.

내가 여러번 이야기했지. 나를 천사가 지켜주고 있다고， 만일 어떤 사람

이 나에게서 탤혜벼전을 살 돈을 훔쳐갔다면， 그것은 내가 탤해비전을
사서는 안된다는 뭇이지. 만일 내가 텔레비전을 살 팔자가 되었어도， 그
것은 터져서 다 타버렸을 거야

(H.lT.lT103H5I rpexa 2001: 19)

이

예문에서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이 완료상으로 표현되었지만， 이러한 완

료상의 사용이，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과 주절에 표현된 상황간의 시간적 순차

성을 표현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잠재적 조건문과 비현실적 조건문에서 조건
절의 상황이 완료상으로 표현될 경우 순차성이 드러났던 것과 대조적인 현상
이다. 오히려 여기에서 부각되는 것은 조건절에 드러난 상황과， 주절에 드러
난 상황과의 관계가 보여주는 논리적 타당성이다. 삽입어 3 Ha'UIT 는 이러한 논
리적 타당성을 확인시키는 신호로 작용한다.

(9) BaM

HpoqKa , y MeHJI 3aBTpa 3anJJaHHpOBaH 60JJbWoR noxo~ 3a npo~yKTaMH

qTO-HH6y~b

Hy* HO? EcnH Hpa npHXOnHna C paOOTY , a HO e.i! He

cnaJJ , reoprHA CepreeBHQ COQyBcTBeHHo rOBOpHJJ:
TO

Ca~HTecb ，
6μBaJJO

HpOqKa.

JI BaM qaRKy HaJJb lO, a BU

oT~xaRTe.

Ho Boo611le

3TO HHqaCTO ‘

“이로치까， 나 내일

이것저것

좀 많이

사려는데， 혹시

필요한 것

없나

조건문과 도상성(Iconicity)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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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라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자지 않고 있으면， 게

오르기는 동정어린 눈으로 말하곤 했다.
”여기 앉아요. 이로치까.

내 차 한잔 끓여주리다

하지만 이런 일은 자

주 일어나지는 않았다.
(H.ππ'JOJHJI

rpexa 2001: 19)

예문 (9) 에서 “이라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자지 않는” 상황과 “게오

르기가 그녀에게 말을 하는 상황”사이에는 명확한 시간적 순차성을 발견하기
힘들다. 이는 전자의 상황이 상태적 (state) 성격을 지니는 것에
는 주절과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 모두 불완료상이

기인하며， 이

사용됨으로써

표현된다.

이 맥락에서 부각되는 것은 시간적 순차성이 아니라 반복성이다.
(10) - na y~ cnenafl onO~eHHe ， - KOKeTnHBO npOMypnWKana Bepa. - Kak TW ceõ~ 4yBcTByewb?
OH Mor ÕW H He

cnpa띠 HBaTb.

EcnH *eH.HHa c

HOCTbQ

CH~eT

Hap~nw ，

OHa He uo*eT qyBcTBoBaTb ce6~

aeCTHUeC~qHOA

6epeueH

Bceu CBOHU CBe*HU nHqHKOU H HOCHT CHoraH6aTenbHwe

“그럼 제발 부탁이예요”

nnoxo.

베라가 애교스럽게 옹알거렸다.

“당신 지금 기분은 좀 어때?"
그는 물어보지 않을 수도 있었다. 만일 임신 6개월의 여자가 이렇게 싱

싱한 얼굴로， 멋진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여자는 기분이 좋지 않을 수
가 없는 법이다.

(HJ1JTtO JHJI rpexa 2001: 19)
예문 (0) 은 일종의 “법 칙”을 표현하고 있다. 즉 “임신한 여자가 열굴이 싱
싱하고 멋진 옷을 입은 상황”과 “그녀의 기분이 좋은 상황” 은 규칙성으로 연

결되어

있다. 이러한 규칙성은 화자의 반복되는 현실경험에서 연역된 논리로

서 탈시간적 성격을 가진다

여기에서 조건절과 주절 모두에서 탈시간성을 표

현하는 전형적인 수단인 불완료상 현재형이 사용됨에 주목하라.
조건절이 선행 발화에서 언급된 상황을 가리키는 경우나， 조건절의 상황이
주절의 상황과 비교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도 시간적 순차성은 명확하게 드러

나지 않는다. “당신이 교황”인 상황과 “내가 중국의 황제”인 상황사이에 시간
적 순차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11) - R nana
- EcnH

Tμ

p뻐 CKHfl.

R X04y n03BOHHTb B BaTHKaH.

nana pHMCkHfl , TO

- 나 교황입니다.

~

KHTaAcKH꺼

HMnepaTOp.

