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어에서의 직시 연구
-

기호적 속생을 중심으로*

김정

일**

1. 들어가며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언어는 소통 참여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리킬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해 주어야 하고

이때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것이 직시

(deixis) 이다. 직시는 통상적으로 대상이나 장소， 사건， 시간 등의 의미를 그들
의 발화상황과의 관계를 통해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자
면 직시는 어떤 언어표현에

대한 해석이 그 언어표현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맥락에 의존하게 되는 일종의 주관적인 코드화 방식이며， 따라서 기본적으로
는 화자 지향적 성격을 지닌다.1)

직시가 기본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이러한 맥락의존성은 Jespersen과

Jakobson

의 전환사 (shifter) 개념에 의해 규정된 바 있으나， 직시가 동사와 같은 특정
한 형태적 범주와 관련되는 것만이 아닌 담화의 전 영역에 전방위적으로 관
여하는 점이 밝혀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직시를 규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

니다. 필자는 직시라는 언어기호체계가 야기하는 논란의 상당부분이 직시라는
범주 자체가 가지는 복합적 성격에 기인한다고 보며， 이에 대한 고찰을 통해
직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2) 왜냐하면 결국 직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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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yons(1978) 는 언어내에는 궁극적으로는 대면적인 소통을 위해서 발전해왔다고 생
각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언어 내에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러한 그의

지적에 명백하게 부합하는 것이 바로 직시의 존재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주지하듯이

Jakobson(1957/7 1: 134-5) 은

러시아어 동사가 모두 4가지의 직시범주(인

칭， 시제， 서법， 중거성)와 연관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 직시범주들은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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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체계의 문제이자 동시에 언어 사용의 문제이고 텍스트 내식 문제임과 동
시에， 텍스트를 둘러싼 외적 환경과의 문제이며， 이들을 구성하는 다양한 맥
락을과 띤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언어행위임이 분명하기 때문이 l斗.

Nunberg (l993: 1)는 you , here와 tomorrow 3 )와 같은 어 휘 들고- 다른 어 휘 들
과의 차씨를 설명하면서 이들 어휘들이 지니는 맥락 의존적 성질과， 이들 어
휘들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들 어휘들이 수행하는 기
능상의 꽉이성을 주목한다. 예컨대 you 는 “발언의 수신인”과 같은 기술적 방

식으로 패러프레이즈가 가능하지만 아래의 (1)의 발언과 (2) 는 참일하지 않으
며， (2) 의 경우는 심지어 어색하기까지 하다.

(1) Oh , it' s you.

(2) ?Oh, it’s the addressee of this utterance.
Nunberg 에 따르면 (1)의 경우처 럼 화자가 자신의 수신인이

누구인지 뒤늦

게 확인하게 될 경우에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로 인해 화자가 놓-랄 수도 있지
만， (2) 의 경우와 같이 수신인이 동어 반복적으로 기술된 상황。11 서는 (1)에서

와 같이 화자가 깜짝 놀라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며
들린다는 것이다 .4) 이는 직시가 언어표현과 대상과의

문장자세가 어색하게
관계만을

단순히

지시

시지에 대한 인용(메시지플 지시하는 코드)이 필수라는 점에서 여타의 언어코드와

는 구분되며， 이들은 지표와， 그것이 제시하는 대상과의 존재론적얀 관계를 맺는
다. 예컨대 ‘I’라는 기호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관련해서만 냐타날 수 있으
며， 이는 다분히 상징적인 성격을 지년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I’콰는 기호는 그
대상과 존재론적 관계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변에서 1’라는 기호는
동시에 지표적인 성격도 지니게 된다. 가장 전형적이며， 통상적으파 가장 지표적

성격이 강한 ‘I’가 상징적 성격 역시 지니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석지 않다.

3) Nunberg 가 여타의 언어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직시 (deixis) 라는 용이 대신 지표사
(indexicals)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홍성적으로 언어철
학에서 지표적 성격을 지니는 언어기호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지표사라는 용어는，
직시와 지시대명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4)

그는 지표사를 “그것이 발언의 맥락에서 어떤 요소를 끄집어낸다는 점 뿐만 아니
라， 그껏의 지시물이 그 어떤 요소와 맺고 있는 관계의 관점에서 획인된다는 점에
서도” 기술과는 구분된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관계는 크게 세 가지 구
성요소， 즉 직시적 구성요소， 분류적 구성요소， 그리고 관계적 구성요소로 구분된

다. 직시적 구성요소는 단어를 발언의 맥락 속에서 어떤 요소와 컬합시켜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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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관계의 어느 부분을 정교화하고 초점을

