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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러시아어 텍스트에서 지시적 선택(Referential 

αloice)으로서 의 영 대용(Zero Anaphora) 

송 은 지. 

1. 서론 

고대러시아어 텍스트를 접할 때 가장 주목할 만한 문장 및 담화구조의 특 

성 가운데 하나는 도처에서 나타나는 주어나 화제 (Topic ， Theme)를 대신하는 

영대용어 (Zero Anaphor) q. 고대러시아어에서의 전형적인 영대용어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1) OHa :l<e pe'le, nOBeJleBaeTb eMy 6b1TH B TpemeM 'lacy JlHH2) H ø (OHa) 

TaKO WeDb KO OT I..lY cBoeMy DyXOBHOMy H ø (OHa) pe'le eMy: <<OT 'le, 6YDb KO 

MHe Bb 6 'lacy DHH)). nOTOM :l<e ø (oHa) HDe K Dpyry CBoero My*a, KO AφaHa

CHIO 5epDoBy: <<llpY:l<e M싸a Moero, npH뻐H KO MHe B 10-M 'lacy DHH)). (KC)3)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본 논문의 연구대상으로는 3인칭 영대용어만이 선별되었고 모든 예들에 나타나는 

영대용어는 g 로， 그것의 선행사 혹은 통제자(controller)는 괄호 속에 명시하였으 

며 지면 제약으로 인한 서술의 생략은 L .. ]로， 직접인용의 생략은 << ... >> 로 표시하였 

다. 고대러시아어에서 비한정 동사(분사나 부동사 같은)와 한정 동사의 구분， 종속 

절과 독립된 절의 구분이 모호하므로 펼자는 일괄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였고 주 

어가 안 나타나는 경우를 모두 영대용어의 소재지로 파악하였다. 모든 구， 절， 문 

장의 분절은 본 논문의 코퍼스로 택한 출전인 naMlI THH쩌 (1 988)을 그대로 따랐음 

을 밝힌다 

2) 고대러시아의 시간을 말하는 방식은 현대의 그것과 다르고 또한 계절에 따라서도 
가변적이었는데 대개 해뜨기 시작하는 시점을 낮의 첫째 시간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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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는 말하기를 그 남자가 낮 세 시에 올 것을 명하고 자신의 고해신부 

에게 가서 말하길 〈신부님， 제게 낮 여섯 시에 와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 

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의 남편의 친구인 아파나시이 베르도프에게로 가서 

〈내 남편의 친구여， 낮 열 시에 와 주오>라 말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영대용어는 주로 직전 선행문의 주어 혹은 화제와 동지 

시체를 갖고 또 자신이 속한 절이나 문장의 문법적 주어 겸 화제의 역할을 

수행한다. 고대러시아어의 영대용어는 가령 문법의 영역에 속하는 영대용을 

갖는 체코어와는 다르며 4) 또한 만다린 중국어와 같은 담화맥락에만 의존하는 

영대용 (Li & Thompson 1979)과도 다른 양상을 보인다. 만다린 중국어의 경 

우， 영대용어의 실현이 한 문장 내에서 수량적으로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선 

행담화에서 알려진 정보는 모두 영대용어를 통제할 수 있어 주어 뿐 아니라 

다른 문법적 기능이라도 맥락상 복구 가능한 경우 모두 영대용어라는 대용적 

선택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선행사 역시 선행 발화의 화제에만 제한되지 않고 

광범위하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영대용어의 선행사 파악에는 맥락과 동사 

의 의미와 같은 내용적 단서가 중요한 반면， 문법이나 구조적 제약에서는 비 

교적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고대러시아어의 영대용어는 또한 현대러시아 

구어체에서 보여지는 대명사 대용의 영대용어와 일견 매우 유사한 분포를 보 

이나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현대러시아 구어적 레지스터의 영대용어의 

예를 보라.5) 

2) nBa tlH5I f1BaH He HaXOtlHJI ce6e MeCTa. ø (OH) np060BaJI HanHTbC5I, H。

emë xy*e CTaJIO - npOTHBHO. ø (OH) 5POCHJI. Ha TpeT뻐 tleHb ø (OH) ceJI 

nHcaTb paCCKa3 B pauoHHy~ ra3eTy. (띠yK뻐H ， Nichols 1985에서 재 인용)6) 

3) 출전 텍스트에 표기된 E는 e로 통일시켜 표기하였다 

4) 체코어의 경우， 강조나 대조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곤 주격 인칭대 

명사의 생략이 무표적， 보편적이고 이 때 고대러시아어의 완료시제와 비슷하게 우 

언적 (periphrasticJ인 동사과거형에 포함된 조동사가 인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3eMCKa51 등이 녹음， 편집한 러시아대화어 ( rpYCCKaJI pa3rOBOpHaJl pe 'lb: TeKCTbl.J 1978. 
MOCKBa: HaYKa)에는 3인칭 영대용어가 자주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는 현대 

표준러시아어에 속하지 않는， 즉 표준적 구어적 특성이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6) 러시아원어민의 직관적 감성에 의존하자면 예문 (2)-(4)의 구어체 영대용어는 마지 
화자가 속으로 자기중심적으로만 말하는 내적언어 (BHYTpeHHa꺼 pe'lb)처럼 들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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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동안 이반은 제 정선이 아니었다. 그는 만취하려 했으나 상황은 더 

나빠졌다. 역겨웠다 그만두었다 셋째 날 그는 지역 신문에 단편을 쓰려고 

책상에 앉았다.’ 

이같은 영대용어는 현대러시아어 구어적 레지스터에서 가장 무표적으로 연속 

된 화제를 나타내는 지시적 선택이다 (Nichols 1985). 현대러시아 구어체에서 

는 고대에서와 달리 영대용어가 문법적 주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의미상 주어 

(cy6beKT)에도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라 

3) CJla6 OH 6b1J1 naBHO y*, C MeCJl ll L..l He TO '1T06 0 (eMY) CTpamHO cneJl

aJlOCb , a ynllBIITeJl bHo: 0 (y Hero) Tal<oll c Jlaõoc깨 HlIl<Orna He 6blJlO. To 0 

(eMY) Ka3aJlOCb, '1 TO 0 (y Hero) OTHJlJ띠Cb HorH. L . .J nOmeBeJlHT 0 (OH) naJlb

llaMII - HeT, 띠eBeJlJl TCJI. To Ha 'lHHaJla TepnHyTb J1eBaJl py l<a, a 0 (OH) me 

BeJl IIJl e lO - Bpone HII 'Iero. (띠yK뻐H ， Nichols 1985에 서 재 인 용) 

‘그는 오랫동안 벌써 한달 가량 기운이 없었다.L..l 그것은 나쁜 일이라기 

보다 놀라운 일이었다 그렇게 약해본 적이 없었다. 다리가 절단된 것처럼 

느껴졌다. 발가락을 움직이면 웅직여졌다 왼쪽 팔이 저리기 시작했다. 팔을 

움직이면 아무 일도 아닌 듯 괜찮았다’ 

4) 0 (OH) '1yTb He 3anJlaKaJl. 0 (OH) XOTeJl l<a l< -HH6ynb nyMaTb H He Mor 

o (eMY) He nyMaJlOCb. (띠yI< WHH ， Nichols 1985에서 재인용) 

‘거의 울 뻔했다. 어떻게 해서든 생각해 내려 했으나 생각할 수 없었다 

생각나지 않았다.’ 

고대러시아어의 경우 위의 (3) , (4)와 같은 통사적 환경이라 가정하면， 영대용 

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현대러시아어 구어체의 경우 문법적 주 

어가 아니라 하더라도 영대용어의 사용이 허용되지만， 고대 러시아어에서는 

반드시 주어의 대용으로만 영대용어가 선택되어진다. 또한 현대러시아어의 경 

우 영대용어의 선행사 통제자(Controller)의 범위는 고대러시아어의 그것과 비 

교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데 전자에서는 주로 인접하여 선행하는 문장이나 

절의 주어나 화제가 영대용어를 통제하는데 반해， 후자의 경우 선행사의 ‘화 

제성 (Topichood， Topicality)’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발견된다. 즉， 고대러시 

아어에서는 바로 직전 선행 발화의 화제 뿐 아니라 평언 (Comment)으로서 나 

타나는 화제후보(Topic Candidate, Prospective Topic) , 혹은 거시적 차원의 

담화화제(Discourse Topic)가 모두 선행사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고전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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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 의미의 ‘화제’에만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정도의 ‘화제 

성’을 지닌 요소가 영대용어의 선행사로 나타날 수 있다. 이처럼 피상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여러 언어의 영대용어는 실제 서로 다른 제약조건을 가진다. 

고대러시아어의 영대용어는 그 문법적 기능이 반드시 주어란 점에서 엄격한 

통사적 제약을 가지지만 그 선행사의 통사적， 담화적 제약은 다소 느슨한 것 

이 사실이다. 앞으로 본론에서 논의되겠지만 고대러시아어의 영대용어는 ‘주 

어성’， ‘화제성’ 그리고 화자의 ‘담화전략’이나 ‘담화의도’를 고려하지 않고는 제 

대로 규명할 수 없는 지시적 선택이라 할 수 있고 지시적 선택은 결국 발화 

사건의 참여자인 화자가 정자의 의식， 인지 상태를 고려하여 자신의 담화목적 

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화자’에 대한， 그리고 그의 담화전 

략에 대한 정보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용어의 선택에는 언어의 

‘지 시 적 기 능(referentia1 function)’뿐 아니 라 ‘지 표적 기 능Gndexical function) ’ 

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략 18세기 중반까지 러시아어에서는 대명사주어를 생략하는 현상이 보편 

적이었다가 대명사 주어를 표시하기 시작한 것은 고대러시아어의 완료 

(Perfect)시제에서 조동사 (연결사 6blHI동사의 현재형) 가 생략되어 주어의 인 

칭이라는 정보의 결핍을 상쇄하기 위해 인칭대명사를 필수적으로 표시하면서 

나타난 변화라 규정되어 왔다 (Istrina 1921). 하지만 대명사의 생략에서 사용 

으로의 변화에 대해서는 위와 반대의 의견 즉 대명사의 표시가 조동사를 잉 

여적으로 만들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해 보이 

지 않고 독립적인 연구주제라 할 것이다 (Yokoyama 1980). 

고대러시아어의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영대용어라는 지시적 선택은 아 

직 제대로 연구되어 오지 못한 실정이다. 그 근본적 원인은 전반적으로 고대 

러시아어 담화구조에 대한 연구가 다른 분야에 비해 활발하지 못한 데 기인 

한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주제인 영대용 현상은 고대러시아어의 통사， 담 

화구조에 대한 이해를 위해 불가결한 연구과제이고 나아가 담화 일반에 작용 

하는 제반 문제들， 가령 관점의 문제， 내러티브의 속도， 담화의 응집성 (Cohe

sion) 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으로 필자는 기대한다 우선 본론에서 영 

대용어라는 지시어 (타켓) 및 그것을 통제하는 선행사(통제자)가 어떤 담화적， 

문법적 조건에 지배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영대용어의 담화기능 및 그 분포적 

특성을 레지스터 및 장르와 연관시켜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룰 영대용 

어는 주절， 종속절의 관계와 같은 하나의 문장 내에서 포함이나 내포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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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경우， 즉 종속접속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7) 대등하게 연결된 절이 

나 문장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영대용어의 선택이다，8) 물론 고대러시아어 문헌 

의 원본에서는 현대러시아어와 달리 형식적인 구두점의 부재와 바로 이 영대 

용어의 존재로 인해 동사구의 접속과 절， 문장의 접속에 대한 구분이 항상 가 

능한 것은 아니지만， 필자는 선택한 코퍼스의 편집자의 의도와 담화맥락을 참 

고하여 연구대상이 되는 영대용어의 범위를 정하였다 9) 

2. 본론 

2. 1. 타갯(Target) 

7) 뒤에서 논의되듯이 이 문제 역시 등위적 관계에서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는 종속접속사로 절이 이끌어지는 경우， 즉 종속절-주절의 관계 

에서의 영대용어는 제외되고 (가령 erna, na, na5b1, ~KO ， '1T。등의 접속사가 이끄는 

종속절)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의 등위 관계에서의 작용하는 영대용어만이 포함될 

것이다 다만， 고대러시아어에서는 동사의 한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 

은 경우가 많으므로 단어미 형태의 능동형 분사 (부동사)를 일반 동사처럼 취급하 

여 고려 대상에 포함시켰다 

8) 고대러시아어 텍스트에서의 등위접속사는 매우 그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특히 접속 
어 ”는 동일한 위상의 결합체 (syntagme)를 연결시키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자주 

쓰이므로 그 존재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접속사의 유무는 크게 상관 

없이 주절-종속절의 관계만 제외하고 나타나는 모든 영대용어가 우리의 관심사이 

다. 