바티칸에 전화 좀 연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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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교황이면 나는 중국의 황제야

(TyMaHoBa 교수가 펼자에게 제시해 준 예에서)

물론 과거사실을 현재의 사실과 대조하는 경우에는 두 상황 사이의 시간적
순차성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2) OIlHOll

H3

oco6eHHOCTell

B03BpaT K TpallH l1 HOHHOll MOllenH ,

COBpeMeHHoll
I< orlla

*eHmHHa BellëT 1l0MamHee x03~llcTBO.

pOCCI깨CKoll

ceMbH

CTan

My*<i HHa 3apa6aTblBaeT lleHbrH , a

EcnH

10 neT Ha3aa npaKTHqeCKH

Bce CqHTanH , qTO pa60TaTb aonICH iI o6a cynpyra , TO CerOaHJI 3TO
NHeHHe pa3aenJl OT

7596 HaCeneHHJI.

남자가 돈을 벌 때 여자는 살림을 하는 전통적인 러시아 가족 모델로의
회귀가 현재

러시아 가족의

특정

중 하나가 되었다 .10년전에

설채로

모든 사람이 부부 모두 일을 해야 한다고 여겼다면， 오늘날 이러한 생
각은 인구의 7596 만이 가지고 있다.

(Russia 2000 ‘ 82)
과거시제와 현재 시제가 명백하게 과거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지시함으
로써 논리적으로 시간적 순차성이 불가피한 (2) 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
술적 조건문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시간적 순차성이 뚜렷하게 표현되지 않았

다. 가설성이 없는 조건문에서 시간의 순차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이유를 이

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비현실적인 조건문이나 잠재적 조건문에서 시간적 순
차성이 비교적 뚜렷이 부각된 경우와 정반대의 설명이 펼요하다.
기술적

조건문의

조건절에 등장하는 상황들은 현실적인 혹은 적어도 현실

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비록 그 상황들의 성격은 위의 여러 예문들에서 볼
수 있듯이 다양하지만， 화자가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을 근거로 주절에 표현된
상황을 약하게 단언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따라서 조건절의 상황은 주절에

표현된 화자의

단언을 위한 전제의

성격을 지니며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주절에 표현된 상황에 대한 인식에 시간적으로 선행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술적 조건문에서 등장하는 시간적 도상성은 비현실적
조건문이나 잠재적 조건문과는 다른 유형에 속한다. 비현실적 조건문이나 잠

재적인 조건문에서는 현실속에서 표현되는 시간적 순차성이나 동시성을 충실
히 반영하는 차원에서의 도상성이 실현된다고 한다면， 기술적 조건문의 경우
는 두 상황을 인식적 차원에서 - 화자의 사고작용의

상성이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전개 순서에 따른 - 도

조건문과 도상성(lconicity)

조건문을

“내용적

영역의

조건문”과

“인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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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조건문”으로

구분한

Sweetser의 표현을 빌리자연 비현실적 조건문과 가설적 조건문에서는 시간적 도
상성이 “내용적 영역”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반면， 기술적 조건문과 의미적으로
비어있는 조건문의 경우 “인식적 영역” 내에서 새롭게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기술적 조건문의 경우에 “인식적 차원의 시간적 도상성”이나 “인식적 영역”
의 개념이 도입되고 있음을 인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다소 모순되어 보이는
경우들을 설명할 수 있다.

(13) Ec깨 cTy~eHT Ha neKUHH He npHXO~HT ， TO OH pa3n~ÕHn 3TOT npe~MeT.
만일 어떤 학생이 수업에 오지 않으면， 그는 그 과목을 싫어한 것이다

(14) EcnH KTO He ysa*aeT

pO~HTene 꺼，

(3T O 3Ha 'l HT) OH

만일 어떤 사람이 부모를 공경하지

써 ep.

않는다변， 그는 이미

죽은 사람

이다(죽은 사람이나 다름 없다)

(KynbKosa 교수가 필자에게 제시해준 예에서)
이들 구문들의 공통점은 조건절에서는 현재시제가， 주절에서는 과거시제가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주절에 표현된 상황이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에 비해 선
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문들은 XpaKoBcKHH(1996:199-2üO)가 러시아어에서

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제시한 주절과 조건절의 시상 54 개 경우에서 실제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이고，

니TeMKOBCKa~

et

al.

(1988:261-278) 이나

WBe JlOBa

(1 970:716-719) 는 가능한 결합이 아니라고 규정된 유형이다. 심지어 Ha3HKOBa

(1 974:77) 은 조건절에서 비과거가 사용되고 주절에서 과거시제가 사용될 경우
시간의 순차성이 파괴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3)- (1 4) 의

경우는

시간적

도상성이

뚜렷이

왜곡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주절에 표현된 상황이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에 비해 시간상 선행하기 때문이
다.

실제로 이러한 유형의 예문들은 영어 조건문에서도 쟁점이 된 바 있다.

(1 5) If it will amuse you , 1 will tell you a joke.
(Comrie 1986:81)
이 경우에는 조건절에 제시되는 상황인 “농담이 당신을 즐겁게 해주는 상
황”과 “내가 당신에게 농담을 하는 상황” 사이의 시간적 관계가 역전되어
다. Cornrie는 이 예문에서 조건절에서 주절로의

목을 하고 있다

있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주

시간축 상에서 조건보다 먼저 실현된 결과가 조건의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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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러일으키는 원인으로서 작용한다고 본 것이다. Traugott0986:95) 은 보통의
조건문에서 Sl 이 S2 에 앞서는 것은 Sl 이 S2 의 발생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지
만， 이틀 예문들에서는 그 인과관계가 바뀌어서 S2가 Sl 를 앞설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Comrie와 Traugott 모두 이들 예문들에서는 인과관계의 도상성
과 시간관계의 도상성 사이의 충돌이 발생하며