맞추는지의 문제와 연관될 수 있으며

그 관계가 해당 언어표현을 생산하고 소

비하게 하는 맥락과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 맥락이 궁극적으로는 언어

외적 상황 속에 위치한 대상과의 실존적인 관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직시는
기본적으로는 언어 외부를 지향한다고 (exophoric)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

리가 직시의 다양한 하부유형들이

언어외적 세계와 맺고 있는 관계의 양상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직시개념 및 직시의 다양한 발현양상에 대한 보다 복합적
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언어 외적세계에 위치한 대상과 실존적 관계를 맺는
다는 직시의 자질은 우리에게 퍼스 (Peirce) 적 개념으로서의 지표 Gndex)

상이나 상정과는 달리 대상과의 실존적 관계를 특징으로 삼는 -

-

도

를 떠올리

게 한다. 지표가 보여주는 다양한 층위들은 이러한 다양한 실존적 관계들의
반영이며， 궁극적으로는 지표의 중요한 기호적 속성 중의 하나가 되리라는 추
정이 가능하다. 앞서 언급한 Nunberg 를 위시한 언어철학자들이 직시라는 표
현 대신에 지표사 Gndexica1)5)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직시가 가지는 지표
적 속성에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표성이라는 자질만으로 직시
라는 언어표현기제가 가지는 다층성이 규명될 수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예컨
대

Rauh (l 983:11 ,

23-30)는 상징적 의미는 그들의 유형적인 의미인 반면에， 지

표적 의미는 그들의 토큰 (token) 적 의미라는 Burks (l 948:681 에서 재인용)의 지

적을 바탕으로 하여， “여기 (here)" 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위치를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지표적이지만 “화자에게

가까움”이라는， 탈맥락적으로

이고， 분류적 구성소는 어떤 표현의 해석과 관련되는， 성， 수 혹은 활물성과 같은
자질들을 포괄한다

관계적 구성소는 지표와 해석간의 관계를 제한하는 것을 말한

다. 그에 따르면 ‘어제’라는 단어는 “발화순간(직시적 구성소)의 뒤를 따르는(관계

적 구성소) 달력속의 날짜(분류적 구성소)이다. ‘어제’가 ‘내일’과 구분되는 지점은
바로 관계적 구성소의 측면이고

‘작년’과 구분되는 것은 분류적 구성소의 측면이

다. 이러한 설명은 대명사 ‘we’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발언의 화자 혹
은 화자들에 의해 예시되는 일련의 사람들”이라고 의미가 기술되는 ‘we’는 그것이
일인칭이라는 직시적 구성요소， 그것이 복수이고 활물성을 지닌다는 분류적 요소，

그 지표가 해석을 예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관계적 구성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

Hanks(1990)

역시 전형적으로 직시가 세 가지 속성을 지니며， 그 중에서도

관계적 속성이 특정 직시표현을 규정하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Nunberg 의 입 장에 동의 한다.

5)

본 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언어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지표사(Indexical) 대신 직시
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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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적인 의미론적 층위 역시 지니며， 그것은 “여기 (here)" 라는 단어가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된다고 할지라도 매우 관례화되고 익숙해진， 따라서 다분히 상

징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자신의 견해를 확장시키고
있다 .6) Kaplan (1978) 은 이에

앞서 상징적

지표적이라는 용어대산 앞서 특징

(character) 과 내용(content) 이라는 용어를 채택하여 직시가 가지 딘- 복합적 성

격에 주목한 바 있다기 결국 직시는 지표적 성격과 상징적 성격깎 상호 길항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언어기제이며， 이 두 가지 기호적 속성 춤 어느 것이
주도적으로 작동하는가를 규명함으로써 직시표현의 성격 역시

규정가능하다

고 본다.

2.

본환

2. 1.

직시에서의 지표성

직시는 대상체와 그것을 지칭하는 언어 기호 사이에 실존적 관계가 존재한
다는 점， 끄리고 그 설존적 관계가 다분히 상대적이고 맥락 의존석이며， 맥락
내에서의 현저성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지표성을 중요한 자질로 까지는 언어
범주라 규정하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8) 초기

형식 의미론자들이

의미론과

화용론을 각각 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언어에 대한 연구와， 치표를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연구로 구분한 것도 언어기호와 대상지시체 시() 1 의 실존적
관계， 그리고 그것의 근거가 되는 맥락으로부터 자유로운 의미론만의 독자적

영역 -

전형적인 상징기호로서의 -

을 구축하고자 하는 선언씩 의미가 강

하다고 할 수 있지만9) 역섣적으로 화용론의 영역을 지표성이 기 자는 맥락의

6)

2.3. 에서 밝히겠지만， 필자는 ‘여기’와 ‘지금’의 맥락적 다양함을 통합쇄 낼 수 있는

7)

직시가 지니는 상징적 성격에 대해서는 본문 2J. 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근거를， 이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탈맥딱적 불변의미에서 찾고자 한다.