9) 코퍼스로는 17세기 내러티브 텍스트 가운데 소섣과 성자전 장르가 선택되었고 레지 
스터 역시 교회슬라브어체 뿐 아니라 구어적 러시아어의 텍스트도 포함되었으며， 

교회슬라브어체에는 다소 수사적이고 난해한 교회슬라브어 텍스트 뿐 아니라 서숨 

적이고 평이한 교회슬라브어체에 구어적 요소가 현저한 텍스트가 모두 포함되었 

다. 다음과 같은 10 개의 텍스트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nOseCTb 0 50~pblHe Mopo-

30so l\> (5M) , <nOSeCTb 0 :l<HT뻐 BapnaaMa KepeTCKOrO> (BK) , <*HTHe Enea3apa AH-

3epCKoro , HanHCaHHOe HM CaMHM> (EA) , <nOsecTb 05 Ynb~HI깨 OCOpbHHOI\> (YO) , <no

seCTb 0 Kapne CTyJ10se> (KC) , <nOsecTb 0 Casse rpynl뻐He> (Cr), <nOsecTb 0 φpone 

CK05eese> (φC) ， <nOsecTb 0 5narO 'leCTHSOM uape MμxaHne> (M) , <nOseCTb 0 Kynue , 

KynHsweM MëpTsoe Teno H CTasweM uapeM> (KM), <CKa3aHHe 0 npese 3naTOM H 3na

TOM nonyrae>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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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러시아어의 영대용어 타켓은 자신이 속한 절이나 문장에서 문법적 주 

격주어의 대용이며 주격 이외의 격을 필요로 하는 다른 문법기능의 대용이 

되는 법은 없다 주격 이외의 격이 쓰일 경우 똑같은 담화상의 조건이라 할지 

라도 영대용어는 선택되지 않는다. 가령 현대러시아 구어체에서는 위의 (3) , 

(4)와 같은 경우가 가능한 반면 고대러시아어에서는 주격이외의 격이 영대용 

어로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자에서는 화제의 연속성 혹은 관점의 일관 

성이 타켓의 문법적 위상보다 더 본질적인 반면 (Nichols 1985) , 후자의 경우 

타켓의 문법적 위상이 바뀌면 선행사가 동일하더라도 영대용어는 선택되지 

않는다- 다음 예를 보라， 

(5) OHa :l<e nOMOJlHC 5I 60ry, H npe'!HCTO꺼 60ropOllHllbl, H CB5I TOMy HHKOJle 

'!YllOTBOPUY. 11 51BHC 5I eA CB5ITb때 H싸<OJla ， llep:l<a KHHry BeJl씨<y ， H pa3rHa 6ecμ， 

51KO llWM 60 Hc'!e30wa‘ (YO) 

‘그녀는 하느님과 지순한 성모마리아， 그리고 이적을 행하는 성자 니콜라 

이에게 빌었다. 그러자 성자 니콜라이가 나타나 위대한 책(복음서)을 들고 

마귀들을 내쫓았고 그 마귀들은 사라졌다，‘ 

(6) 5WCTb B Uaperpalle uapb MHXaHJl 6Jlaro'!eCTHBb H 60r0605l 3JlHBb. BeJlMH 

ø (OH) 6μJlb K 60ry nOllBH:I<eHb. 0 (OH) CB5ITa51 CB5I TblX C03HllaJlb , COCYllbl 

3JlaTble H cepe6peHble BO uepKBH nOCTaBJl5lJl, uepKBH npeCBeweHHble B0311BH3aJlb 

H MOHaCTblpH CTpOHJl H rpallW 3H:I<llaJlb. 11 6blCTb Y Hero llpeBO 3JlaTOe, H BeT

BH Y Toro llpeBa 3JlaTble H cepe6peHμe. (ll3) 

‘싸르그라드에 신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미하일이란 황제가 있었다 그는 

신을 향해 열심히 정진했다. 성자들을 (동상을) 세웠고 금은으로 된 제가들 

을 교회에 두었고 지극히 신성한 교회들을 건설했고 수도원들을 세우고 도 

시들을 건설했다 그에게는 황금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의 가지들은 금은 

으로 되어 있었다.’ 

(7) 5WCTb BO Uaperpalle uapb 싸xa“Jl， 6Jlaro'!eCTHBb H CJlaBeHb 3eJlO BO 

Bcex CTpaHax. 11 po뻐C 5I Y Hero KOHb BeJl~‘H '!YlleHb H rp03eHb. (M) 

‘싸르그라드에는 미하일이란 황제가 있었는데 그는 신을 공경하고 온 나 

라에서 칭송 받았다 그에게서 매우 불가사의하고 무서운 말이 태어났다’ 

위 예문들에서 담화화제가 연속적임에도 불구하고 문법적 위상의 변화로 인 

해 영대용어가 아닌 eìí 혹은 y Hero로 나타난 점에 주목해 볼 펼요가 있다 

따라서 고대러시아어의 영대용어의 선택에는 타켓이 화제라는 담화상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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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주격주어라는 ‘현저한’ 문법적 위상이 더 필수적이다. 다시 말해， 영대용 

어 타켓은 화제의 충분조건이지 필요조건은 아니다. 타켓이 반드시 주어라는 

문법적 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그것이 담화맥락에서의 정보적 복구가능성 

(recoverability)에 의존한 담화적 생략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영대용 

어는 그것이 속한 문장에서 항상 유일하게 나타나고 또 그것은 항상 문법적 

주어이다 주격주어를 가질 수 없는 절대여격구문은 따라서 영대용어를 원천 

적으로 봉쇄하는 통사적 환경이 설정됨을 의미한다. 실제로 필자가 살펴본 텍 

스트에는 절대여격구문의 여격주어가 선행문의 주어나 화제와 동일한 지시의 

미를 갖는다 하더라도 영대용어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다음 예를 

보라. 

(8) Uapb *e y3peBb eíO (CaBBY). H ø (CaBBa) eíJla Ha'la neTH 60*eCTBeH

HylO J1HTOpíHIO, a CaBBe J1elCa.y cpeJlH uepKBH Ha KOBpe , H BHJleBb CaBBa 

np뻐eJllliy *eHY, B 6eJlwx pH3ax OJle~HHy ， BC~KHMH J1enOTaMH CH짜Oll(y ， ø (*eHa) 

í JlaíOJla eMy: << )) (cr) 

‘황제가 그를 보았다 그는 성당 한 가운데 양탄자 위에 누운 채 찬송하기 

시작했고 흰옷을 입고 온통 아름다움으로 찬란히 빛나는 여자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자가 말하길 <>’ 

위의 예문에서 선행절의 영대용어와 같은 주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절대여 

격구문의 구조가 주격주어를 허용하지 않기에 영대용어가 아닌 고유명사가 

등장한다 10) 

여기서 주격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 주격은 Chvany (1 997)가 말한 

대로 ‘행위주(Agent)’라는 자질과 가장 긴밀히 연관되는데， 행위주는 다른 모 

두 의미역할에 우선하여 주어의 위상을 할당받고 또 격이나 문법기능이 강등 

된다 하더라도 통제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는다 11) Chvany는 행위주의 

의미는 주격의 원형적 의미로서 행위주라는 의미역할에 주격이 가장 무표적 

인 격할당일 뿐 아니라 행위주 외의 다른 의미역할이 주격을 할당받았을 때 

10) 이 예문에서의 영대용어의 선행사는 ‘보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로서 이것에 대한 논 

의는 아래 2.2 통제자 부분을 참조하라 

11) 가령 KHHía 6wJla KynJleHa MHO꺼 JlJl꺼 ce6~라는 문장에서 ce6~는 MHO꺼에 의해， 즉 조 

격 부가어로 나타난 행위주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은 행위주의 특별한 위상을 시사 

해 준다 (Klenin 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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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되는 부과된 행위주적 의미에도 주목하고 있다 Obid). 다시 말해， 그녀는 

행위주라는 의미역할이 주격주어라는 구조적 위상에 ‘연상적으로’ 부과되는 

측면이 있음에 주목한다 12) 영대용어가 주격 대용이란 점은 행위주성(자발성， 

책임성， 의지성， 능동성과 같은 의미의 총합체로서) 및 높은 타동성의 13) 가장 

자연스러운 언어적 표현을 의도적으로 약화， 억압， 은폐시키는 담화상의 기제 

로 이 영대용어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암시한다. 앞으로 논의되겠지만 

높은 타동성， 행위주성이 나타난 선행절의 목적어가 후행절에서 영대용어를 

통제하는 경우， 이는 선행절의 높은 행위주성이나 타동성을 유지시키고 후행 

절을 종속시키는 담화기능을 갖는다 (아래 참조).14) 

12) 지시적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이는 다음의 두 문장의 의미적 차이는 주어의 
격 선택에서도 보여진다. 

a) Jì xOlly nHTb 

b) MHe XOlleTC~ nHTb 

전자는그 목마름의 욕구에 대한 책임이 화자에 있음이 강조된 것인데 반해 (Ja
kobson이 말한 대로 “1 am guilty of this desire") , 후자는 의지성( volitionality) 이 

나 책임 없는 화자의 수동적 경험이 강조된다 (“The desire comes upon me, 1 
can' t help it") 격 형태에 따른 고유한 의미가 있다는 구조주의적 지향을 거부한 

다 하더라도 여기서 주격에 행위주성， 능동성， 책임성， 의지성의 의미가 부과되는 

측면을 부인하기 힘들다 다음 두 문장의 차이 역시 실재적 외연에 있는 것이 아 

니라 격에서 파생되는 의도성 자발성에 있음이 분명하다， 

a) Cama He ÕWA B MOCKBe. 

b) CamH B MOCKBe He ÕWAO. 

전자는 ‘사샤는 모스크바에 가지 않았다’란 해석이 적합한데， 주격이 자발성， 의지 

성의 의미를 부여하여 ‘행위주성’이 강조되면서 사샤라는 화제/주어가 전경화되는 

데 반해， 후자에서는 생격이 이런 의미를 배경화시키고 대신 ‘모스크바에 없었다’ 

란 사실 자체가 강조된다 (Chvany 1997) 이같은 강조점의 차이는 위에서 보듯이 
어순의 차이에도 반영된다. 

13) 본 논문에서의 타동성은 문장이 갖는 총체적 자질로서 정도성을 가지며 동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라 (Hopper & Thompson 1980) 

14) 홍미로운 점은 행위주 이외의 다른 의미역할이 주격을 할당받았을 때 행위주성이 

부과되는 측면과 대조적으로 주격이 다른 격들이 화제화(Topicalization)나 좌측전 

위 (Left-Dislocation)될 때 할당받는 중화(neutralization)격이란 점이다 (Chv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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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대용어 타켓은 항상 주격 주어의 대용이고 이 주어는 서술어 앞에서 화 

제의 위상을 가진다.15) 즉， 영대용어는 그것이 속한 절이나 문장에서 주로 문 

두의 위치를 차지하며 테마성 (aboutness)을 갖고 또 알려진 정보이기에 화제 

에 대한 고전적， 전통적 정의들을 만족시킨다. 따라서 영대용어는 주어이자 

화제로서 가장 현저한 문법적， 담화적 위상을 동시에 차지한다. ‘보이지 않는’ 

타켓의 주어 겸 화제의 위상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을 것이나 문제는 고대 

러시아어에서는 이 두 가장 중요한 문법， 담화적 기능이 언어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이것이 항상 ‘명시적인’ (대)명사 주어나 화제와 대럽되는 구조 속에 나 

타난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영대용어라는 표현 자체가 약화된 혹은 은폐 

된 주어성이나 화제성과 연관될 가능성을 암시한다고 하겠다. 

가장 일관성 있는 화제가 잉여적인 언어표현으로 나타날 필요가 없어 영대 

용어가 선택된다는 화제성(선행발화에서의 일관성)에 따른 코드화 이론(가령 

Givón 1983) , 혹은 기억이나 주의 (attention)집중과 연관된 인지적 상태 혹은 

정보적 위상이 가장 현저할 때 현대러시아어에서는 영대용어로 나타날 수 있 

다는 정보적 위상과 코드의 관계 (Gundel ， Hedberg , Zacharski(993)) 등은 정 

보적 위상， 화제성， 혹은 인지적 상태와 지시적 표현 사이의 관계를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설명해 준다. 즉， 이런 이론들은 경제성에 입각한 의사소통의 기 

본 원칙에 부합되는 이론임에 분명하고 또 고대러시아어의 영대용어의 특성 

에도 어느 정도 부합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간과하는 점은 어떤 언어요소 

의 형태나 표현 자체가 가질 수 있는 의미적， 담화적 기능이다. 발화자는 기 

계적으로 자신이 지시체에 대해 갖는 인지 상태나 정보위상， 화제성을 언어적 

코드로 전환하는 ‘전략적 마인드’가 없는 그리고 전적으로 ‘자아중심적인’ 인 

1997) 가령 ~ n~6n~ Mamy/*Mama 그러나 Mama/Mamy ~ eë n~6n~ 가 가능하다 이처럼 

주격의 행위주성 부과의 측면이 의미기능의 본유성이나 내재성을， 중화 혹은 정보 

상실은 주격의 무표성을 시사한다고 볼 때 이 두 가지는 피상적으로 모순되어 보 

인다 그러나 이 중화 현상은 주격 자체의 기능이라기보다는 화제의 위치(문두)와 

연관되어 갖는 기능이다 (ibid.) 화제는 청자가 정보를 소화해 가는 과정에서 부담 
량이 가장 작아야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되므로 이를 위해 주격이라는 문법적 기능 

이 가장 모호한 격을 통해 (주격은 명명 (naming)이나 인용(citation)의 일차적 기능 

을 가지므로) 청자의 정보파악 부담량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15) 영대용어가 서술어 앞에 위치한다고 보는 이유는 러시아어어의 중립적 어순의 존 
재와 그것이 주어 서숨어의 순서라는 가정에 기초한다 더욱이 주어가 알려진 정 

보나 화제인 경우 서술어 앞에 위치하는 것이 무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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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언어요소와 담화방향을 선택하고 청자를 자신의 담 

화의도나 목적에 맞게 이끌 수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참여자이자 담화의 

계획자인 것이다. 따라서 영대용어로 표시된 화제는 경제적 인간의 기계적 코 

드화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그 형태 자체로 어떤 담화기능을 가져올 수 있는 