인과관계의 도상성이

시간관

계의 도상성을 보상한 경우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XpaKOBCK깨 0996:196-197) 는 Comrie가 빠졌던 딜레마가 러시아어에도 존재

한다고 지적하며， 러시아어에도 이와 유사한 경우， 즉 결과가 조건보다 먼저
실현된 것 같은 예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6)

Ec 재

n~õHMoe

만일

~

BM 3aBTpa K HaM npHaëTe ,
MHHaanbHoe nHpo*eHoe;

당신이

내일

우리한테

HcneKy K BaweMy npHxoay Bawe

오선다면，

저는 당신을

맞이하고자 당신이

가장 좋아하시는 아몬드 넣은 만두를 구워놓겠어요

(17) EcnH TM õyaewb

3aHHMaTbC~ ， ~ BMKn~~y

TeneBH30p

만일 당신이 공부를 하실 거라면， 제가 텔레비전을 끄죠，

(18) EcnH

~

noeay B MOCKBY ,

~ J( ynn~

ceõe

HOB~

CyMKy.

만일 내가 모스크바에 가게되면 (가기 전에 먼저) 새 가방을 살 것이다 10)

그는 이들 예문들이 결과가 조건에

선행할 수 없다는 우리의 직관에 거스

르기 때문에， 표현된 상황이 주절에 표현된 상황에 선행한다는 표준적 해석에
모순되지 않는 새로운 해석을 찾아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이것틀을 비단언

적 조건문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11l

이 러 한 유형 의 조건문은 조건절 앞에 EC Jl H

j!

따라서 그는

ÕYLlY 3HaTb, 'l TO 를 부가함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10) 이 예문은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모스크바에 가면 제일 먼저 새 가방을 사
겠다”로 해석하는 경우와， 본문에 필자가 제시한대로 “모스크바에 가는 것이 정해
지면， 가는 준비를 하는 과정 중에 무엇보다 새 가방을 사겠다”는 경우가 그것이
다. 물론 여기에서 필자의 관심은 후자의 해석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11) 그는 이러한 유형의 구문들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특정을 가진다고 보았다.

(a) 조건절 내에 청자가 존재하며， 그는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의 주체이다.
(b) 3Ha꺼/Te ， ~TO ..... , HMe꺼/re B BHay ,

'l TO ..... 와

같은 명령형과 결합이 용이하다. (C)

화용론적 관점에서 볼 때 조건절은 (화자에 의해 추정된) 청자의 희망에 대한 예
절바른 간접적인 질문이다.

조건 문과 도상성 (l conicity)

06‘)

EC Jl H

!5ytly 3H aT b ,

1I

BameMy npHXO ,'ly Bame

(1 7')

EC Jl H

1I

!5ytly

l(

169

TO BbI 3aBTpa K HaM np때ëTe ，

J1~!5HMoe

3HaTb ,

HcneKy K

1I

MHHtla Jl bHOe nHpO*HOe
l(

TO

TbI

!5ytlemb

3aHHM aT bC lI,

BblK~ l(y

1I

Te Jl eBH30p

(18')

EC JlH

1I

!5ytly 3HaTb ,

l(

TO

1I

noe ,'ly B MOCKBY , 쩌 KynJllo ce !5e HOB~ CyMKy.

물론 06H18) 의 예문들은 명제의 내용상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과 주절에 표
현된 상황 간의 선후관계가 역전된 것이지， 03H14) 의 예문에서 제시된 것처럼
양쪽 절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형태의 측면에서까지 역전이 된 것은 아니다.

(3) 의 예를 보자 “그 과목을 싫어해야” “수업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고 보
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있는 현실논리이다. 따라서 “그 과
목을 싫어하는” 상황이 조건절에， “수업에 빠지는” 상황은 주절에서 표현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3) 에서는 반대의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절에

표현된 상황의 시제가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의 시제에 선행한다. 하지만， 화자
가 제 3자의 심리적 상태에 접근하는 것이 차단되어

있으므로， “그 과목을 싫

어한다”는 것은 화자의 추론의 결과이지 사실이 아니다. “어떤 학생이 수업에
빠진다”는 상황이 “그가 그 과목을 싫어할 것”이라는 추론을 야기시켰다는 것
이다. XpaKoBcKH꺼 가 이러한 유형의 문장에 “ eCJJH

ôYlrf 3HaTb“라는 표현을

J[

삽입한 것도， 이들 문장을 연결해주는 것이 상황과 상황간의 내적 논리가 아니

라 상황과 상황 사이에 화자가 투사하는 인식적 차원에서 해석되는 것임을 의
미 한다. 이 러 한 점은 (3) 에 3 Hat.IHT 이 나 혹은 51 .aYMa lO,

t.I TO .... ,

51 Ct.I HTalO,

t.I TO ... 를

삽입할 경우 문장은 자연스럽게 해석된다는 점에서 증명된다.

03‘)

EC Jl H cTytleHT Ha J1eK l.\ HH He npHXOtlHT , OH pa3 J11。이1JI 3TOT npetlMeT.