8) 대상과의 구체적이며 일차적 지시 관계의 배변에는 추상적이고 이차 3

관계가 형성

되는데， 후자는 다분히 상징적인 성격을 띠게 띈다.

9)

물론 형식의미론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내포와 외연과의 관계가 (수입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세계 속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견해에서 출발하여， 결국 꾀락과 발화상
황으로부터 독립적인 보편 의미를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인한 껏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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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성과 관련하여 규정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성의

개념을 직시라는 언어기제의

차원으로 편입시킬

때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Kaplan (1 989) 은 지표성을 지니는 직시를 크

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I’, ‘ now’, ‘today’와 같은 이른바 순수
한 직시 (pure indexicals) 로서， Kaplan 에

다르면 이들은 별도로 어떤 지칭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10) 이들은 발화 내에서 자기 완결적이며 그 의미는 디폴

트적이어서 이들의 이해를 위해 별다른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지 않는다. 이들
이 지칭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일 뿐이다.'1'는 화자를 지칭하고， ‘now’는 발화
순간을 지칭하며，11) ‘today’는 발화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지칭한다. 이들 순수
한 직시들을 이용하여 다른 특정한 어떤 것을 지칭할 수 있는 자유는 화자에
게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과는 달리 ‘this’와 ‘ she’ 12) 와 같은 이른바 순
수하지 않은 직시들은 맥락 의존적이라는 점에서는 순수한 직시와 자질을 공
황으로부터 독립적인 보편 의미를 규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Levinson(1 983) 이

적절히 지적하듯이， 이러한 기준에 따르자

면 모든 자연언어는 필연적으로 화용적이 될 것이며， 따라서 형식의미론자들의 주장
은 모순이라는 결론에 봉착하게 된다. 맥락과 발화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연언어

는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자연언어로는 소통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10) 이것은 Reichenbach(1947) 가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지시적 토큰 (reflexive token)
이라 규정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에 따르면 이들 지표들은 이른바 토큰이라는 관

점에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I’는 바로 자기지시적 토큰(I)을 말하는 사람
으로 규정될 수 있고， ‘ now’는 바로 자기 지시적 토큰 (now) 이 말해지는 시간으로 규

정될 수 있다. 하지만 ‘this pen’은 “바로 이 토큰 (this

token,

즉

this

pen) 을 수반하

는 제스처에 의해 지시되는 펜”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I’와 ‘now’는

‘ this pen' 과 같은 지시사와 구분되게 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Reichenbach 역시
지표들 중에는 진술만으로 지표성을 획득하는 것과 동반하는 지시행위로 지표성을

획득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와 같은 순수한 지표들이 항상 자기
지시성을 지니는 것은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리에게 오늘이란 없

다”에서의 ‘오늘’이나， “진정한 나를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에서의 ‘나’， “중요한 것
은 항상 지금이다”에서의 ‘지금’ 등은 메타퍼적 사용의 예로서， 지표적 성격보다는
상징적 성격이 부각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11) 그러나 Kaplan의 견해와는 달리， ‘지금 (now)’은 발화순간을 지칭하는 것 이외에도
매우 풍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어나 한국어를 비롯
하여 범언어적으로 관찰된다. 특히 3 인청 내러티브에서는 매우 독특한 기능을 수
행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2.3. 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12)

물론 여기에서 ‘she’나 ‘that’은 아나포라(anaphora) 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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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지민

보다 정확한 의미획득을 위해 지칭행위 13) 를 동반하써야 한다는 점

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물론 ‘this’가 멀리 있는 대상을 지칭하지 못한다든가，
‘she’가 남성을 지칭하지 못하는 등의 제한요인은 있지만， 이러깐 제약만 해결

된다변 화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선택의 여지는 무한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
고 이러한 선택의 과정에서 결국 무엇을 혹은 누구를 선택하깐가의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Recanati(2001: 2) 가 지적따듯이

화자의

의도이다. 결국 이들은 보다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는 지깎행위의 동반
이 요구펴는 직시와(순수하지