언어표현이라 점에 주목해야 한다. 통제자， 즉 선행사에 대한 논의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때로 화자는 (대)명사 주어나 화제를 대신하여 영대용어를 사용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담화의 관점과 속도， 타동성， 행위주성， 그리고 선행담화 

와의 연계성 등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 

영대용어와 더불어 가장 흔한 화제 표지 방법의 하나는 명사나 대명사인데 

이들은 주로 알려진 정보로서 직전의 선행 발화에서부터 ‘전환된 화제’를 나 

타내는데 이같은 지시어 선택은 교회슬라브어 레지스터에서 종종 강조 소사 

(Paπicle)이자 화제표지 (Topic Marker) 'd )((e를 통반한다. 명사나 대명사 대용 

어는 영대용어와 비교해 주어나 화제의 담화기능을 명시적으로 가질 수 있기 

에 이 두 지시적 선택은 결코 동일시 될 수 없다 여기서 영대용어와 계열적 

비교관계에 있는 대명사 주어나 화제의 ‘가치 (Value)'를 고려하는 것은 전자의 

의미를 규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대병사 주어나 화제의 가치는 현대와 고대러 

시아어에서 필연적으로 다르다. 우선， 고대러시아어의 원거리를 가리키는 직 

시 적 (Deictic) 대 명 사(‘the one over there') OHb이 현 대 러 시 아어 의 인 칭 대 명 사 

(주격)의 기원이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6) 직시적 대명사가 발화사건과 

서술사건(Jakobson 1971)의 존재적 연결을 주문하는 지표적 Ondexical) 기호임 

에 주목할 때， 고대러시아어의 인칭대명사는 전환된 화제나 주어， 전환된 관 

점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는 발화자의 ‘주문’이 들어간 전환사(Shifter)적 뿌리 

를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Klenin 1978). 현대표준러시아어에 대해 Kresin 

(998)이 제시한 직시적 대명사 출신의 TOT의 대용어적 사용이 고대러시아어 

의 대명사 주어나 화제의 기능과 놀랍게도 닮았다는 점은 이같은 가정을 뒷 

받침한다 17) 고대러시아어의 인칭대명사는 현대러시아어의 그것과 비교해 대 

16) 본래의 인칭대명사의 주격 *J ’ (M)은 관계대명사 주격 M:I<e이외에는 발견되지 않고 

지시대명사(demonstrative pronoun)~ OH이 그것을 대치해왔다. 

17) Kresin (998)이 제시한 현대표준러시아어에서의 직시적 대명사 출신의 TOT의 대 

용어적 사용은 고대러시아어의 대명사 주어나 화제의 기능과 놀랍게도 닮았다 가 

령 K K얀Te nO ,'lomëJl nOBap H TOT nOCMOTpeJl Ha pblÕy 란 문 장에 서 의 TOT는 고 대 러 
시아어의 경우 인칭대명사 OH의 용법과 정확히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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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적 성격과 더불어 지표적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었을 것이고 이는 전환된 

화제가 지속적인 화제에 비해 좀 더 담화상 주의나 주목을 요구하는 화제이 

기에 이것에 대한 언어적 표현으로서 합당하게 보여진다. 이는 현대러시아어 

의 강세를 통반한 인칭대명사나 지시 (demonstrative) t:i1명사의 기능과 동일시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고대러시아어의 영대용어야말로 현대러시아어의 일반적 

인칭대명사와 동등한 기능을 갖는， 가장 ‘무표적’인 대용어라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영대용어는 동사의 한정성에 관계없이 선형적'(l Oinear) 담화의 순행적 (pro

gressive) 진행에서의 주어나 화제의 전환 여부에 종속될 뿐， 문장 단위의 위 

계적 관계와 상관없다. 이는 현대러시아에서는 주절의 주어가 종속절(분사절) 

의 주어를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통제하고 선행사의 타켓에 대한 역행적 지 

배에 의한 생략이 가능한 반면 고대러시아어의 경우 문장의 문법적 위계구조 

에 따른 통제에 의한 생략이 아니라 담화의 순행적 진행에서의 주어나 화제 

의 연속성 여부가 동사의 한정성과 상관없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 (Yoko 

yama 1980). 

9) YBenaB *e Ba*eHb BTOp뼈， 1I1<0 HC Ka3aHH φ。Mμ rpyn~hlHa ChlH BO rpane 

OÕpeTaeTClI, H ø (Ba*eHb BTOP뻐) nOM“C깨 Bb ceõe (( >> H CH lI ø (Ba*eHb 

BTOpblii) nOMbIC J1HBb, ø (Ba*eHb BTOp뻐) yCMOTpll He l<Orna Toro CaBBy nyTeMb 

Hnyma , ø (Ba*eHb BTOphlii) npH3BaB *e ero K ceõe H ø (Ba*eHb BTOpblii) Ha'-!a 

eMy r J1 arO J1aTH (( ... >> (cr) 

‘바젠 브토리이는 까잔으로부터 포마 그루드씬의 아들이 그 도시에 나타 

났다는 것을 알고는 속으로 생각했다 < ... > 이런 생각을 한 다음 언젠가 그 
사바가 길을 따라 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릎 불러 말하기 시작했다 <…>’

위 예문에서 영대용어로 표시된 주어 겸 화제는 모두 선행 발화의 주어나 화 

제를 지시하고 이들은 동사의 한정성 여부나 절의 종속성 여부에 관계없이 

순행적으로 선행사에 의해 통제되는 양상을 띠기에 현대표준러시아어에서와 

같이 주절이 종속절을 지배하여 영대용어가 사용되는 경향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Yokoyama 1980). 이처럼 고대러시아어 담화구조의 큰 특성 

은 절과 절의 등위성， 연쇄성， 선형성 Oinearity)이라 할 것이고 영대용어의 통 

제에는 절의 통사적 위상보다는 배열의 선후관계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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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고대러시아어의 영대용어라는 타갯 자체가 갖는 문법적， 담화적 특성 

을 살펴보았다. 영대용어는 자신의 속한 문장이나 절의 주어 대용이고 화제의 

역할을 하는데 언어적 표현의 억압으로 인해 주어나 화제의 주요 의미， 담화 

기능인 행위주성이나 관점의 전환을 억압할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이 제로 표 

지는 대명사나 명사 주어와 비교해 볼 때， 후자의 직시적 성격이 갖는 강조， 

대조적 의미가 없이 순수한 대용어적 기능을 갖는다. 또한 절의 문법적 위상 

(종속성)에 관계없이 선행 발화와의 연결에서 순행적 차원에서의 통제자의 존 

재나 그 연속성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된다 

2.2. 통 제 자(Controller) 

통제자의 조건으로 논의를 옮겨가 영대용어의 선행사를 살펴보면 매우 복 

잡한 양상이 발견된다. 우선 선행하는 절이나 문장의 (대)명사 주어나 화제가 

선행사로 작용할 경우， 다시 말해， 선행절(문)에 있는 통제자가 후행절(문)의 

영대용어를 통제하는 경우가 무표적이다 (앞서의 예문 (1)을 참조하라) 원칙 

적으로는 화제나 주어가 일관성 있게 전개되고 다른 등장인물이 끼어 들지 

않는 경우에 통제자와 타켓 사이에 놓인 절이나 문장의 수 혹은 동사의 수량 

은 중요하지 않다. 다시 말해 경쟁적 화제나 화제후보가 없을 경우， 한번 소 

개된 화제는 견고한 선행사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하지만 내러티브 담화에서 

대부분의 경우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 그들끼리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플롯 

이 복잡해지는 것이 보통이므로 하나의 등장인물이 담화의 매순간마다 주인 

공이 되어 지속적으로 담화가 이어져 나가는 것은 설제로 불가능하다. 가장 

거시적인 텍스트 차원에서는 그 텍스트의 주인공이 중심적 인물로서 영구적 

화제이지만， 그보다 작게는 에피소드 차원， 그리고 더 작게는 문장과 문장， 절 

과 절이 연결되는 국부적 담화차원에서는 불가피하게 선행화제와 새로 등장 

하는 인물들， 즉 후행 발화의 화제후보 들간에 경쟁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상 

황에서 영대용어가 항상 직전의 선행 발화의 화제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은 

18) 고대러시아어어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은 연쇄사슬(chain -linking)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Morozova 1983, Pennington 1980) 여기에는 한정적， 비한정적 동사 

의 구분이 모호한 것 뿐 아니라 접속사 ”가 큰 역할을 한다 이 접속사는 현대러 

시아어와 달리 고대러시아어에서는 등위구， 절， 문장을 연결하는 것 뿐 아니라 별 

다른 동기부여 없이 여백을 채우는 역할(Filler)을 하는 것으로 보여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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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점이 문제이다. 인접하여 선행하는 발화의 화제 혹은 선행 발화의 

연속된 화제에 의한 영대용어 통제에 예외가 되는 경우를 보면 매우 다양하 

게 나타난다. 우선， 거시적 담화차원의 화제， 즉 에피소드 화제나 전체 텍스트 

의 화제(주인공)와 같은 등장인물이 절이나 문장의 화제인 국부적 담화차원의 

선행 화제에 우선하여 영대용어의 선행사로 작용하논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10) HeHaSHlIJl A :l<e Sparb 1I06pa Tw.aWeC Jl cnoHy eA COTSOpHTH; 0 I (spar) 

4aCThl 6paHH S0311SH3aWe Sb lIeTeXb H pa6exb. OHa (YnbJlHHJl) :l<e SC Jl, CMhlcneH

HO H pa3yMHo pa3cy:l<lIaJl, CMHpJlWe. Bpan :l<e HaycTH pa6a HXb: H 02 (spar) 

y6H CblHa HXb CTapeAwaro. nOTOM H lIpyraro CblHa 03 (spar) y6H Ha cny:l<6e. 

BbMane aw.e H 0 4 (oHa) oCKop6HCJl, HO 0 lIywaxb HXb, a He 0 cMepTH ‘ HO 05 

(OHa) n04TH HXb neHHeMb, H MonHTsolO, H MHnOCT빼HelO. nOTOMb 06 (oHa) MonH 

My:l<a, lIa oTnycTHb 10 S MOHaCT찌Pb. (YO) 

‘증오하는 자， 선(善)의 적은 그녀에게 역경을 주고자 했다. 자주 아이들과 

종들 사이에서 싸움을 일으켰지만 울리야니야는 조리 있고 영리하게 판단하 

여 그들을 화해시켰다 적은 그들의 종을 교사하여 그 맏아들을 죽였다 그 

런 다음 나머지 아들도 군대에서 죽였다 그녀가 행여 슬퍼했다면 그것은 그 

들의 영혼에 관한 것이었지 죽음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대신 찬송， 기도， 자 

선으로써 그들을 넋을 기렸다 그런 다음 남편에게 자신을 수도원으로 가게 

해 달라고 간정했다’ 

11) B TO BpeM꺼 6ec 4Hcna HI’W.HXb 6e. Cocelll’ :l<e eJl rnaronaxy HH띠HM: ((니T。 

pallH B Ynb꺼HHH 1l0M xOllHTe? OHa 60 H caMa rnallOMb H3MHpaeTb I>> OHH :l<e no 

Bellawa 11Mb‘ <<MHorH CeJla OÕXOIlHMb H 4HCTb XJleÕb B3eMJleM, a TaKO B CJlaIlO

CTb He JlllOXOMb, Jl KO CnallOKb Xne6b SlIOBbI Ce Jl>>. MH03H 60 HMeHH eJl He Be

llaxy. CocellH :l<e, H3006HnHH xne60Mb, nocblnaxy B 1I0Mb e꺼 npOCHTH xne6a, 

HCKywalO띠e 10, 있<0 BeJlMH xJle6 eJl CJlallOKb. H 0 I (=coce따) lIHBJl CJl, r Jlaronaxy 

K ce6e: <<rOpa3띠 pa6b1 eJl ne4b xne60Bb ’>> A 02 (=cocellH) He pa3yMelOw.e, 

JlKO M。깨TBOIO cnallOKb xne6b. 0 3 (=oHa) nOTepne :l<e B T。까 HHw.eTe lIBa neTa, 

He one4anHCJl, HH4eMy TOMY 04 (=oHa) He noponTa H He corpewH HH BO YCT

Hax CBOHX H 05 (=oHa) He llaCTb 6e3yM“Jl 60ry; H 06 (=oHa) He H3HeMO:l<e 

HHw.eTOIO HO na4e nepBhlx JleTb Becena 6e. (YO) 

‘그 당시 빈민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녀의 이웃들은 빈민들에게 

말했다 〈무엇 때문에 울리야니야의 집으로 구걸하러 다니시오? 그녀 자신 

도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지 않소?> 그들은 말하길 〈많은 동네들을 돌아 

다니고 빵을 먹어 보았으나 이 과부의 빵만큼 단 것을 먹어보칠 못했소>. 