--> EC JlH cTytleHT
pa3 J1~!5HJI

--> EC JlH cTytleHT
pa3 J1~!5HJI

-->

Ha J1eK l.\ HH He npHXOtlHT , 3TO 3Ha l( HT , OH

3TOT npe ,'lM eT.
Ha J1eK l.\ HH He npHXOtlHT ,

EC Jl H cTytleHT Ha

pa3~ !5HJI

1I ，'lyMal。’ l( TO

OH

3TOT npetlMeT.
J1eKl뻐 H

He

npHxo마iT，

1I

C'쩌 Ta~ ，

l(

TO OH

3TOT npetlMeT.

결국 (13) 의 구조가 반영하는 것은 “상황 발생”의 시간적 순차성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판단”의 순차성이다. (3) 에서 “판단의 순차성”에 따라 조건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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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될 상황과 주절에 표현될 상황이 결정되고， “상황 발생의 순차성”은 시제

에 도상적으로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의 예문도 (3) 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죽은 후에야 자기 부모를 공

경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논리는 동사의 시제 형태에 도
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그와는 반대로 어순은 화자의 인식적 추론의 순서를

도상적으로 반영한다. 사탄이 싸우는 상황을 봄으로써， 그들이 나뉘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며，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일이 발생한 것을 봄으로
써

그가

이미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도록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3)-04) 는 현실논리의 순차성과 인식적 추론의 순차성이 서로 갈등을 일으
키면서 각자의 영역을 어순 및 시제의 조작을 통해 유지하고 있는 경우로 보
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따를 경우 예문 (5) 에 대해서도 동일한 설명

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가 너를 즐겁게 해 줄 것이라는 판단이 너에게 그 이
야기를 해 주겠다는 의도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기술적 조건문의 경우 살펴본 모든 예들에서 상황들 사이의 시간적 도상성
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대다수의 기술적 조건문에서 등장하는 시간적 도상
성은 가설성이 있는 조건문들처럼 상황들 간의 발생순서의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황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주는 인식적 추론의 차원에
따라서

있다.

전자에서의 순차성을 상황적 차원의 시간적 도상성이라 할 경우 후자

에서의 순차성은 인식적 차원의 시간적 도상성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전
자의

도상성은

현실논리를

반영하는 차원에서의

도상성이라 한다면

후자의

순차성은 화자가 의도적으로 부여하는 도상성이라 할 수 있다.
조건절이

가지는 상황이 극도로 축소되어 단지 담화의 유연성을 유지하거

나 예의바름올 표현하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의미적으로 비어있는 조건문의
경우에는 시간적 도상성은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자신의 발화의 적절성을 유
지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도가 주도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1 9)

Y MeHJI eCTb φOTorpa빼JI ， Ha KOTOp얘 CH Jl T Haw Kypc H3 WKOJI bI

KHHOaKTëpa npH “Moc빼JIbMe".
llpy3bJl

y* e

yWJIH

H3

lI< H3HH.

113

25

EcnH

l( eJIOBeK

'1 eCHO

,

lI< HB bI

TO

TOJIbKO llBoe ‘

H3pelllta

rlle-TO

Bce
Ha

ypoBHe ßOllC03HaHHJI cltpe6ëTCJI WblCnHalta , ‘{TO OCTanOCb B 06.eW-TO
HeWHoro ......... Ho '1 TO .e lIeJIa Tb?

저에게는 사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모스필름 부설 배우학교의 우리

반이 찍혀있죠

25 명 중 단지 두 명만 살아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세

상을 혔죠. 솔직혀 말하자면， 때때로 잠재의식 저 어딘가에서 이재 열

조건문과 도상성(lconicity)

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협니다.
(Apr써eHTbI

조건절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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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혜야 할까요?

H iþa l<TbI 200 1.06.20

“ 3aBe띠aHHe

rJJY3C I< Oro")

eC Jl H qeCTHO 는 이미 숙어적 (idiom) 으로 굳어져 버린 표현으

로써， 발화자가 청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즉

화자가 일방적으로 담화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한 장치로서， 조건절과
주절에 표현된 상황 사이에는 시간적 순차성 혹은 동시성이 극도로 축소되어
있으며

인식적

차원에서의

시간적

도상성만이

존재한다. 즉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하는 상황” 하에서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조건문의 가설성이 있는 경우 그 가설성이 높을수
록 시간적 도상성이 부각되는 반면에， 가설성이 없는 경우 상황적 차원의 시
간적 도상성은 축소되고， 인식적 차원의 시간적 도상성은 점차 부각된다. 결
국 가설성을 중심으로 상황적 차원의 시간적 도상성의 정도와 인식적 차원의
시간적 도상성의 정도는 서로 반비례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13)- (1 4)
과 같은 비전형적인 예의 경우 이러한 인식적 차원의 시간적 도상성의 개념
을 도입하게 되면 설득력있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4.