않은 직시) 그렇지

않은 경우(감수한 직시)로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순수한 직시의

경우에 화자의 지각영역에

있는 여러 후보

때상물 중에서

어느 하나로 유일하게 선택되고 그것을 현저화시키는 지표로λ 의 기호적 속

성이 보따 충실하게 반영된다면， ‘this’나 ‘ she’와 같은 순수하치

않은 직시의

경우， 그것이 관례적으로 지니는 의미론적(상징적) 자질을 충족시키는 것 모
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표중심적 순수한 직시와 구분 t설 수 있는 여
지를 지니게 된다 14)

대상이 화자의 (언어 외적 현실 속에서의) 지각영역(혹은 더 나아가 인지영

역)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존재사실 그 자체)을 확인하는 작업띈- 직시에서 매
우 중요한 의마를 지닌다 15) 그리고 이

점이

대상이

화자의

(얀어내적

현실

13) 여기에서 지칭행위는 비단 제스처와 같은 지칭 행동뿐 아니라， 언띠적 지칭행위도
포함한다.

14) 여기에서 지각영역의 내부나， 현저성이라는 개념은 지표성에 대한 퍼스적 이해를
상기시킨다. 퍼스의 기호학에서 지표란 일반적으로 그 대상을 인칩성이나 인과성，

혹은 다른 어떤 물리적이고 기계적인 관계와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 한다. 퍼스가 제
시하고 있는 지표들은 모두 어떠한 지각을 :'2 바탕에 두고 있다고 딸 수 있다. 그
는 (1)정후 (symptom) (2)실마리 (clue) (3) 흔적 (trace) 이라는 크게 세 까지 유형의 지
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징후는 실질적인 인접성과 실낀적인 인과성이
결합된 것이고， 실마리는 추정된 인접성과， 비실제적인 인과성의 결합이며， 흔적은

비실제적 인접성과， 추정된 인과성의 결합이다. 이들 모두는 지각을 그 기저에 깔
고， 그를 바탕으로 인접성과 인과성을 추정하고， 결합시킨다는 공통섞을 지닌다.

15)

어원상 직시(1ì EtÇtÇ) 는 ‘가리킴’을 뜻한다. ByJl비íHHa(1992:158-173) 는 깎시에 대한 의
미 있눈 연구들과 언급들을 개관하고 있는데
아폴로니우스는 직시의

대표적인

그에 따르면 고대 그리 스의 철학자인

예로 지시대명사를 들면서， 지시대명사는 보통의

명사들과 비교해서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보통의 명사는 통상적으로 대
상들에 어떠한 속성블을 귀착시키는 반면에， 지시대명사는 단지 그 매상을 지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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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아나포라나， 지칭행위를 수반해야 하는

지시대명사와 구분되는 지점이다. 예컨대 초인종 소리와 방문자의

존재와의

관계는 지표적이다. 초인종 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는 경우 우
리가 놀라는 이유는 초인종 소리와 방문자의 존재사이의 관례적이고 습관적

인 관계를 기반으로 한 기대가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인터폰으로 흔히 하는 질문 “ KTO :3107" 에 대한 “ 3TO .lI!"라는 대답

이나， 혹은 집안 어디엔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어디에
동생을 부르며

“rlle

있는지는 알 수 없는

TbI?"라고 소리칠 때의 “ 311eCb" 라는 대답이 정보적일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g ’나 ‘ 311eCb ’라는 특정한 의미적 정보를 제공해서가 아니
라， 질문하는 사람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자신의

목소리를 지각케

함으로써，

본인이 누구인지 확인하게 하거나， 혹은 본인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상술한 상황에서 ‘g ’나 혹은 ‘ 311eCb’가 정보적 일 수 있는 것은 그것
이

개체로서의

기술하기

대상을 지칭하기 16) 때문이지 ‘g ’나 혹은 ‘ 311eCb’의

때문은 아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의미자질을

있는 것은 맥락 속에서

현저화될

수 있는 개체로서의 대상이지， 자질로서의 대상은 아니다.
아래의 예는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발화 당시의 상황과 연관

하여 미국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
는 미국 대통령의 자질적 측면에서 해석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지표성은 첫
번째 해석인 특정인을 지칭하는 경우에서만 발견된다.