많은 이들이 그녀의 이름을 몰랐기 때문이다. 빵이 풍부한 이웃들도 그녀의 

빵이 맛있었기에 그녀를 떠보려 그녀의 집으로 빵을 구하랴 사람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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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놀라워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다음과 감이 말했다 <그녀의 종들은 빵 

을 잘 굽는구나〉 그들은 기도로써 빵이 달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두 

해 동안 그녀는 가난 속에서 인내했고 슬퍼하거나 입으로 불평하거나 죄짓 

지 않았으며 하느님께 죄짓지 않았다 가난으로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처음 

보다 더 즐거워했다’ 

예문 (1이은 다소 복잡한 구조를 갖는데， 우선 01, 02, 03는 직 전 문장의 주 

어이자 화제인 ‘적’(증오하는 자 = 사탄)에 의해 통제된다는 점에서 가장 보편 
적인 영대용어 통제구조를 갖는다. 이와 비교하여 04, 05, 06는 그 선행사 

가 거시적인 담화화제인 ‘그녀’(울리야니야)이다. 이 선행사는 에피소드 화제 

이자 전체 텍스트의 화제로서， 선행 화제인 ‘적’에 우선하여 영대용어를 통제 

한다 이와 비슷하게 예문 (11)에서도 03부터 06까지 거시적 담화화제인 주 

인공 울리야니야가 선행사인데， 이 때 중간에 끼어 든 화제， 즉 이웃들과 빈 

민들에 대한 긴 서술 이후에 바로 영대용어를 통제한다. 이로써 보다 다양한 

담화 차원에서 통제자가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인접한 혹은 선행 문 

장의 주어나 화제가 통제자로 작용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보다 거시적 차원 

의 에피소드 혹은 담화화제가 인접한 선행 화제를 누르고 영대용어의 통제자 

로 작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비슷한 다른 예틀을 살펴보자. 

(12) 5paT :l<e r Jle60B, 50pl1 c f1BaHoBI1'1b MOP030B, BeJlMI1 JlI06mlwe CHOXy CBOIO 

llyXOBHOIO Jl1060BI1IO, C에0 φeOIlOC I1 IO. Erlla y60 npl1XO:l<llaWe K HeMy B 1l0Mb, Torlla 

OHb caMb cpeTawe 10 JlI06e3He 11 r JlaroJla띠 e: <<npl1l1lll1, IlPyrb Moil 1]yX0BHOi’, nOHllH, 

pallOCTb MOll IlY띠 eBHall!>> f1 01 (MoP030B + φeOIlOC l1l1) cellll뻐 Ha MHor 4ac , 

6ecelloBaxy llyXOBHblll CJlOBeca. f1 02 (MOp030B) npOBO:l<1la101Il11 10, r JlaroJlawe: 

<<llHecb HaCJlalll1XClI na4e Mella 11 COTa CJlOBeCb TBOI1X llywenoJle3Hblxb>>. f1 03 

(I/l eollocf쩌) MaJla JleTa nO:l<HB, OCTa BIlOBOIO, HMYIllH C c06010 CHpOTOIO CblHa CBoero 

f1BaHHa. (5M) 

‘글랩의 형제인 보리스 이바노비치 모로조프는 자신의 며느리를 영적으로 

사랑했다. 페오도시야가 그의 집에 가면 그는 몸소 그녀를 친절히 마중하여 

말하였다.<오너라， 내 영적 친구， 내 영적 기쁨이여>. 그리고 나서 둘은 장 

시간 앉아 영적 대화를 나누었다 모로조프가 그녀를 배웅하면서 말하였다 

<오늘 영적으로 유익한 네 말을 꿀보다 더 달게 즐겼구나>. 그리고 나서 페 

오도시야는 몇 해를 더 살고 과부가 되었는데 이제 고아가 된 아들 이반을 

두었다’ 



고대러시아어 택스트에서 지시적 선택으로서의 영대용 253 

위에서 01의 선행사는 인접한 선행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로서 보리스 이바 

노비치 모로조프와 페오도시야(모로조바)의 결합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둘은 

모두 알려진 등장인물로서 서로 다른 범위에서 화제로 작용하는데， 모로조프 

가 에피소드 단위의 화제에 속한다면 페오도시야(모로조바)는 에피소드 및 전 

처l 텍스트에서 화제로 작용한다 여기서 통제자는 두 개 이상의 선행 발화의 

화제가 결합하는 양상도 가능함을 알 수 있다 02의 선행사는 에피소드 단위 

화제인 모로조프이고， 03의 선행사는 전체 담화의 화제이자 주인공인 페오도 

시야라 할 것이다. 이같이 다양한 차원의 담화에서 나타나는 화제가 모두 통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거시적 담화화제는 국부적 화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장기적 기억 Oong-term memory)'속에 저 

장된 현저한 화제로서 때로 선행 화제에 우선하여 영대용어를 통제할 수 있 

는 것이다. 

인접한 선행 발화에서 화제나 거시적 담화화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영대용어 통제자 중 하나는 바로 존재문 혹은 제시문에 나타나는 그 

존재가 단언되는 평언이다. 존재문에서 새롭게 출현， 그 존재가 단언되는 등 

장인물은 거의 항상 후행하는 절이나 문장에 포함된 영대용어의 선행사가 된 

다 19) 

13)(=6) 5hlCTb B Uaperpaae uap MHxaHn 5naro앤CTHBb H 50r050~3nHBb_ BenMH 

01 (MHxaHn) 5hlnb K 50ry nOaBH:I<eHb: 02 (MHxaHn) CB~Ta~ CB~TblX C03Haanb, 

cocyabl 3naTble H cepe5peHble BO l1epKBH nOCTaBn꺼 n ， l1epKBH npeCBe띠eHHble 

B03aBH3anb H MOHaCTblpH cTpoHn, H rpaabl 3H:I<aanb. (n3) 

‘싸르그라드에 신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미하일이란 황제가 있었다 그는 

신윤 향해 열심히 정진했다. 성자들을 (동상을) 세웠고 금은으로 된 제기들 

을 교회에 두었고 지극히 신성한 교회들을 건설했고 수도원들을 세우고 도 

시들을 건설했다 

14) Bo aHH 5narOBepHaro uap~ H BenHKaro KH~3a 1• BaHa BaCHnbeBH~a Bcea 

Pyc\깨 OT ero l1apCKaro aBopa 5e My:l<b 5naroBepeH H HHll\en105HBb, HM~HeM 

19) 예외가 되는 예문은 코퍼스에서 단 하나가 발견되었다 이는 〈사바 구르드씬 이야 

기〉에 나오는 것으로 이 텍스트의 영대용어의 특성에 대해서는 본론의 2.3을 참조 

하라 

5blCTb :l<e BO rpaae TOMb HeKTO Bpa~b ~apOBaHHeMb CBOHMb cKa3y꺼， KOMy KaKa~ 

CKop5b npHJly~HTC~ ， OH :l<e 3HaeTb, KOMy :l<HTH HJlH KOMy yMpeTκ(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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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CTHHb ， nOpeKJJOMy HelllOpeBb, CaHOM KJJI04HHK , 0 (MYll<) HMeJl lI<eHy TaKoBy lI<e 

60roJJI0 6HBy H HH띠eJJI0 6HBY ， HMeHeM CTeφaHHIlY ， rpHropbeBY 11띠epb lIYKHHa , OT 

rpalla MypoMa. (yo) 

‘경건한 황제이면서 전 러시아의 대공인 이반 바실리예비치 시절에 경컨 

하고 가난을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유스틴이고 네듀레 

프라고 불리는 창고관리인이었고 그는 아내 역시 신앙심 깊고 가난을 사랑 

하는 이를 두었는데 그 이름은 스테파니다 그리고리예브나로 루킨의 딸이고 

무롬지방 출신이었다.’ 

15) nO MH03e lI<e BpeMeHH 6JJar04eCTHBhlA uapb MHXaHJJb npeCTaBHCJI OT 

uapCTBHJI CBoero H Ha eBO MeCTO BO Uaperpalle CJllle Ha UapCTBO uapb lIeB 

Tacap. 11 0 (uapb) 6blCTb nblOlUb BeJJM“, BCIO UapCKylO Ka3Hy 0 (uapb) npOnHJJ 

uaperpallcKy에 11 KHJl 3eA H 60Jlp MHoro Ka3Hhl 0 (uapb) B3 J1JJ, Bce TO 0 (uapb) 

npOnHJJ. (fl3) 

‘긴 시간이 흐른 후 경건한 황제 미하일은 황제자리에서 물러났고 그 대 

신 싸르그라드에는 례브타사르라는 황제가 즉위했다 그는 숨을 많이 마셨고 

그 싸프그라드의 황제의 돈을 모두 숨로 탕진했다 또한 공후들과 귀족들의 

돈을 가져가 모두 술로 탕진해버렸다.’ 

16) npenoll06HblA OTeUb BapJJaaMb B JJeTa 6e uapJl H BeJJHKarO KHJl 3J1 110aHHa 

BaCHJJbeBH4a BCe Jl POCC싸i caMOllepll<ua.20l POll<lleHHe H BOCnHTaHHe 0 (BapJJaaMb) 

HMe B KepeUKoA BOJJOCTH, Ha Mope OKe JlHe. 0 (BapJJaaMb) Hay뱉H lI<e 6μCTb 

KHHraM H 0 (BapJJaaMb) 60ll<싸，lb CYIlOMb nOCTaBJJeHb 마ICTb npe3BHTepOM B KOJJ 

CKOMb rpalle B uepKBH HHKOJJbl 니IOIl0TBopua H TaMO 0 (BapJJaaMb) npe6b1Ballle 

1l06pe nOllBH3aJl CJI Ha HeBHIlHMaro Bpara K03HH H JJIOIlH 3aKoHy ÕOll<H애 꺼 KO HC 

THHHblA naCTblpb nOy4a띠e ， H 0 (BapJJaaMb) 6blCTb xOllaTaA 60ry H 4eJJOBeKOM. (BK) 

‘성자다운 신부인 바르람은 위대한 공후이자 전 러시아의 잔제군주인 요 

안 바살리예비치 치하에 살았다 바르람은 케레쓰키 지역의 해안지대에서 태 

어나 교육받았고 책들을 배웠고 신의 섭리로 콜스키 도시에서 이적을 행하 

는 성자 니콜라이의 교회에서 장로로 있었는데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항하여 훌륭하게 정진했으며 사람들에게 참된 목자와도 같이 신의 율법을 

가르치고 선과 인간의 중개자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위의 예문들에 나타나는 영대용어의 선행사는 선행 발화의 화제라 볼 수 없 

는 경우다. 텍스트의 도입이나 전환부분을 구성하는 존재문에는 기존의 등장 

인물 화제 혹은 경쟁적 화제가 없고 앞으로의 발화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20) 이 예문은 텍스트의 도입부분인데 비전형적인 존재문의 어순을 취하고 있으나 그 
존재문적 정체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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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인물이 새로 소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후행절이나 문장의 영대용어는 

이 새로운 정보인 평언에 의해 통제되기 쉽다. 이로써 화제 뿐 아니라 새로 

도입된 미래 담화의 ‘화제후보’ 혹은 ’미래의 화제’， ‘평언’조차 영대용어를 

통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영대용어의 선행사가 될 수 있는 담화적 

요건은 화제일 뿐 아니라 평언도 포함된다고 하겠고 이들의 공통분모는 영대 

용어의 출현 이전에 이미 청자의 인지상태에 그 파일이 정럽된 정보라는 점， 

즉 ‘알려 진 정 보’라는 점 이 다. 이 알려 진 정 보는 Prince (981)가 말한 ‘추론가 

능한(inferable) ’ 주어진 정보나 ‘상황적으로 소급된(evoked) 정보’가 아니며 

‘텍스트상에서 소급된 정보’이다. 실상 이 비화제 통제자는 영대용어와 물리적 

으로 가장 가까운 선행절이나 문장의 평언 자리를 차지한다는 점과 존재문에 

서 그 출현이 명시된다는 점에서 단기적 기억 (short-term memory)에서 매우 

현저한 위상을 차지한다 

전형적 존재문은 6bITH, 51BHTHOI 동사나 이와 의미적으로 동등한 존재동사 

가 나타나고 동사-주어의 어순이 나타난다. 이와 의미적으로 유사한 ‘기능적’ 

존재문의 유형으로서 동사 ‘- 에게 가 오다’， ‘ -가 를 보다’가 포함된 문 

장을 들 수 있다. ‘오다’의 경우 오논 주체가， ‘보다’의 경우 목적어가 각각 새 

로 출현하는 인물이 되는데 이들은 후행절이나 문장에서 영대용어를 통제할 

가능성 이 매우 높다 다음 예문을 보라. 