인과적 도상성

인과성이 조건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문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 중에서 조건절이 원인을 나타내고， 주절이 결과를 나타
내 준다는 언급을 빠뜨리는 경우는 없다는

Dancygier( 1998:8이의 언급은 조건

문을 이해하는 데 인과성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간접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Comrie0986:80) 는

아래와

같은

문장들은

질료적

함언 (material

implication) 의 관점에서 보자면 다음과 같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건절과 주
절도 단지 적절한 진리치만 가지고 있으면 조건문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
(2이 If Paris is the capital of France , two is an even number
(2 1) If Paris is the capital of Spain , two is an odd number.
(22) If Paris is the capital of Spain , two is an even number.
(Comrie 198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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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는 이러한 관점은 조건문에서 조건절과 주절 사이에 보다 강력한

연결관계를 요구하는 자연언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그 강력한
연결관계는 인과의 관계라 보고 있다. 즉 조건절의 상황이 주절의 상황에 대
한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하며， 위

(20)-(22) 에서는 그러한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으므로 조건문으로 볼 수 없다고 본다. 그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
서 인과문은 조건절과 주절에 표현된 두 상황의 진리 여부에 대한 화자의 책

임성(commitment) 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건문과 구분된다고 본다.

(23) Since you're leaving now , 1 won ’ t go with you ..
네가 지금 떠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24) If you ’ re leaving now, 1 won ’ t go with you ..
만일 네가 지금 떠난다면 나는 너와 같이 가지 않을 거야.

(Comrie 1986:80)
그의 견해에 따르면 (23) 에서 청자가 곧 떠날 것이라는 점이 사실로 받아들

여지고， 화자는 청자와 같이 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화자가 책임을
지지만， (24) 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23) (24) 에서 “내가 너와
가지

않는 것”이

사이의

“네가 지금 떠나는 것”에

인과관계는 동일하지

기인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둘

않다. (23) 에서의

인과관계가 보다 직접적이고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24) 에서의 내포된 인과관계는 간접적이고 상대적이다.

Johnson- Laird0986:69) 은 조건문에서 인과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상황이 다른 상황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허용할 수도 있음
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5) If the match hadn ’ t been struck , it wouldn ’ t have lit
(26) If the match hadn't been dry , it wouldn ’ t have li t.
(27) If you ’ ve run out of petrol , there ’ s a garage down the road
(J ohnson - Laird 1986:69)
그에 따르면 (27) 은 조건절의 상황이 주절의 상황을 야기시킨 경우이고， (28)
의 경우는 조건절이 상황이 주절의 상황올 허용한 겸우이며， (29) 의 경우는 둘
사이에 인과적 관계가 아닌 단순한 유관성만이 존재한다.
계가 적용된 경우로 (29) 를 인과관계가 적용되지

(27)-(28) 을 인과관

않는 경우로 본 것이다.

조건문과 도상성(Iconicity)

Haiman0986:33) 은 조건문에서

조건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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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주절의 상황 사이에는 어

떠한 식으로든 유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질료적 함언의 관점을 취
하는 연구자들이

없는 경 우의

조건절의

상황과 주절의

상황 사이의

아무런 연관 관계가

문장을 조건문으로 허 용하고 있다고 비 판하고 있다. Traugott

0986:297) 은 조건은 결코 원인으로 분석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조건문은 원인을 전제하지만， 인과문은 원인을 단언한다는 것이다. 예를 틀어

If A then B 와 Because A then B 와의 차이는 전자， 즉 조건문에서 A 는 B
가 참이 되기 위해 유효하다고 추정되어야 하는 배경이나 틀이지만， 후자， 즉

인과문의 경우에는 A 는 B 를 위한 틀로써 진술된다는 것이다. 인과문은 명제

를 단언하는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Auwera0986:199) 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조건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건
문 구조 안에 새로운 결합 논리를 설정하는 것이 펼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결합논리로써 충분가설 (Sufficiency Hypothesis) 을 들고 있다. 즉 명제적 내용
인 if p then q 는 p가 q 에 대한 충분조건이라 것이다.
이상의 견해를 종합하면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조건문에서는 조건절의 상황과 주절의 상황 사이에
한다. 그러나 그 인과성은 인과문에서

인과성이 성 립

성립하고 있는 단언된 인과성이

아니

라， 전제된 인과성이다. 둘째 인과성이 적용되지 않는 조건문 유형도 었다. 그

러나 그러한 유형의 조건문에서도 조건절의 상황과 주절의 상황 사이에 유관
성은 존재해야 한다.
인과성이

개별

유형의

조건문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4. 1.

가설성이 있는 조건문

(28)

CaMOJJI! T KJJHHTOHa

HJJH

5yma

CTOHT

B AMepH J< e

CaMOJJ I! T EJJbUHHa HJJH nyTHHa - 7뻐JJH. lIOJJJJ.

1

MJJpl1.

50JJbmajl pa3H뻐 a.

MHe aa Jl H TaXHe aeHbxH , xax B A.. epHxe , TO

j!

55OMJJH.
EC JlH 6..

6.. nOCTpOHJI He OaHH

CaMO JlI! T , a HeCXO Jl bXO aeC j! TXOB.

클린턴이나 부시대통령의 비행기는 미국에서 15 억 5천만 달러 나갑니다
옐젠이나 뿌젠 대통령 비행기는 칠천만 달러 나가죠.

큰 차이가 있는 겁

니다 만일 저에게 미국에서 주는 것처럼 돈을 주었다면 저는 한 대가
아년 수십 대의 벼행기를 만들었을 겁니다.
(Apr깨'eHTbI

H

φ'8.KTbI

200 1. 05.06.