(3)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could have been short.
(Nunberg 1993:5)
뿐이라는 것이다. 직시가 보여주는 자칠 지향적이 아니라

대상 중심적인 전통은 아

폴로니우스의 언어에 대한 이해에서도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다. Ei yJIbIíHHa 는 또한

근대 언어학 연구에서는 독일의 인도 유럽언어학자인 Brugmann(l904) 이 수십 개의
언어를 표본 조사하여 네 개의 직시유형을 구분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네 개
의 유형은 각각
유형은 마치

(1) De-Deixis (2 1Ich-Deixis (3)Du-Deixis

(4)Jener-Deixis 이 다.(1)

제스처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 BOT ’, ‘ 3TO ’, ‘3TOT’와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을 것이고 (2) 유형은 화자의 영역을 둘러싸는 것으로서

‘3TOT ’, ‘ ÕJlli 3 KHfI

KO MHe

’, ‘ 3 ,'1eCb’, ‘OKO JlO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서 ‘ TbI’, ‘ 3TOT

TBOfl

‘g ’

이외에도

MeH.lI’등을 포함하며 (3)유형 은 청 자의 영 역 을

’, ‘3TOT

ÕJlH3KH fI K Teõe

’, ‘ 3 ,'1 eCb’, ‘OKO JlO

TeÕ

.ll’

등과 연관되고 (4)유형은 멸리 떨어진 대상을 지시하는 것으로서 ‘ TOT’나 ‘TaM’을 들

수 있다.

16) Nunberg 의 용어 를 빌 리 자면 indicative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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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질상 이러한 지표성을 가지지 못하는 부류들， 즉 특성 자질을 가

지고 있는 고유한 대상을 소통의 현장에서 곧바로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맥
락이나 소통 현장과는 무관하게 이미
추출하기

전제펴어

있거나， 혹은 고유한 대상을

곤란한 고유명사나， 물질병사， 총칭명사 둥은 직시로 기능하지 못하

게 된다. 쐐냐하면 지표성의 의미는 바로 맥락 내에서 새롭게 제시되고 획득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직시가 까지는 이러한 현장성은 진리치의 문제에도 적용이 된다. 아래의 예
를 보라.

(4)

B

1707

roay fumepaTOp IlëTp

BTOp :l< eHH 5! HerrpH 5! Te Jl bCKOrO
B

5! Max

,

,

1 rrpHH5!Jl

yK83 "0 rrpe t10CTOpO :l<HOCTH Il a cnyl! aß

yKpblTHH rrOrpaHH l! HblMH :l<HTe Jl5! MH XJl eeía H ceHa

3arOTOB JleHHH MeCT t1Jl5! JDO t1 el1: B

Jlecax

H ÕOJlOTaX 3apaHee."17)

1707 년 황제 표트르 1 세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한 예방책과， 국경 끼대 주민
들이 빵과 건초를 구덩이에 감추는 것， 사전에 숲과 습지에 대피소털- 준비하
는 것”에 대한 칙령을 승인했다.

(4) 와 같은 문장의

진리치는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소통상황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따， 이 문장이 참임을 증명해주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의 여부
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문장의 생성이천에 이 문장의 진리치는 ö] 미 결정되

어있는 것씨다. 하지만

‘HMnepa TOp IlëTP’를 ‘9 ’와 같은 직시어로 때체할 경우

진리치의 첼정은 그 직시어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그 대상과 상황간
의 일치여부가 확인될 때 까지 유보된다.

2.2.

비표준적 소통상황에서의 직시， 지표성과 상징성

소통이

전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소통과정에서

중심에

위치하게 되는

것은 메시지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가답하고 있는 발화주체로서 9 화자가 되
어 야 할 것 이 다. 표준적 인 발화상황은， IlallyqeBa (l 984:235) 가 지 적 하듯이 (1)화
자와 청자는 발화의 흐름 속에 소외되지 않고 존재해야 하고， (2) 어떤 메시지

의 생산은 그것의 지각순간과 일치해야 하며 (시간 속에서 화자와 청자의 위

17)

본 예문은 WWW.ruscorpora.ru 에서 인용한 것으로서， 본 논문에서 제시되는 예문
중 출처까 별도로 제시되어있는 않은 예문들은 상기 사이트에서 수집한 것임을 밝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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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통상적으로 그들은 서

로를 볼 수 있으며 또한 그들은 동일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어야(장소의 동일
성 ) 한다는 3 가지 의

기 본적

조건을 충족하여 야 한다. 여 기 에 서

(2) 와 (3) 은

(1)이 충족된다는 전제하에 존재하는 반면， (2) 와 (3) 은 서로 독립적이다 18)

하지만， 실제 언어 현실에서는 표준적 발화상황에 예외적인 경우들이 수없
이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비표준적 소통 상황이 훨씬 우세하게 등장한다.
예컨대 우리가 전화를 하거나 펀지나 메일을 보내거나 메신저를 사용하는 경