17) Ha ilpyroμ lI<e ileHb B KeJl싸o npHH/.\e KO MHe IlcKycllTeJlb. ø (llcKycIlTeJlb) 

51BJl!l eTOI MHe TeMb lI<e 06pa30M naBJla anOCTOJla, TOKMO B pyKaxb He IlMaTb 

06pa3a. (EA) 

‘다음 날 내 수도방으로 유흑자가 찾아왔다 그는 사도 파벨과 같은 모습 

이었으나 단지 성화가 손에 없었다’ 

18) K EBilOK뻐 lI<e He eilllHO~ npHe**an Il Mllx때JlO AJleKCeeBIl4b, Il ø (MIl

xallJl AJleKCCeBIl4b) y OKHa CTO!l co yMIlJleHlleM r JlarOJlawe: <<YilIlBJl!l eT MeHe 

Bawe CTpailaHlle, eilllHO lI<e CM)뼈eT M!I - He BeM, ame 3a IlCTIlHY TepnIlTe?>> (5M) 

‘예브도키이에게 미하일 알렉세예비치가 여러 번 찾아오곤 했는데 그는 

장가에 서서 자비롭게 말했다 <나는 당선들의 고통에 놀라지만 단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도대체 진리를 위해 고통받는 것인지가 알 수 없소‘〉’ 

19) XOil!lme lI<e OHIl no Topry, y3peB lI<e CaBBa HeKoero CTape꺼wa Hllma Myll<a 

CTO뻐a ， 3eJlO XYilO Oile!lHlle Ha HeMb. 11 ø (MYlI<) 3p뻐e Ha CaBBy BeJl~깨 npHJlell<HO 

Il nJla4yme ropKO.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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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장터틀 따라 걷고 있는데 사바는 어떤 나이든 남루한， 매우 허름 

하게 옷을 입은 남자가 서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사바를 매우 유섬히 쳐다 

보고는 슬피 울고있었다 ’ 

20)(=8) Uapb :l<e y3peBb ero (CaBBY). 11 erLla 0 (CaBBa) Ha4a neTII ÕO:l<eCT

BeHHytO J1HTOprH’0, a CaBBe J1e:l<all(y cpeLlH l1epKBH Ha KOBpe , H BH.QeBb CaBBa 

np뻐eLlilly :l<eHy, B õeJ1~X pH3ax oLle~HHy ， BC~KHMH J1enOTaMH CII제O ll(y ， 0 (:I<eHa) 

r J1arOJ1a eMy << >> (cr) 

‘황제가 그를 보았다， 그는 성당 한 가운데 양탄자 위에 누운 채 찬송하기 

시작했고 흰옷을 입고 온동 아름다움으로 찬란히 벚나는 여자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자가 말하김 < ... >’ 

(7) , (8)은 ‘오다’ 동사의 주어이면서 평언이 영대용어의 통제자가 되는 경우 

이고， (9) , (20)는 ‘보다’라는 동사의 목적어이자 평언이 영대용어를 통제하는 

경우이다:zu 앞서의 존재문과 공통적으로 모두 새로 등장하는 미래의 화제후 

보가 평언으로서 제로 아나포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통제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22) 하지만 존재문과 의미적으로 유사한 ‘유사존재문(pseudo 

existentiaIl’ 혹은 기능적 존재문은 원형적 존재문 (‘있다’， ‘나타나다’라는 동사 

를 사용하는)처럼 일관성 있게 영대용어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존재문과 

완전히 동등하게 취급하기 힘틀다 23) 존재문과 기능적 존재문의 화제후보는 모 

두 단기적 기억에서 가장 새로운 정보이고 Gundel , Hedberg, Zacharski (993) 

이 말한 초점이 맞추어진 (in-focus) 인지적 상태에 있다. 이같이 화제 아닌 

평언이， 주어 아닌 목적어 통제자의 존재는 타켓과 탈리 통제자에 있어서 화 

제라는 담화적 위상， 주어라는 문법적 위상 그 어느 것도 영대용어를 통제하 

21) 가령 K ~eOLlope :l<e 4aCTO npHe**a.e 써TpOnOJ1I1 T l1J1apHOH P~3aHCK싸l. DHa (φeOLlopa) 

:l<e TaKO My:l<ecTBeHHe C HHM CT껴 30Baillac~ ， ~KO H BeJ1MII eMy nocpaMeHy õbIBaTH 11 õe3 • 

oTBeTHy MH。째l.1etO OTXO띠TH 과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오다’라는 동사의 주어 

가 존재적 의미를 띠고 영대용어를 통제하기에 원래 화제와 지시의미가 같은 주어 

가 후행 발화에 오는 경우 이는 다시 대명사로 지시되고 있음에 주목하라 

22) 현대러시아어에서도 이는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치 (agreement)의 특성 가운데 

하나이다 타켓과 가까운 거리의 요소가 통제자로 작용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Cor 

bett (983) 등을 참조하라 

23) 동사 ’오다‘， ’보다‘보다는 일관성이 없으나 이따금 후행 영대용어를 통제하는 동사 
가 ’( --사람을) 가지다， 두다(HMeTH)‘이다 이 동사의 목적어 역시 평언으로서 후행 

담화의 전개에서 ’화제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전에서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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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펼요， 충분 조건이 아님을 보여준다. 고대러시아어에서 영대용어의 

타켓이 항상 주어이자 화제인 반면， 통제자는 반드시 주어나 화제일 필요가 

없고 단지 어떤 차원에서든 화제성이 현저한 요소라 볼 수 있다. 

거시적 담화화제나 에피소드화제가 인접하여 선행한 화제를 물리치고 영대 

용어의 선행사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원거리에서 작용하는 선행사라 한다면， 

인접하여 선행한 절이나 문장의 화제가 평언에 속한 미래의 잠재적 화제후보 

에 의해 간섭받아 영대용어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는 가장 근거리에서도 영 

대용어를 지배하지 못하는 경우라 할 것이다， 즉 가장 먼 화제， 즉 담화화제 

와， 가장 근접한 화제후보， 즉 선행절의 비화제(평언)는 모두 동등하게 영대용 

어를 통제하는 선행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대러시아어 영대용어의 통제 

구조에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고 하겠다. 존재문이나 기능적 존재문 혹은 유 

사존재문의 평언이 화제후보로서 기존의 화제를 압도할 수 있고 또한 거시적 

담화차원의 화제가 국부적 화제를 압도할 수 있음은 다양한 차원에서 작용하 

는 다양한 정도의 ‘화제성’이 존재하고， 단순히 선행 발화에서의 화제냐 아니 

냐의 이분법이 고대러시아어 영대용어의 통제 그리고 나아가 담화구조 분석 

에서는 크게 유용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24) 

인접하여 선행한 발화의 주어나 화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존재문이나 유사 

존재문에 나타나는 강력한 화제후보도 아니면서 거시적 담화화제도 아닌， 지 

극히 주변적으로 보이는 그러나 담화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영대용어의 선행사로서 다음의 경우를 보자. 

21) Bo ellHHb :t<e Be'lepb 01 (YJJbJl HHJl) BHHlle B HIO (xpaMHHY) no OÕb1니alO 

Ha MOJJHTBY, H a6He xpaMHHa Õb1CTb nOJJHa õecoBb CO BC Jl KHMb opY:t<HeM, 02 

(õec“) XOTJlXy YÕHTH 10.25) OHa :t<e nOMOJ띠C Jl õory CO CJJe3aMH, H JlBHCJl eμ CB꺼 

Tb1H HHKOJJae, 03 (CBJl Tb때 HHKOJJaH) HMeJl naJJHUY, H nporHa HX OT HeJl, Jl KO 

Ilb1Mb 04 (õecH) HC 'Ie3。띠a (YO) 

‘하루는 저녁에 습관대로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들어왔는데 성전이 온갖 

무기를 든 마귀들로 가득 갔고 그 마귀들이 그녀를 죽이려 했다. 그녀는 신 

24) 가령 Yokoyama (980)과 같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고대러시아어의 영대용어의 통 

제는 선행 발화의 화제에 의한 것이라 단정하고 넘어가는데 실상 ‘화제’보다는 ‘화 

제성’의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 보여진다 (아래 참조) 

25) 이 예문에서의 ‘ 로 가득차다’ 라는 동사는 생격 목적어가 존재하게 되는 상태를 

함의하므로 목적어가 후행절의 영대용어를 통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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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게 눈물로 기도했고 그녀에 게 성 니콜라이가 지팡이를 갖고 나타나 그 마 

귀들을 그녀에게서 내쫓았고 그들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22) OHa :l<e nOMOJIHCJI 50ry, H npe니HCTOH 50ropollHl.\b1 H CBJl TOMy HHKOJIe 4y 

1l0TBOp니y. H Jl BHCJI eH CBJl TblH HHKoJla , llep:l<a KHHry BeJlHKy, H 01 (CB Jl Tblμ 

HHKOJIa꺼) pa3rHa 5ecbI, Jl KO llblM 50 02 (5ecH) HC4e30wa. H 03 (CB꺼TblH HH 

KOJl때) B0311BHrb lleCH배Y CBOIO , H 04 (CB꺼Tbl꺼 HHKOJlaH) 5JIarOCJlOBH 10: <<ll띠M 

MOJl, My:l<aHc꺼 H KpenHCJI , H He 50꺼CJI 5ecoBcKaro npe띠eHHJI: XpHCTOC 50 MHe 

nOBeJle TJI C05J1I011aTH OT 5ecoBb H 3 J1에x 4eJlOBeKb l)) OHa :l<e a5He OT CHa B03-

5yHyBb H 05 (oHa) BHlle My:l<a CBJlTa Jl Be, H3 xpaMHHμ llBepMH H3wellwa CKOp。’

aKH MOJIHHIO.26) H 06 (oHa) BOCTaB CKOpO , Hlle BOCJlell ero , H a5H8 07 (MY:l<) 

HeBH마1M 5μCTb. (YO) 

‘그녀는 하느님과 지순한 성모마리아， 그리고 이석을 베푸는 성 니콜라이 

에게 기도했다. 그녀에겐 성 니콜라이가 나타났는데 큰 책(복음서)을 들고 

마귀들을 내쫓았고 그들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성 니콜라이는 오른 손을 들 

어 그녀를 축복하며 말했다.<내 딸아， 담대해지고 궁건하여 마귀의 방해를 

두려워 말라 그리스도가 내게 마귀들과 악한 사람들로부터 너를 수호하도록 

명했다〉 그녀는 곧 꿈에서 깨어나 성자가 성전에서부터 문을 통해 급히 번 

개같이 빠져나간 것을 실제로 보았다. 그녀는 곧 일어나 그룹 뒤따랐으나 곧 

그는 사라졌다’ 

위의 예문들에서 우리의 관심대상은 (21)의 04, 그리고 (22)의 02, 07로서 

모두 선행절에 포함된 타통사의 목적어로서 새로운 등장인물도 아니고 그렇 

다고 거시적 담화화제도 아닌 경우다. 위의 예문에서 ‘마귀’나 ‘성자’는 모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사라지는(HC4e3。띠a ， HeBHlUlM 6bICTb) ’ 존재들로서 이 

들 목적어 선행사를 지닌 영대용어 출현 이후 에피소드는 계속 이어지지 않 

고 급하게 마무리되어지면서 마치 페이드아웃(fade-out)과 같은 영상적 효과 

를 가져온다. 필자가 살펴본 코퍼스에서 ‘사라지다’란 동사는 거의 대부분 영 

대용어를 취한다는 점은 동사의 어휘의미와 영대용어가 어떤 관련성을 지님 

을 알 수 있다. 위의 예문들에서 ‘사라지다’라는 의미에는 실제 능동적인 동작 

흑은 적극적인 반작용， 혹은 동등한 힘의 갈등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선행절에 

의미적으로 종속된다는 특징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모두 동작의 

순간성과 선행 발화와의 연속성이란 측면이 강조되고， 능동적이고 의지적인 

26) 여기서 ‘보다’란 동사의 직접목적어는 뒤따르는 영대용어플 통제하지 못한다는 전 
에서 위에서 거론된 영대용어 통제에서의 존재문과의 차이점이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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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주에 의한 독립된 동작이 아니라 타동성이 강한 선행 발화의 일부로 인 

식되고 판점 또한 선행 발화에 종속된다 비슷한 다른 예들을 참조하라. 

23) Cero panH nep*anH e~ Ha CTp꺼 CKe nonro H ø (oHa) BHcna C nonb'-!aca 

H peMeHeM pyKH nO *Hn npOTepna ‘ (5M) 

‘이것 때문에 그녀를 형틀에 오래 묶어두어 그녀는 반시간 가량 매달려 

있었고 끈으로 인해 손이 힘줄이 드러날 정도로 살이 벗겨졌다.’ 

24) H n03aBHne nHaBon H nonBH*e 5yplO H n03HaHa 5bICTb Be Il(b H KpaMony 

B03nBHrowa BCH neC~TpHQa BOHH , H npH3BaBWH φeonopa'， 'YMonH Ha'-!anbHHKa , OH 

*e yMO깨 BOHHμ “ ø (BOHHH) yMonKowa , (5M) 

‘사탄이 시기하여 폭풍을 일으킨 결과 일들이 발각되었고 10명의 군사들 

이 난동을 부렸다 페오도라는 호소하면서 대장에게 간청하였고 그가 병사들 

에게 부탁하여 그들이 잠잠해졌다.’ 

영대용어의 서술어로 쓰이는 동사의 어휘의미는 이처럼 ‘달려있다’， ‘사라지 

다’， ‘침묵하다’와 같이 어떤 능동적 작용에 대한 수동적 반응으로， 행위주적 

성격이 약화되며 선행담화에 자연스럽게 종속되어 그 결과 담화의 연속성이 

강조된다. 반면， 화자가 같은 조건에서 의도적으로 명사구 혹은 대명사 화제 

를 선택하는 경우 그 화제로 나타나는 등장인물의 행위주성 (agency) 이나 

발의성 (initiative) 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고 서술 관점의 변화， 담화의 비연 

속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를 보라. 