“ n , 5o pO lIH H: 꺼 rpemeH , HO He BHHoB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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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na~HWe

(29)

HH*eHep He
~ene

3KCnepTμ

noA~ëT

rOp~OCTb

OÕBHH~~T

pa50TaTb

3~eCb

HH

pOCCH~H

mO~ëpOM

npH

4ëM.

nO JlyQHTb 3a TaKym ze pa60TY B

B 3aBWmeHH얘

rOp~OCTb

-

EC Jl H 6 .. He

3-4

CaMOO l1 eHKe.

He n03BOnHT. Ha CaMOM
6 ..JlO B03UO :l: HOCTH

pa3a 60 Jl b.e , npHT~3aHHß 6 ..JlO

6.. noueHb.e.
서구의

전문가들은

러시아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한다고

비난한다. 기술자는 운전사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것이다.

만일 동일한 일을 해서 3-4 배냐 많은 돈을 벌 가능생이 없다

면， 요구사항들은 훨씬 적어질 것이다.

200 l. 06.06.

(AprYMeHTbI H φaKTW

“ 5e3pa50THa~ cTpaHa")

예문 (28) 에서는 조건절과 주절의 상황 모두 완료상이 사용된 경우로서 시
간적 순차성이 뚜렷하며， “미국처럼 돈을 주었을” 상황은 “수십대의 비행기를

만들었을” 상황의 원인이 됨으로써 인과성이 뚜렷이 부각된다. (29) 의 예문은
조건절과 주절의 상황 모두에서 불완료상이 사용된 경우로서， 시간적 순차성
은 상당히

약화되어 동시성이 두드러지지만，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은 주절에

표현된 상황의 원인이 된다. 결국 비현실적인 조건문의 경우는 인과성이 뚜렷
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시간의 순차성이

약화되어 동시성이 두드러지는 경우

에도 인과성은 그대로 지켜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과성은 잠재적 조건문

에서도 발견된다.

(30)
Opy*H~

cnan

3K3aMeHW

nony'μIn

H

"EC Jl H He

cuory

OTnH4HO ,

OTCTpen~n

BllnonH~Tb

H3

Bcex

nepe~

3BaHHe neìíTeHaHTa.

06~3aHHOCTH

BceM

BH~OB

CTpoeM

olþHQepa

TaK ,

TaõenbHor。
nOKn~nc꺼:

KaK

3TO

nO JlOZeHO , yßny B OTcTaBKy. “

시험은 훌륭하게 합격했고， 지정된 모든 총기도 다 쏘아 본 후에 중위 계

급장을 받았다. 모든 병사들이

도열해

있는 앞에서 서약도 했다. ‘만일

주어진 장교의 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제대하꼈습니다”
(Apr써eHTbl H φaKTbl

(3 1)

EC JlH

:l: e

200 l. 06.06.

“Jl( H3Hb

neATeHaHTa")

BueCTO 3Toro T" 6yne.b .apHTb y Hero

no KapuaHau , HHKaKoro 3UOQHOHaJl bHOrO KOHTaKTa y Bac He 6yneT.

만일 그 대신 당신이 아이의 주머니를 뒤진다면 당선과 아이 사이에

는 어떠한 감정적인 교감도 있을 수 없을 것이마.“
(Apr}'MeHTbl

H

φ'aKTbl

LroUE.æ “ Pe6ëHKa

He Jlb 31I 3 삐yraTb， nOTOMY 4TO OH 6eCCMepT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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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은 조건절과 주절 모두에서 완료상 비과거형이 사용된 경우이고， 표현

된 두 상황 사이의 순차성이 쉽게 이해되지만
상황이 상태적 (state) 성격을 지니며

(3 1)의 경우는 주절에 표현된

따라서 순차성은 보다 약화되고 동시성

이 부각된다. 하지만 인과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들 예 모두에서 조건절의 상

황은 주절에 표현된 상황에 대하여 원인의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즉
(3이에서는 “장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제대를 하는”

상황의 원인이 되고， (3 1)에서는 “아이의 주머니를 뒤지는 것”이 “아이와 감정
적 교감을 잃는” 원인이 된다. 이들 예에서 잠재적인 조건문에서도 조건절의
상황과 주절의 상황 사이에 인과성이 뚜렷이 유지됨을 알 수 있다. 시간의 순

차성이 잘 드러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간의 순차성이 드러나지 않는 유형의
문장에서도 인과성은 뚜렷하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4 .2.

가설성이 없는 조건문

가설성이 없는 조건문의

경우에는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과 주절에 표현된

상황 사이에 인과성이 상당히 약화되어 나타난다.

(32) CeKpeT eCTb. npaBH .n bHO nO L1 ÔHpaTb penepTyap. 5aHa.n bHbll! npHMep H3
ec .n H

cnopTa:

ltep*aTbC~

TbI

!ÍeryH

nonpO !ÍO BaTb “ B3~Tb"

비밀이

Ha

3TOA ltHCTaHQHH.

있죠.

1000

레파토리를

ltHCTaHQHII

100

NeTpOB , TO

cne ltY eT

EC .n H TbI e.e NO .nOlt , No*e.b , KOHeqHO ,

NeTpOB.

잘 선택하는

겁니다

스포츠에서

평범한

예

를 들어보죠. 만일 당선이 100미터 달리가 선수라면， 그 거리를 견뎌내야
합니다.