우， 혹은 이른바 직시적 투사의 상황 등을 비표준적 소통행위의 예로 규정한
다면， 우리의 소통행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오히려

비표준적 소통행위

이다. 심지어 표준적인 발화상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적의 상황에서도 소통
이 진행 중인 과정 중에 일시적으로 비표준적 소통행위(소통이 일방적이거나
강제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홍미로운 것은 직시

표현이 화자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아닌， 청자를 기준점으로 삼는 직시적

투사의 경우이다. Lyons0978:579) 는 라틴어에서의 서간문 과거시제 (epistolary

Past Tense) 를 직시적 투사의 한 예로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과거시제는 화
자가 글을 쓰는 순간에 발생하는 사건을 가리키게 된다. 이러한 관습은 수신
인이 펀지를 받을 때에는 편지를 쓰는 현재의 순간이 이미 과거에 속하게 된

다는 극도의 청자 정향적인 관점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직시적 투사는 공적인
장소들에서 포스터 와 공고문에서 자주 사용된다. 예컨대 흔히 볼 수 있는 “ 3.lle Cb

He KYP51T"과 같은 공고문에서 ‘ 3 .lleCb’는 이곳 (here) 음 의미하는데， 이 곳은 공
고문을 읽게 되는 사람들이 현재 (now) 위치해 있는 곳이며， 화자의 위치는 공
고문의 해석과는 비유관적이다. 12시간의 시차가 나는 곳으로 밤 9 시에 전화

를 걸면서

noõpoe yTpO! 이라고 인사하는 것， 상대방이 있는 곳에 간다는 의미

에서 ‘npHHTH’를 사용하는 것， 포스트잇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이 알려주는 곳을

알려주고자 “Ce따ac

18)

51

Y õaõYlllKH"19) 라는 메모를 남겨 놓는다거나， 자동응답기에

실제로 몇몇 직시표현들은 이러한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전형적인 발화상

횡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naay'I8 Ba(1996) 가 들고 있는 예를 살펴보자. 러시아어에
서 TaM은 화자와 청자가 동일한 시공간에 위치해 있다는 전형적 발화상황을 전제
한 후， 화자와 청자 모두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공간을 지칭한다. 예컨대 모스크바

에 있는 사람이 Ábo 에 있는 어 떤 사람과 전화상으로 이 야기 할 때， “ JI

CKOpO

TaM

6y1J.Y"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 대신 “ Y Bac" 라고 말해야 한다.

19)

여기에서 ‘CeH'IaC ’는 발화시가 아닌， 메시지가 수신되고 이해되는 시점이라는 점에

서 전형적인 ‘ceη'1 ac ’의 용법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2.3. 에서 보다 상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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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찍을
때 상대방에게B 이동을 요구할 경우 이동방향을 상대방의 꽉변에서 고려

“Ce ìl:"I ac

MeH 5I HeT

하는 것 떡시 이러한 직시적 투사의 확장된 예라 할 수 있을 것서다.
이러한 다양한 예들은 직시가 지니는 지표성의 대표적인 자질띤 화자의 지
각 작용과 대상의 현장성이 고정 불변한 것씨 아니라 화자의 의도에 따라 다

양한 층위에서의 메타퍼적인 변용이 가능함을 암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메타
퍼적

변용은 기호와 대상간의

공통적이며

불변적 자질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성격을 띨 수 있게 된다. 앞서 언급한 껏과 같은 우
리의

일상에서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비전형적

특정한 발화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특정

관계는 종종 지표적 성격보다는 상징적

관점이

소통상황에서나， 화자의

취해질 때， 직시와 대상간의

성격이 보다 부각되게

펀다. 그리고

이때 상징은 다양한 맥락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불변적 자질파， 관례성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 청자에게 인지적인 부담잘 추가로 요
구할 필요성은 줄어들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화자의 지각영역이 청자의 지각영역으로 투사되는 위
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화자의 지각영역띠

과거의 기억 혹은， 분리된 ‘나’

(무의식이나 꿈)로 투사하는 것 역시 가능하마는 점이다， (5-a) 의 경우는 지각
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g ’가 적절한 맥락의 도움없이 지각의 대신이 되었다는

점에서 표준적인 소통맥람이 매우 어색할 수 있는 문장이다，20) 헤냐하면 지각

과 의식의

주체로서의

화자를 상정하는 직시개념에서는 화자와

::Jl상은 결코

서로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사적 조작을 통해 (5-b) 에서와 같이
타인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로 제시되거나， 혹은 예문 (6) 어; 서