25) nOTOM nOBenOwa 5naro'-!ecTHBylO KH꺼 rHHIO H BonpOCHwa , H Ta non05He 

BO BceM My*eCTBO nOKa3a , (5M) 

‘그리고 나서 경건한 공작부인이 끌려와 심문 당했다 그녀는 모든 변에서 

성인답게 담대함을 보여주었다’ 

행위주성의 약화와 연관된 영대용어와 탈리 (25)의 대명사 주어는 통제조건이 

앞서 살펴본 영대용어와 비슷하나 발의성이나 의지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여 

기서 문장의 경계를 나눈 것은 위의 (21) -(24)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문장 내 

의 절과 절의 등위접속으로 편집한 경향과 대조된다. 이는 편집자의 변덕에 

따른 임의적 선택이 아니라 담화적， 의미적인 고려에 의한 통사적 분절이라 

볼 수 있다. 고대러시아어 텍스트에서 문장의 경계를 나누는 것은 문법구조적 

특성， 의미적 특성 그리고 편집자의 해석에 의존하는데， 위와 같은 타동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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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위주성이 약한 동사와 영대용어를 독립된 문장으로 처리하지 않고 후속 

절로 문장의 말미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냄은 바로 종속적 의미， 종속된 관 

점을 강조하고 이같은 의미적 특성을 문장의 경계를 정하는데 고려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즉， 선행절에의 의미적 종속은 형태적으로도 그것에 종속되 

는 도상적 Üconic) 관계를 갖게 된다. 더욱이 위 예문들에서 감지되듯이， 약화 

된 타동성， 행위주성， 발의성， 의지성 등의 특성과 함께 나타나는 영대용어는 

내러티브의 속도감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27) 결국 영대용어라는 

지시적 선택이 화제성과 크게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담화기능적 고려에 의 

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주로 행위주성의 약화， 내러티브의 가속화， 담화의 

응집성을 부여하는 주요기제로 사용되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이같은 통제구 

조는 영대용어의 통제에서 가장 ‘예기치 못한’ 선행사를 갖는 경우인데， 화자 

의 담화전략이 그같은 지시적 선택을 주문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논의되었 

듯이 (2.1 참조) 타갯이 항상 주어의 위상을 갖는다는 점과 주어의 원형적 의 

미에 행위주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상기할 때 제로 표지는 의도적으로 이런 

주어의 의미적 특성을 억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통제자의 화제성과 연관이 

없는 영대용어는 타켓의 주어성과 연관시켜 볼 수 있고， 타켓의 제로 표지가 

주어성， 행위주성， 타동성을 약화시킨 결과로 이 약화된 주어성， 행위주성， 타 

동성을 강조하기 위한 담화전략으로 활용된 영대용어라 할 것이다. 

영대용어가 선행 발화에 후속 발화를 종속시키는 것은 종종 관점의 전환을 

막고 후행 발화의 관점을 선행 발화에 종속시키는 기능， 즉 선행 발화의 관점 

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반한다. 다음 예문을 보라. 

26) Kyneu *e peqe ‘ <<니eco Te6e, llywa MOll , eBO CTμllHTC꺼， nOHe*e ceR pa6b 

Bcerlla npH Hac 6YlleTb CJlY*HTb l >> OHa *e CTawa C HHM HrpaTb , f10 HrpaHHIO 

*e 0 I (oHa) BOCXOTe cnaTH H peqe: <<rocn。마!He ， He MemaR, a3 XO띠y cnaT씨》 

OH (Kyneu) *e nOBeJle eH CnaTH, a caM CTa Ha Hee r JlalleTH , H KaK 02 (oHa) 

3aCHe, B311porHyJla He06blqHO, OH *e npHJle*Ho CTa cMoTpeTH Ha Hee , f10TOM BO 

BTOpb때 TaKO*lle 03 (oHa) B311porHyJla TaK CHJlbHO, qTO OT nOCTeJlH B BblcOTy 

Ha ap뻐Hb nOllHeJlO ell H YllapH 0 nOCTeJlb, (KM) 

‘상인은 말했다，<나의 영혼이여， 왜 당선은 그를 두려워하오? 이 종은 헝 

상 우리 곁에서 모시고 있지 않소，> 그녀와 그는 유희를 즐기기 시작했다 

27) 이는 물론 영대용어가 속한 절의 단어 수도 영향을 미치는데 위의 약한 타동성이 
동반되는 영대용어는 그 서술어가 비교적 짧게 나타나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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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가 끝난 후 그녀는 자고 싶어져 말했다.<여보， 날 방해하지 말아요 난 

잘 거예요.> 그는 그녀에게 자도록 명했고 자신은 그녀를 보기 시작했다. 그 

녀가 잠들자 심상치 않게 떨기 시작했고 그는 유심히 그녀를 쳐다보기 시작 

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시에 다시 그녀는 너무 강하게 떨기 시작하여 침대 

에서 한 아르쉰 높이나 침대로부터 떠올랐다 부딪쳤다’ 

위 예에서 영대용어는 상인의 관점에서 아내를 바라보는 맥락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 상인의 아내가 처음에는 OHa로 나오다가 잠든 순간부터 일관 

성있게 영대용어로 나타나면서 관점이 상인의 그것으로 고정되어진다. 위 예 

문에서 0]가 탈리 02와 03은 영대용어가 아닌 대명사 주어나 화제로 나타 

나야 하는 것으로서 화자의 임의적 선택이 아닌 관점을 종속시키기 위한 지 

시적 선택임을 알 수 있다. 이미 화제가 관점 (Point of View)이나 관점이입 

(empathy)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Uspensky (1970) , Kuno (1 972) , 

Yokoyama (1986)등에 의해 주장되어 옹 바 있다. 화제이자 주어인 영대용어 

는 결국 이 관점이입의 대상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관점의 전환을 

저지하고 어떤 한 등장인물의 관점에 내러티브를 고착시킬 수 있는 담화전략 

이다. 위의 예문에서는 또한 영대용어가 ‘그녀’의 행위주성이 약화되는 것과도 

관련되는데， 그녀가 잠든 순간부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은 영대용어와 연관된 행위주성의 약화와 무관하지 않다. 

이와 비슷하게 <사바 구르드씬 이야기〉 에 나오는 악령으로 인해 무기력 

한 병자가 되었던 사바가 성령을 받아 치유되어 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재탄 

생 과정에서의 영대용어와 고유명사의 선택은 결코 임의적이지 않다. 

27) H erAa ~e npHHAe npa3AHHKb Ka3aHCKH꺼 60ropoAHUhl, 4TO B KHTae H~n~ 

8 4Hcna H nOBene uapb npHBeCTH 60n~~aro (CaBBa) BO xpaMb e~ ， npeCB~T찌g 

BnaAhl4HUbl Hawe~ 60ropOAHU에， HapHuaeM~ Ka3aHCK뻐. BKO ~e ø (CaBBa) HHKonH 

~e 60neB, ø (CaBBa) nOHAe KO 06pa3Y H ø (CaBBa) naAb Ha 3eMn~ H Ha4aTb 

rnaronaTH CO cne3aMH H cOKpyweHHeMb cepAua , ø (CaBBa) pe4e (( )) HapoAY 

~e 3p~띠y Ha OHaro CaBBy H ø (Hapoll) cnblwaBwe r naronbl ero, YIlHBHwac~ 

Uapb ~e y3peBb ero. H erlla ø (CaBBa) Ha4a neTH 60:l<eCTBeHHy~ nHToprH~， a 

CaBBe ne:l<a~y cpellH uepKOBH Ha KOBpe , H BHlleBb CaBBa npHweAwy ~eHy ， B 

6enhlx pH3ax olle~HHy ， BC~KHMH nenOTaMH CH~~y ， ø (:I<eHa) rnarona eMy (( )) 

H C Toro 4aca nony4H CaBBa ce6e 3llpaBHe , H ce ø (:I<eHa) HeBHIlHMa 6blCTb 

H Ta KO nony4H HeH3peljeHHy~ cnaBy CaBBa H npHHlle BO yM CBOI! H ø (CaBBa) 

He 4a~~e 60ne3HH B ce6e , ~KO H씨<o rlla 60ne ø (CaBBa) H BOCTa Ha H03e 



262 러시아연구 제 12권 채2호 

CBOll (Cr) 
‘카잔 성모마리아의 축일-즉 그것은 키타이-고로드에서는 7월 8일인데

이 왔을 때 황제는 환자를 카잔의 성모마리아， 지극히 성스러운 성모의 성잔 

으로 데려오도록 명했다. 그는 전혀 아프지 않았다는 듯 성상 앞에 가서 땅 

위에 꿇어앉아 눈물 흘리며 슬피 말하기 시작했다 <‘> 사람들이 그런 사 

바를 보았을 때 그의 딸을 듣고 놀랐다. 황제는 그를 쳐다보았다. 사바가 성 

당 한 가운데 양탄자 위에 누워 찬송하기 시작하자 흰옷을 입고 온통 아름 

다움으로 찬란한 여자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자가 말했다 < ... > 
그 시간부터 사바는 건강을 회복했고 그 여자는 사라졌다. 그렇게 사바는 형 

용할 길 없는 영광을 입었고 의식을 회복했으며 아푼 적이 없었던 것처럼 

건강했고 자신의 발로 일어섰다’ 

위 예문에는 처음 ‘병자 (6oJUI빼때)’로 등장한 사바가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과 

정이 나오는데 처음엔 주로 영대용어로써 지시되고 한 번도 명사 화제로 표 

현되지 않는데 (주어인 경우)， 이는 선행사가 60JUIIIlHH 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 

는 환자의 무기력함， 행위주성의 약화를 나타내는 의도적인 지시어 선택이라 

할 것이다 이와 비교하여 사바가 환상을 본 이후로는 (아마도 성모마리아 

의) 상대적으로 좀 더 자주 고유명사로 지시된다. 영대용어에서 고유명사로 

의 지시적 선택의 변화는 처음에는 외부적 관점 (아마도 짜르나 외부인들)에 

서 병자로서의 사바를 기술하다가 사바의 신비로운 체험으로 인한 치유를 

거치면서 사바 자신에게로 관점이입이 이루어졌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관점의 전환이나 통제， 조정이 영대용어의 선택에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28)객) 

통제자는 화제 뿐 아니라 평언도 가능할 뿐 아니라 때로는 주어나 목적어 

와 같은 문장의 주요 문법적 가능으로서가 아니라 부가어적 위치에서 나타나 

28) 이 에피소드에서 흰 옷 입은 성녀 (아마도 성모마리아)도 영대용어로 나타나는데 
이는 성녀의 선비로운 정체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필자가 

살펴본 코퍼스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경우로서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초월 

적 존재는 병명하기 볼가능하고 이런 존재들이 영대용어를 가짐으로써 그 신비성， 

초월성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틀 가진다 

29) 이는 현대러시아어 구어체에서 영대용어의 지시대상이 서술의 관점을 나타낸다는 
Nichols (1985)의 주장과 상반된다 이는 영대용어가 그 통제에서는 선행사의 화제 

성과 연관되지만， 타켓의 제로 표지 자체가 화제의 관점이입 기능을 약화시켜 조 

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서술 관점의 전환을 막아 선행 (대)명사 화저l 의 관점에 종속 

시키기 위한 ‘관점 통제’의 기제라고 여기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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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있다. 다음 예를 보라. 

28) YnpoweHHeM uapH뻐 MapHH, nOHe:!<e ø 1 (uapHua MapH.S!) 3eJJO MHJJOCTHSa 

K Hell 6bIJJa H JJI06HJJa elI 3a tl06pOtleTeJJb, no ceM HCKyweHHH ø 2 (φeOtlopa) 

MaJJy oCJJa6y nOJJy<IH. (5M) 

‘황후 마리아의 탄원으로 - 황후 마리아는 그녀에게 자비스러웠고 그녀 

의 선행을 보아 사랑했기에 이런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타격을 거의 입 

지 않았다，’ 

위의 구문에서 02의 선행사가 거시적 담화화제인 주인공 φoenopa라 한다면 

0 ，의 선행사는 선행절의 조격 부가어 (adjunct)인 ynpoUIeHHeM uapHUbI Map째에 

포함된 생격 명사구， 즉 ‘황후 마리야’이다. 이 조격 명사구는 실상 하나의 절 

로 나타낼 수 있고 이 때 위의 생격 명사가 주어로 나타날 수 있기에 의미적 

으로 선행 화제의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영대용어의 선행사가 

표면적으로 어떤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가질 필요가 없고 광범위한 통사적 

기능이나 형태를 가질 수 있음은 통제자의 담화상 문법상 제약이 타켓의 그 

것에 비해 매우 이완되어 있음을 말한다 

2.3. 영대용의 담화기능과 레지스터 및 장르에 따른 분포 

위 2.1, 2.2에서 보았듯이， 고대러시아어 영대용어는 그 선행사가 다양한 문 

법적， 담화적 기능을 갖는데 반해， 타켓 자체는 자신이 속한 절이나 문장에서 

매우 제한된 문법적， 담화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것은 예외 없이 주격 주어와 

화제의 대용이며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영대용어는 한 문장 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고대러시아어의 영대용어를 일반적인 담화적 생략과 동일시하거 

나 담화상의 영역에만 국한시킬 수 없는 이유이다. 구어적 레지스터에 나타나 

는 영대용어가 최소의 노력으로 원하는 의사소통의 효과를 달성한다는 경제 

성의 원칙에 충실하다면， 고대러시아어의 영대용어는 화제성 및 주어성과 모 

두 관련되며， 관점의 일관성과 전환， 내러티브 속도의 완급， 행위주성이나 종 

속적 의미의 강조 등을 모두 고려한 매우 치밀하게 구성된 담화전략의 산물 

이라 할 것이다. 이논 또한 고대러시아어에서 레지스터에 구애받지 않고 발견 

될 뿐 아니라 오히려 상위체인 교회슬라브어 텍스트에서 그리고 새로운 장르 

보다 전통적 장르에서 더 자주， 더 다양한 양상으로 발견된다는 점에서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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롭다. 