만일 당선이 아직 젊다면 - 물론 1000 11 1 터도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거죠.
(ApryMeHT bI H φaKTbI

2001.05.08.

니 eqH.n H~ 5apTo.n H -

(33) Bo-nepBblx , B MOCKBe HHqerO He
HHqerO

H3

cepb~3HblX ，

coopy:l<eHI깨

L1e .n aeTC~ õe3 reHn.n aHa.

He

L1e .naeTC~

rpa L1 CTpOHTe .n bHOM H.n H oômeCTBeHHOM COBeTe.
nonyqallTC~ ， 3Haq
민’”얘
H'
‘n ，

rOCT~ H3 ôY L1ymero)

ôe3

BO-BTOP bIX,

paCCMOTpeHH~

Ha

H ecnH KaKHe-TO H3ltep:a ICH

3TO O.H !Í Ka.

첫 번째로 모스크바에는 총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어떤 것도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회의

두 번째로， 중요한 건축물이라면 도시건설 위원회나 일반위원

검토가 없으면 세워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령되었으면 이것은 질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얼

어변 벼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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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YMeHTbI H φ'BKTbI

(34)

H

BoneB~M

Henb3 J1

2α) 1. 05.08. “ npe lLl1 araeTCJI rapa)j( •••• nOll Mo CKBoA-peKo “")

yCHnHeM

ÕHonorH~eCKoA

C

3aBHCHMOCTb~

HeKorlla He cnellyeT oGpa ll( aTbCJI K wapnaTaHaM.

ßpe A.ll araeT
Hap lC owaHHH ,

3a

TpH

WHHyTY

H.IIH

3a

.eCTb

qaCOB

cnpaBHTbCJI

EC .IIH ICTO-TO
BY.II eqHTb

TO .ll b lC O .ll eHer’ Ha .110 3aß.II aTHTb ßO 6o.ll b.e , 3Ha fl: Te ,

OT

-

3TO .ap.ll aTaHY.

정신력으로 생물학적 의존성을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꾼에게 의폰해서는 안됩니다
에

약물중독에서

결코 사기

만일 어떤 사람이 3분이나 혹은 6시간만

완치시키고， 돈만 조금

더

내면

된다고

채안하면，

알아두십시오. 그 사람은 사가꾼입니다.
(Apr까IeHTbI

H φ'BKTbI 2001.OS.æ. Pe 6ë HKa HeJlb3 J1 3anyraTb, nOTOMY

(32) 에는 일반적인 상황

~TO OH GeccMepTeH)

(33) 는 추론， (34) 는 법칙과 같은 상황이 표현되어

있다. 이들 예문들에서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과 주절에 표현된 상황간의 인과

성은 약화된다. 이들 예문에서 인과성은 Sweetser가 지적한 인식적 영역의 차
원에 보다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을 발화할 경우 주절

에 표현된 상황을 발화할 정당성과 근거가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들 예문들의
공통점은 모두 주절에 화자의 판단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32) 의 경우에
는 “그러한 거리를 견뎌내야 하고” “ 1000미터도 한번

선택해

볼 수

있다는”

화자의 판단이， (33) 에서는 “비용수령이 실수임에 틀림없다는” 판단이 (34) 에서

는 “그 사람이 사기꾼임에 틀림없다는 판단”이 표현된다. 그리고 조건절에 등
장하는 상황들은 화자로 하여금 그러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일종의 원인의
역할을 한다. 다만 여기에서 성립되는 인과관계는 현실논리에 위치한 것이 아
니라 화자의 경험과 그를 바탕으로 한 인식차원에 자리잡고 있다.
이상과 같은 기술적 조건문들의

예들에서 상황들간의 인과성은 상당히

약

화되고，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과 주절에 표현된 상황들을 연결해주는 화자의
인식의 차원에서 인과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을 이해하거나， 안다는 것이 주절에 표현된 상황을 발화하거나， 혹은 주
절에 표현된 결론을 내리는 데 근거가 된다.

이러한 인식적 관계는 발화의 목적이 발화의 원활한 흐름을 목적으로 하는
의미적으로 비어있는 조건문의 경우에는 극대화된다.
(35) R Kn Jl Hycb BaM , ~TO nH~HO 3Ha~ 0맨 Hb cepbë3H비x n~lIel!， rOTOB~X ，
eC .IIH Bor 00 •

.11용 T

ynoGHY fI: cnyqa fl:, “-pa30pBaTb" ßeB l{ a HHICH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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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만일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만 주신다면 가수 니키타를 꺾을 준비가
다 되어있는 매우 진지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점을 맹세하

는 바입니다.
(APYMeHTbI H φBKTbI

2001.06.20. “ POMaH

C JJHMY3HHOM")

(35) 의 예에서 관용어구적 표현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시는” 은 현실
상황의 반영 이 나 가설 적 상황의 제 시 라기 보다는 단순히 “화자의 소망”을 표
현하는 의례적인 어구로서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니키타를 꺾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다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청자에게 무리 없이 수용될 수 있

게 해준다. 이 예문에서 조건절은 주절에 표현되는 화자의 판단이 가지는 현
실적 과격함을 완화시켜주는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결국 (32)-(35) 의 예문들에서 인과성은 두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지 두 상황에

대한 현실논리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적 차원의 인과성을 인정한다면

Sweetser(990) , Dancygier

(998) 등이 메타적 조건문이라 부른 다음과 같은 조건문에 대한 설명도 가능
하다. 이러한 유형의 조건문은 화자가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피력하는 맥락

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으로써

필자는 이들 예문들이

약한 단언을 한다는

점에서 기술적 조건문의 중요한 유형중 하나라고 본다.