보여지듯

화자의 지각이 과거의 경험으로까지 투사되어 그 경험 속에서 힌재의 화자가
과거의 화자를 회상의 객체로 끄집어내 현저화될 경우 이들은 무떠 없이 허용

됨을 알 수 있다.
다루고자 한다. 필자는 ‘ceÌÎtJac ’의 “발화와 시 간적 으로 가까움”이 라는 상징 적 속성

이

전면적으로 부각된 경우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발화는 생산순간을 정향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의 소비순간(누군가 그 메시지를 듣고 보는 순간)이l 중요하므로，
여기에서는 “(소비되는) 발화와 시간적으로 가까움”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20)

Anpec5l fl (l 986:29이은 지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R’의 속성과는 달 ê:
될 것을 요구하는 동사들의
CKB03b

예로

‘Ma 5ltJHTb ’ ‘BHllHeTbC51 ’

3e때뻐 따lOBaJllITbCJ!’와 같은 동사들과， 색깔과 관련된 동사들인

‘3eneHeTb’, ‘KpaCHeTb’,

‘Te뻐eTb’，

‘tJ epHeTb’

등을 둡고 있다.

‘R ’가 객체가

‘HC 앤 3aTb H3 B뻐y ’，

‘ KaK
‘õe.; Je Tb’, ‘*eJlTe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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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1 nOKa3a Jl Cj( Ha Jlopore.
*51 HCQe3 H3 BHay.
*TOJl bKO Moë Te JlO Ge Jl e JlO B TeMHOTe.

(b)

HBaH CKa3aJl, QTO 꺼 nOKa3aJl CJI.
(AnpeC Jl H

(6)

KaK

TO Jl bKO

JI

1986:290)

nOKa3aJl CJI

B Jl Bep Jl X ,

TO

HaC Jl e JlHHK

3aX JlOnaJl pYQOHKaMH

H 3aJl eneTaJl: "HOBbI인， HOBblß , HOB빼ß."

내가 문에

나타나자마자，

후계자가

박수를

치고는

떠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심지어 마치 아나포라와 유사하게 선행발화에 주목하되， 선행발화의 명시적

인 언어적 차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발화의 전반적인 텍스트 공간

Grenoble (1 998: 9)의 용어 를 빌 리 자면 텍 스트 세 팅 -

-

에 주목하는 경 우도

있다 .21) 한편 화자와 청자의 대면적 관계라는 기본적 전제를 바탕에 두고 있
는 발화상황과는 달리，22) 직시표현의 정향성이 끊임없이 변하는 서사텍스트에

서는 발화상황과는 전혀 다른 직시적 관계가 성립된다. 무엇보다 서사 텍스트
는 작가/화자와 독자/청자와의 일차적 관계 이외에도 독자/청자가 이야기 세
계와 맺는 이차적 관계에 바탕을 두게 되며

발화텍스트에서와는 다소 상이한

지각의 주체를 요구하게 된다.

직시가 기본적으로 (확고한 지각 주체인 화자의 존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자기중심적이라는 견해는 B디비er(1934) 에 의해 적극적으로 개진된 바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인 견해는 Lyons , Fillrnore , Levinson 등에 의해 강한 지지를 받
지만， 비규법적 소통상황과 서사텍스트까지 포괄하기 위해서는 직시의 자기중
심적 성격을 포기해야 한다는 견해들도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강한 주체 (ego)

의 상정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까지 동장한다. 예컨대 Mühlhäusler and Harré
(1 990) 는 대명사와 인칭직시에 대해 논의하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소통상황에
대해 가지는 환상 즉 경험적인 코드입력-코드해석이라는 환상(도관적

인)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하며

메타퍼

화자와 청자를 화자와/화자 이미지로 대체하기

를 주장하기도 하고， 섬지어 직시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를 비교적 충실히 따르

21) 이에 대해서는 2.3. 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2)

전통적인 직시개념에서는 직시가 그 발화가 발생한 상황(발화가 위치한 현실세계)

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이때 화자는 발언의 중심이 되며， 화자가 위치한 장
소， 화자가 발언한 순간 둥이 담화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자기중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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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Levinson(988) 역시 화자와 청자라는 개념적 범주가 쇼풍 참여자들의

역할을 푼석하는데 충분한 범주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실수시거나 혹은 적
어도 과도한 단순화라 지적하고 있으며