Givón (983)은 영대용어가 최소의 언어적 재료로 가장 연속적인 화제를 

표시하는 지시적 선택이고 화제의 연속성과 화제표지의 언어적 재료 사이에 

도상적 성격이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주장은 전체적으로 필자가 살 

펴본 고대러시아어의 화제표지 양상과도 일치한다. 영대용어가 화제성이 현저 

한 혹은 연속적 화제를 표지하는 지시적 표현이라 한다면 명사나 대명사 화 

제는 전환된 화제를 표시하는 지시적 표현이라 하겠다. 즉， 고대러시아어의 

경우 평언은 항상 명사구로， 한번 소개되었으나 선행 발화 이전에 출현했던 

화제는 대명사나 한정적 의미의 명사구로， 가장 연속적인 화제는 영대용어로 

표시되는 경향이 있다 30) 이처럼 연속된 화제가 최소의 언어적 재료를 필요로 

하는 지시적 표현을 가진다는 이론은 필자가 살펴본 코퍼스의 영대용어의 전 

체적 분포 경향에서 어느 정도 사실임이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일관된 화제나 

주어임에도 불구하고 영대용어로 나타나지 않거나 평언이 영대용어를 통제하 

는 경우， 혹은 화제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요소가 영대용어를 통제하는 경우가 

문제에 대해 화자의 임의적 선택이라 취급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 ‘비전형 

적’ 경우들은 부분적으로 Gunde! , Hedberg , Zacharski0993:279)의 인지 적 상 

태와 지시어의 관계에 대한 이론에서 해결된다. 그들은 현대러시아어의 영대 

용어와 강세 없는 인칭대명사가 모두 인지적으로 가장 현저한 상태의 정보 

(jn -focus) , 즉 현재의 주된 관심사이거나 향후 담화의 강력한 화제후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선행 발화의 화제 뿐 아니라 평언， 그리고 거시적 담화화제 

역시 영대용어로 실현될 가능성이 열린다. 그러나 문제는 현저한 인지적 상태 

에 있는 정보의 범위는 너무 넓어 실제 어떤 요소가 가장 화자의 의식속에 

현저한 요소인가의 결정은 결코 쉽지 않고， 이들의 이론 역시 자칫하면 순환 

론적 오류에 빠질 염려가 있다는 점이다 고대러시아어의 영대용어는 절이나 

문장에서 주어 겸 화제라는 하나의 위상에만 열려있는 지시적 선택임을 고려 

한다면 선행 발화의 화제， 평언， 담화화제 등에 접근가능한 영대용어가 실제 

어떤 선행사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인지적 상태， 정보적 위계에 따른 코 

드화 이론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인간의 언어는 실제 최적의 (optima!) 

30) 어순의 측면에서 보자면 VS어순은 새로운 지시체로서 미래의 화제를 소개， 제시 
하는 어순이라 한다면 SV어순은 한번 소개된 화제로서 선행 발화로부터 전환된 

화제룹， (SJv는 영대용어를 사용한 연속된 화제를 표시하는 통사적 특성이라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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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드화， 즉 경제성 원리나 Grice (975)의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잉여적 코드화(overcoding)와 미흡한 코드화(under 

coding)가 함께 존재하고 이들은 화자의 담화의도를 반영하논 주요 기제임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담화적 기능과 화자의 담화전략을 무시하고 언어적 코 

드화를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자동적인 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은 언어 및 담화 

의 본질에 대한 정당한 평가나 취급이 아니라고 믿는다 즉， 지시적 표현은 

지시작 의미의 반영이란 식의 단순화에서 간과하기 쉬운 점은 화제의 지시적 

표현의 선택이 결국 발화사건 참여자인 화자에 의한 발화사건 참여자인 청자 

를 의식하여 이루어진다는 점과 담화란 화자 자신의 담화의도나 전략에 따라 

재구성 한 결과물(presentation) 이 지 객관적 현실의 표상(representation) 이 아 

니라는 점이다 고대러시아어에서 화제의 연속성이나 인지적 현저성이 반드시 

영대용어의 필요， 충분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위 2.2에서 보았듯이 고대러시아어의 영대용어의 선행사를 ‘화제’라는 

담화적 기능으로써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재검토를 요한다. ‘관하여성’이 

나 ‘알려진/주어진 정보성’，에 입각한 가장 보편적인 화제의 정의는 기실 순환 

적 논리에 지배되어 왔고 화재라는 개념이 실제 담화분석에 적용되기 힘든 

공허한 ‘정의를 위한 정의’로 흘러 왔다고 한다면， 고대러시아어 영대용어 분 

석은 다양한 차원의 화제성이 존재하고 이것이 담화구성에 더 본질적임을 시 

사한다. 영대용어의 통제를 ‘화제’보다는 ‘화제성’에 입각하여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실재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화제성에는 

선행발화로 거슬러 올라가 (retrospective) 화제를 규정하는 측면 뿐 아니라 

앞으로의 담화전개를 미 리 예측하는 (prospecti ve) 측면도 있음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현행담화의 화제 혹은 이전 담화에서의 중심적 화제(주제) 뿐 아니 

라， 앞으로의 담화에서 화제가 될 가능성을 예측하여 ‘화제성’을 규정한다고 

하면 실상 존재문의 평언이 가장 강한 영대용어의 통제력을 갖는다는 점에 

서 가장 높은 화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존재문은 평언으로만 구성된 발 

화로서 화제가 없는 문장으로 알려져 있으나3]) 이같은 구문의 평언은 실상 

가장 강력한 미래의 화제후보로서 향후 담화전개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요소 

로 해석할 수 있고 실제 필자의 코퍼스 분석에서도 예측된 결과를 낳았다 

즉， 존재문의 평언은 가장 강력한 후행 발화의 영대용어 선행사이다 반면， 

31) 다만， 시， 공간의 배경을 나타내는 부사(구)는 서술의 프래임 (Frame)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화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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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화제라 하더라도 같은 문장내의 평언에 경쟁적 화제후보가 있는 경우나 

기능적 존재문의 의미를 지닌 경우， 미래의 담화전개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화 

제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화제성이 작용한다고 보기 힘든 절과 절 

의 연결(미시적 담화차원)에서 나타나는 타동성， 행위주성의 약화와 연관된 

영대용어는 담화적 기능이나 전략이 영대용어 통제의 주된 동기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주로 내러티브의 속도 조절， 선행발화에의 의미적 종속과 담화 

의 연계성， 관점의 종속 등 제로 표지라는 타갯의 언어적 표현， 그 형태 자체 

가 불러올 수 있는 화제성이나 주어성의 은폐 내지 억압이 주된 동기부여가 

된다， 

코퍼스의 영대용어 분석을 통해 필자는 또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하고 

자 한다. 코퍼스에서 가장 구어적인 17세기 텍스트 중 하나인 〈프롤 스코베 

예프 이야기〉에서 영대용어 대신으로 (대)병사의 반복， 즉 잉여적 코드화가 

가장 자주 나타난다. 문자성 (Literacy) 의 오랜 관습에 길들여진 문어체인 교회 

슬라브어로 된 텍스트와 비교하여 구어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텍스트에서의 

언어적 혁신성 내지 실험성이 결국 현대표준러시아어의 방향을 결정했을 가 

능성이 꽤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고대러시아어의 구어체와 현대러시아어의 문 

어체가 결과적으로 영대용어와 관련지어 피상적으로는 비슷한 모습을 취하게 

되었다는 점은 러시아어 발달사에서의 아이러니라 하겠다. 이 텍스트에 나오 

는 영대용어 대신의 명시된 고유명사의 화제 및 주어의 예를 보도록 하자. 

29) nOTOM npOBella11 φp011 CK06eeB, 'ITO AHHy띠Ka yexa11a B MOCKBY, H ø 
(φp011 CK06eeB) CTa11 B Be11HKOM cyMHeHHH, ø (φp011 CK06eeB) He BellaeT , 'I T。

lle11a Tb , 1111꺼 Toro 'I TO OH IlBOp~HHH He60raT애， a ø (φp011 CK06eeB) HMe11 ce-

6e 6011ee nponHTaHHe Bcerlla XOIlHTb B MOCKBe nOBepeHHblM 3 lle11aMH. 11 ø 
(φp011 CK06eeB) B3~11 ce6e HaMepeHHe KaKb MO:l<HO AHHy띠 Ky 1l0CTaTb ce6e B 

:l<eHy. nOTOM φpOJl CKO !ÍeeB CTa11 OTnpaB11~TbC~ B MOCKBY, a CeCTpa eBO BeO!a 

o TOM c06011e3HyeTb, 06 oT11y'leHH eBO φpOJl CKo !ÍeeB CKa3a11 cecTpe cBoeA 

<< .. .>> ø (φp011 CK06eeB) Y6paBc~ H noexa11 B MOCKBy. 11 npHexa11 tpOJl CKo !Íee 

B B MOCKBY H CTa11 Ha KBapTHpe 611H3b IlBopa CT011HHKa HapIlHHa-HameKHHa. 11 

Ha IlpyroH lleHb φp011 CK06eeB nowe11 K 06ellHH H yBHlle11 B llepKBH MaMKY, 

KOTopa~ 6b111a npH AHHyWKμ 11 no OTweCTBH 11HTyprH Bblwe11 φpOJl CKo6eeB HC 

llepKBH H CTa11 :l<llaTb MaMKy.(eC) 

‘그리고 나서 프롤 스코베예프는 아누슈카가 모스크바로 떠났다는 사실을 

일았고 매우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부유하지 않은 귀족이고 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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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바에서 소송의뢰인 노릇을 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아 

누슈카룹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졌다 프롤 스코베예프는 모스크 

바로 떠났고 그의 누이는 그와 헤어지는 것에 마음 아파했다. 프롤 스코베예 

프는 누이에게 말했다. < ... > 그는 짐을 싸서 모스크바로 갔다. 프롤 스코베 
예프는 모스크바로 와서 궁정대신인 나르딘-나슈츄킨의 집 근처에 아파트를 

얻었다 그 다음날， 프룹 스코베예프는 오전 미사에 갔고 교회에서 아누슈차 

집에 있던 유모를 보았다 예배가 끝난 다음 프롤 스코베예프는 교회에서 나 

와 유모룹 기다렸다.’ 

위 예문에서 굵은 글씨체로 표시된 고유명사 φpOJl C I<OÕeeB의 반복은 다소 예 

외적이다. 이들은 모두 전형적인 영대용어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명사의 반 

복이 이루어지논데 이같은 양상은 이 텍스트에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자주 나 

타난다 이들의 공통점은 주로 장소적 전환이나 시간의 흐름， 에피소드의 전 

환 등 담화상의 상황적， 주제적 변환을 가져온다는 점이다. 위 예문에서 부사 

nOTOM, 동작동사 nOllleJl, npHeXaJl, BbIllIe Jl 등은 모두 시간， 장소의 전환을 신호 

한다는 점에서 내러티브의 내용적， 구성적 경계 (boundary)를 형성한다. 또 다 

른 예를 동일한 텍스트에서 보도록 하자. 

30) 11 φpOJl CKOÕeeB CKa3aJlb 니eJlOBeKy << )) 11 Iþpon CKo6eeB yõpaJlClI 3 

>l<eHOIO CBOelO AHHyWKOIO H noexaJl B llOM TeCTlI CBOerO, CTOJlHHKa HaWOKHHa. (φc) 

‘프롤 스코베예프는 그 사람에세 말했다 < ... > 프롤 스코베예프는 아내인 
아누슈카와 함께 자신의 장인인 궁정대신 나슈츄킨의 집으로 출발했다’ 

31) 11 Ce JlH Bce BMeCTH KyW aT b. 11 CTOJl뻐 Kb HapHIIHb-HaWOKμHb npllKa3aJJb 

JllOlleM CBOIIM, 'lTOÕ HIIKoro B llOM nOCTopOpOHHbIX He nywaJlII <<’ ‘>> 11 no OKOH 

'laHHII CTOJla CTonHHKb HapJlHHb-Ha"oKHHb cnpaWIIBaJlb << ))φC) 

‘모두 함께 식사하러 앉았다 궁정대신인 나르던 나슈츄킨은 자신의 부하 

뜰에게 다른 사람 아무도 늘여보내지 않도록 명했다 < ... > 식사 후 궁정대 
신 나르댄-나슈츄킨은 볼었다‘ < ... >’ 

위 두 예문 모두 잉여적으로 고유명사가 반복되어 나타나고 그 위치는 시간 

의 변화나 장소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지점으로 플롯의 전개상 주요 경계선이 

라 할 만하다 이같은 예는 제로 대신 쓰인 명사의 담화적 기능에 대한 기존 

의 연구(Li & Thompson 1976, Nichols 1985)와 비슷한 양상을 띠는데， 러시 

아어의 경우 영대용어가 사라지는 과도기적 상태의 언어에서 영대용어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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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명사나 대병사 화제는 비슷한 담화기능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32) 

<프롤 스코베예프 이야기>보다는 현저하지 않지만 다른 텍스트에서도 이같 

은 현상이 나타나논데 이들은 교회슬라브어적 요소가 <프롤 스코베예프 이야 

기>보다는 두드러지지만 동시에 구어체적 요소가 확대되어 나타나는 소설 장 

르의 텍스트들이다. 다음 예를 보라. 