(36)

ECJJH MY* Bcerna rJJaBa ce~떠"， TO *eHa ero nyma.

만일 남편이 항상 가장이라고 한다면， 아내는 그의 영혼이다.

(37)

Ec재

B

MOCKBe

MbI

oTnOXHyJJH

xopomo ,

TO

B

Co패

뻐

Boo t5l1\ e

He

OTnhlXaJJH.

만일 모스크바에서 우리가 잘 쉬었다고 한다면， 소치에서는 우리는
잘 쉬지 못하였다

(38) Ec재 꺼 6μJJ xop。뻐M

nJJOTHHKOM , ~ t5bIJJ nJJOXHM MOP~KOM.

만일 내가 목수로 훌륭했다고 한다면， 나는 선원으로서는 형편없었다.
(KyJJbKOBa 교수가 필자에게

제시해준 예에서)

현실논리차원에서는 이들 예문에서 조건절에 표현된 상황과 주절에 표현된

상황 사이에는 인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편이 가장이기 때문에 아내가 그
의 영혼이 되는 것은 아니며 (36) ， 모스크바에서 우리가 잘 쉬었기 때문에 소
치에서 잘 쉬지 못한 것은 아니고 (37) ， 내가 목수로 훌륭했기 때문에 선원으
로서 형편없었던 것은 아니다 (38). 하지만 그러나 인식적 차원에서 보자면 이
들 사이에는 인과성이 존재한다. 남편을 가장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내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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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혼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36) ， 모스크바에서의 휴식을 훌륭한 것이었다

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소치에서의 휴식을 형편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고 (37) ， 나를 훌륭한 목수로 평가했기

때문에， 선원으로서의 나를 형편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38). 이들 예문들도 앞서 의

예들과 마찬가지로 주절

에는 화자의 판단이 표현되어 있고， 조건절에서는 그러한 판단을 가능하게 한
전제조건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조건들이 화자로 하여금 주절

에 표현된 판단을 내리게 한 원인으로 작용하며， 그러한 작용은 위

예문들에

서 보듯이 현실논리와 두 상황들 사이의 명제적 내용간의 차원이 아닌， 상황
들에 대한 화자의 인식차원에서 발생한다.

이상에서 조건절과 주절에 표현된 상황간의 도상성을 시간성의 측면과 인
과성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시간적 도상성의

경우， 가설성이

있는 조

건문의 경우에 현실논리의 차원에서 시간적 도상성이 비교적 명확하게 표현
되는 반면에， 가설성이 없는 조건문인 경우에는 인식적 차원에서 시간적 도상
성이 표현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과성도 조건문 내에서 가설성의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가설성이

사이의

현실 논리차원에서의

있는 조건문이， 상황과 상황

인과관계를 보인다면， 가설성이

경우는 상황과 상황사이에 존재하는 인식적

정도에

차원에서의

없는 조건문의

인과관계를 보인다.

즉 조건절의 상황을 이해하고， 아는 것이 주절에 표현되는 상황을 발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설성이 있는 조건문이든 가설성이 없는

조건문이든 화자에게 인식적 추론이 요구된다는 점은 동일하다. 전자의 경우
인식적 추론이 상황을 가설적인 세계에 배치시키는 데 이용된다고 하면， 후자

는 현실세계의 상황들을 다양한 새로운 차원의 관계로 재설정하는데 이용된
다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인과성과 쉽게

결합되는 조건문이라는 통사구조를

이용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도상성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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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ditionals and Iconicity
Kim , Jung-II

The study explores inter relationship between conditionals and iconicity.
So far the existence of iconicity in conditionals has been mentioned , but
the nature of the iconicity has been neglected. In conditionals two different
kinds of iconicity - temporal iconicity and causal iconicity - are observed.
In conditionals with hypotheticality temporal iconicity (sequentiality or
simultaneity) between two situations is reflected in the real level of logic.
In contrast , in conditionals without hypotheticality temporal iconicity is
expressed in the cognitive level.
This pattem of re f1 ection of temporal iconity can be applied to the
causal iconicity. In conditionals with hypotheticality causal iconicity shows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wo situations in the real level of logic. That
is direct ref1 ection of reality. But in conditionals without hypotheticality
shows the causal relation between two situations in the cognitive level. To
understand the situations expressed in the protasis becomes a premise to
get the validity to express the situations of apodosis ..
In any case speaker' s cognitive inference is equally needed. While in
conditionals with hypotheticality , speaker ’ s cognitive inference is used to
place two real situations in the altemative-hypothetical world , in
conditionals without hypotheticality speaker' s cognitive inference is need to
construct new cognitive relations between situations. Conditionals , which
can be connected easily with sequentiality, simultaneity, causality on the
one hand can be used by speakers to reflect existent temporal , causal
relationship of real world , on the other hand to build new cognitive
temporal , caus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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