32) BoeBOna *e , clle CJlbllllaB , nOLlIIBIICJl pa3yMy e꺼 11 BeJlMII nOXBaJlII Boe

Bona, 4TO OHa Jlo*a CBoero He OCKBepHIIJla. H BoeBOLla *e yCMexHynC Jl 11 pe 

4e ell ‘ <<ll06poll, *eHO, 3aKJlaT TBOll 11 CTOIIT TeXb LleHerb>>. H B3 J! BOeBOna 3 

rOCTJ! n꺼TbCOT py6JleBb , C nona TblC J!띠y py6JleBb, CO apXllenllCKOna TblCJlllly 

n J! TbCOT py6JleBb 11 nOBeJlellla BOeBOna IIX oTnycTIITb, a LleHbrll 0 (BoeBoLla) 

C TOIO *eHOIO B3 J!띠 a 11 pa3 LleJlllllla nOnOJlaM. (KC) 

‘지망판븐 이런 얘기블 듣고 그녀의 현명함에 놀랐고 그녀가 자신의 잠자 

리쓸 더럽히지 않은 것을 치하했다 지방관은 웃고는 말했다 <여인이여， 당 

신의 담보는 그 돈의 가지가 있소 > 그리고 지방관은 그 외상(外빼)으로부터 

는 500루블을， 사제로부터는 1000루블을， 그리고 대주교로부터는 1500루블을 

받고 그들을 석 방하였고 그 돈은 그 여 인과 반씩 나눠 가졌다，’ 

33) *eHa *e npoBo*Llallle ero B nyTb LlaJle4e 4eCTHO 11 Jl106e3HO, 11 paLlOCTH。

BeJlMII , 11 B03BpaTIIC J! B 110M CBOH, 11 0 (*eHa) Ha4a nocne My*a CBoero LleJlaTII 

Ha MHOrllJl LlOÕpblJl *eHbl 4aC TblJl nllpbl, 11 BeCeJlJl CJl C H싸깨 Be기MII ， BocnOMIIHaJ! 

32) 또한 이 텍스트에는 종속 접속사로 이끌어지는 내포절에서 주어가 선행하는 주절 
의 목적어와 동일한 경우 생략되지 않고 명사나 대명사로 명시되는 경향인데 이것 

역시 다른 고l회슬라브어체 텍스트와의 차이점이라 하겠다 

a. nO TOM npOCIIJla Ta aHHylllKa Tor。 φpOJla CK06eeBa, 4T06 OHb He 06HeCb e J! LlPY 

「μM. (iþc) 

b. H npμ띠e Jlb npllC Jl aHHOμ 4enOBeKb 11 CTaJl npOCIITb φpona CK06eeBa , 니T06 OHb 113 

BO JlIIJl nplleXaTb cell LleHb 3 *eHOIO CBoelO KylllaTb. (φC) 

C. Y φeOLlopbl B TO BpeMJ! B LlOMy *IIBJ!XY n J!Tepllua IIHOKIIHb 113rHaHHblX 11 npolllaxyc J! 

y He꺼， Lla ø (OHa) omyCTIIT IIX , 니T06b1 11 IIXb TyT He 3aXBaTIIJlκ (5M) 

위의 (a) (b) 모두 목적어가 종속절의 주어 대명사를 통제하는 경우로서 이 때 동 

사들은 주로 하도록 ‘부탁하다’， ‘간청하다’， ‘명령하다’ 등의 의미를 지넌다 반면， 

교회슬라브어체인 (c)에서는 종속절의 주어가 영대용어로 나타나는 것과 비교하면 

분명 영대용어의 위축된 입지가 이 텍스트에서 일관성 있게 보여진다고 할 수 있 

다 



고대러시아어 택스트에서 지시적 선택으로서의 영대용 269 

My:l<a Kapna B pallOCTH. H Ha4a , H :l<HBYIllH OHa 5e3 My:l<a CBOerO MHOrOe BpeMJI 

“ TaKO H311ep:l<aJla lIeH rH OC TaTKH. (KC) 

‘그 여인은 그를 멀리까지 예의바르고 친절하며 매우 즐겁게 배웅해주고 

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남편의 뒤를 따라 선량한 많은 여인들을 

위해 자주 연회를 베풀고 남편 카르프를 기쁜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그들과 

매우 즐겁게 지냈다 그녀는 오랜 기간 남편 없이 살았고 결국 남은 돈을 다 

쓰게 되었다.’ 

위 예문 (32) 는 텍스트의 결말부분에 위치해 있고 여기에서 영대용어 대신의 

잉여적 명사화제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위에서 보았듯이 내러티브의 

구성적 경계를 표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3) 역시 카르프 수툴로 

프의 아내의 경제적 곤궁이 시작되는 부분에 (이로 인해 풍자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녀의 재치가 드러난다) 영대용어 대신 대병사 주어와 화제가 나 

타난다는 점에서 내러티브의 내용적 경계를 형성한다. 

레지스터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성자전이라는 전래의 전통적 문학장르와 

소설이란 외래의 것에서의 영대용어의 분포를 비교해 보면 차이점이 발견된 

다. 가령，<울리야니야 오소리나 성인전〉이나 <바야리나 모로조바 성인전> 

은 영대용어의 분포가 확대되어 나타나는 반면， 돌아온 탕자적 모습이 성자적 

모습과 중첩되는 종교와 세속적 내용이 섞인 소설 〈사바 구르드씬 이야기> 

는 교회슬라브어체로 쓰여졌지만 전통적 언어가 새로운 담화구조속에 용해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 텍스트에서는 〈프롤 스코베예프 이야기>보다는 덜하지 

만 성인전과 달리 영대용어 대신 (대)명사 주어나 화제가 비교적 자주 나타난 

다. 

34) CaBBa :l<e , HenpeCTaHHO CKop5J1 H Ty:l<a no Hell lIeHb OT lIHe , H ø (Ca

BBa) HCTOH4H nJlOTb CBO~ ， Jl K05hl KTO BeJlHKy~ CKop5b H 50Jle3Hb I써eJlb. H He

Kor lIa T。때 CaBBa H3bIlIe H3 rpalla Ha nOJle ellHH , H HHKoro 3a c050~ HJlH npell 

c050~ ø (CaBBa) BHlIe. (cr) 

‘사바는 끊임없이 슬퍼하면서 그녀를 매일 그리워하여 마치 큰 슬픔과 병 

을 가진 듯 살이 말라갔다 언젠가 사바가 시내에서 홀로 황야로 나왔는데 

자신의 앞뒤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다’ 

35) 00 HeKoeM :l<e BpeMeHH noeMb 5eCb CaBBY, H nOHlI。띠a 05a (6ec + CaBBa) 

H3 rpalla. H r JlarOJleT 5eCb CaBBe ι‘>> H CHJI r JlarOJIJI ø (5ecb) npHHlIe B nycToe 

MeCTO Ha HeK이j XOJlMb H nOKa3a eMy B HeKoeμ pa3110JlHHe rpallb BeJlHKb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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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MH CJIaSeHb, CTeHhl H nOMOCTb H nOKpOShl OT 3JIaTa t깨CTa 6JIHCTa5l C5I. H 

pet{e eMy 6ecb <<"." H CH5I rJIarOJIa, 6ecb OTllaeTb Casse 60rOOTMeTHOe nH

caHHe. (Cr)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마귀가 사바를 붙들고는 둘이 시내에서 나왔다 

마귀가 사바에게 말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후 마귀는 황야로， 언덕으 

로 와서 광야에 있는 거대하며 근사한 도시를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는 벽 

과 계단， 지몽이 금으로 빛이 났다 마귀가 그에게 말했다.<…> 이 말을 한 

후 마귀는 사바에게 선을 부정하는 편지를 건너l 었다.’ 

위 두 예문， 그리고 앞서의 예문 (27)에서 보다시피， 영대용어가 쓰여도 무방 

할 뿐 아니라 전형적인 영대용어의 영역에서 명사나 고유명사 주어가 반복되 

어 나타난다. 특히 (35)에서 명사의 반복은 화자의 말과 직접인용， 즉 남의 말 

을 구분 짓는， 또 다른 의미의 담화상의 주요한 경계표지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레지스터의 차이 그리고 장르의 차이가 영대용어의 

분포와 전혀 무관한 요소가 아니고 구어적 레지스터와 새로운 장르， 새로운 

내용이 새로운 언어의 실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었을 가능성은 충분 

하다고 하겠다 

3. 결론 

본 연구는 고대러시아어에서 등위적이거나 그에 준하는 절이나 문장의 연 

결에서 명사나 대명사 주어 대신에 쓰이는 영대용어의 문법적， 담화적 제약조 

건을 밝히고 또 그 담화적 기능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고대러시아어 담화 

구조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선 고대러시아어의 

영대용어는 정보적 복구 가능성에만 의존하는 담화맥락에 의한 자유로운 생 

략과는 다르며 여기에는 문법적 제약과 담화적 제약이 모두 작용한다. 타켓인 

영대용어는 자신이 소속된 절의 주어인 동시에 화제인 반면， 선행사의 영대용 

어 통제에는 주어나 화제 그 어느 것도 필요， 충분조건이 아님을 살펴보았다. 

영대용어의 선행사는 다양한 차원의 화제성을 갖거나 담화기능을 가질 수 있 

고， 그 문법적 위상 역시 반드시 주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목적어나 기타 주변 

적인 문법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선행사의 ‘화제성’은 담화 전개에 있어서 

선행 담화에서의 화제의 일관성 뿐 아니라 후행 담화에서의 ’화제로의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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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Topic Accessibility) ’과도 연관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실제 가장 강력 

한 영대용어의 통제자는 존재문의 평언으로서 이는 기존의 화제보다 더 일관 

성 있게 영대용어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높은 화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거시적 담화화제와 기능적 존재문의 평언 역시 영대용어를 통제하기 쉬 

운 요소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화제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담화 차원에서의 화저l 성과 연관되지 않은 선행사는 다양한 담화적 기능을 수 

행하는데， 특히 같은 문장 내에서 타동성이 높은 발화의 목적어가 후행 발화 

의 영대용어를 통제하는 경우， 이는 영대용어 주어의 행위주성의 약화를 초래 

하고 내러티브 내에서의 선행발화에 대한 종속을 가져오며 담화상의 관점의 

전환을 억압하고 대신 선행발화와의 연계를 강조하여 담화의 응집성을 증진 

시킨다 이같은 경우의 영대용어는 또한 내러티브의 속도감을 증진시켜 빠른 

플롯의 진행을 돕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텍스트에 응집성과 질감 

(texture)을 주는 기제로서의 영대용어가 그 통제에서 다양한 차원에서의 다 

양한 정도의 ‘화제성’과 연관되고， 타켓의 제로 표지로 인해 ‘주어성’이나 ‘화 

제성’의 억압기제로서 담화전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는 또한 앞으로의 연구과제로서 영대용어와 레지스터 및 장르의 연 

관성이란 문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영대용어는 정교한 교회슬라브어체와 

성자전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비교적 새로운 장르인 소설과 구어체 혹은 

구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텍스트에서는 영대용어 대신 

명사나 대명사의 사용이 상대적으로 자주 나타나는 경향이다. 이는 언어의 혁 

신성이 수용되기에 좀 더 용이한 새로운 장르나 구어체적 텍스트에서 영대용 

어의 사용이 먼저 위축되기 시작하고 대명사 주어의 사용으로 변화되기 시작 

했음을 시사한다. 이처럼 코퍼스의 분석을 통해 영대용어의 분포면에서 ‘패러 

다임의 전환’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는 앞으로 좀 

더 심층적 차원에서 독립된 연구주제로 취급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서 문어 

적 텍스트와 구어적 텍스트의 문장구조 및 담화구조를 비교하여 영대용어의 

분포적 특성과 연관시켜 비교， 대조해 본다면 현대표준러시아어에서의 영대용 

어의 소멸 동기에 대해 의미 있는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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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 Anaphora as a Referential Choice 

in Old Russian Texts 

Song, Eun - Ji 

This study investigates grammaticaI and discourse constraints on zero 

anaphora in OId Russian used as a referentiaI choice for the third person 

subjects (topics) , as attested in the selected 17th century narrative texts. 

The study shows that the speaker (author) ’ s choice of zero anaphora or 

(pro)noun is never arbitrary or random: the choice is based on the 

controIIer ’s topicaIity and the speaker' s narrative strategies. The target of 

zero anaphora is aIways the grammaticaI subject and topic of the cIause 

(sentence) it belongs to , whereas the controIIer is Ioosely constrained both 

on the grammatical and discourse plane. The controller shows salient topi • 

caIity either on Iocal or gIobaI discourse Ievel: it may be the topic of 

preceding discourse with no other intervening topic, or the discourse topic 

on the gIobal narrative IeveI. Although the unmarked controIIer of zero ana

phora is the preceding continuous topic , it may aIso be strongly controIIed 

by comments with saIient topicaIity: subjects or objects in existentiaI or 

functionaIIy existentiaI sentences. This type of controIIer can be regarded 

as showing prominence in topicaIity on the prospective plane of discourse 

development. Thus , this study supports the notion of topicality functioning 

not only on the retrospective discourse plane, but aIso on the prospective 

discourse development, and more relevant in the controI of zero anaphora 

is not the binary partition of topic and comment, but the set of properties 

of topicality. When the controller of zero anaphora does not reveal any 

kind of salient topicality, it is usually the object of the preceding cIause 



and is mostly dictated by the speaker ’s discourse strategies: in order to 

downplay the zero subject ’s agency, initiative, volition or overall transi

tivity of the given clause and to make the clause including the zero ana

phora cohesive to the preceding clause containing its controller, which 

imparts the narrative some sense of continuity. The study also finds cor

relations between zero anaphora on one hand, and register and text genre 

on the other. Relatively less Slavonic or more vernacular register tends to 

favor (pro)nouns instead of zero anaphora, and in terms of the text genre, 

tend to favor (pro)noun repetition instead of zero anaphora, 

compared to the traditional saints' lives. The revolutionary paradigm shift 

in the marking of the subject and topic seems to have taken place first in 

the vernacular language and the relatively new gen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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