Ha따s(1990) 는 직시를 꽤석하는데 있

어 중요딴 것은 기준점 (origO)2페이지 주체 (ego) 일 필요는 없으며， 더구나 기준
점 (origo) 은 반드시 화자 혹은 청자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소통센 순간마다 발

생하는 관계적 자질을 디폴트로 지정할 것읍 주장한다.갱) 물론 씨와 다소 상이
한 맥락이기는 하지만 바흐친의 경우는 사회 이데올로기적 사실， 혹은 발화 공

동체를 직시의 기준점 (origo) 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핀은 중재적인
입장에서 IlallYlJeBa 나

van

Schooneveld는 레지스터 (register) 에 따라 관찰자 개

념을 적극 도입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층적낀 직시 중심에
대응하여， 직시의 층위 역시 매우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씩견들이 많이
개진되 고 있는데， 그 결과 Rauh(1983:20-23) 나

Grenoble0998:5) ,

Ha따s0990:

67) 에서와 같이 직시층위의 복합성이 제시펴기도 한다. 이와 짙이 복합적 차
원의 직시를 제안하고 있는 것도 소수의 표준적 소통상황과 대따수를 구성하
는 비표푼적 소통상황 모두를 아우르기 위해 다층적인 직시 중섬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표준적 상황과는 다른 tl] 잉-준적 소통상

황에서의 직시는 결국 화자와 맥락

그리고 대상들 사이의 지표적 관계들이

다양한 비표준적 소통상황으로 투사된 결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일차적인 지
각의 영역에서의 현저성이 인지적 영역에서의 현저성으로， 물리 석 공간에서의
현저성이 추상적 공간으로의

현저성으로

화자와 청자 사이에

펜성되는 담화

공간이 사회적 공간으로 확장되고 투사되는- 과정에서 직시가 ;’l지는 다층성

이 점차 확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3.

‘여기’와 ‘지금’ - 직시인가 아나포라인가?: 담화직시의 판점메서

화자와 청자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교류가 발생하는 표준적 디화소통과정과

는 달리， 내러티브는 그것이 구어체이든 아니면 문어체이든 참껴자들에게 선

23)
24)

Ra버1(]983) ，

Grenoble (1 998)

등이 이러한 기준점 (origo) 의 개념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Hanks(1990:7) 역시 기본적으로는 현재의 화자를 중섬으로 본다는 변에서 전통적인
직시개념올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직시의 중심을 개인적 치원에서 자기중
심적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중심적 차원의 주체 (ego) 로 볼 것을 주장-깐다. 그에게 있
어 주체는 사회적 구조이며， 발화참여자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의 총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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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적으로 인식된다. 이 선형성은 시간축을 따라 흘러간다는 점과 일정한 방향

을 가진다는 점에서 시간적 속성과 공간적 속성을 동시에 가진다. 따라서 텍
스트의

일부를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

정초시키는 담화직시

역시

기본적으로

표준적 소통상황으로부터의 메타퍼적 확장이 이루어진 경우라 할 수 있다(물
론 이러한 메타퍼적 확장은 특정 언어기호가 가지는 관례성에 기반한 것이기
에 과도한 인지적 노력이 소비되는 것은 아님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내러티브
의 흐름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는 점에서 담화직시는 참여자들의 능동적 참

여를 전제하고 요구한다. 왜냐하면 내러티브의 특정부분에

대한 지칭은 내러

티브의 흐름을 주의 깊게 따라가지 않는 이상 정확한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여러 차원의 직시 가운데에서 시간과 공간 사람에 대한 직시가 대상과
언어기호와의

문제라면

담화직시는 언어기호와 대상으로서의(혹은 대상으로

메타적으로 투사된) 언어기호와의 문제이다. 기본적으로 직시는 텍스트를 생산

한 언어외적 맥락을 지각의 장으로 설정하고， 그 지각의 장 내에서 적절한 대
상을 지칭하는 ‘context’ 지향적인 반면에， 담화직시는 일차적으로는 언어내적
맥락 즉 해당 텍스트를 가능하게 한 혹은 응집적이고 정합적인 텍스트로 만들
어준 이전텍스트와의 관계

즉 ‘co-text’ 지향적인 모습을 띤다. 이러한 맥락에

서 일반적인 직시와 담화직시는

context 9t co-text의 관계에서， 세계와 텍스트

와의 관계에서 거울상을 이루며

특히 담화직시는 텍스트 자체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자기지시성이자 재귀성을 중요한 특징으로 가지게 된다.
아나포라가 담화직시와 구분되는 지점도 바로 이러한 자기지시성과 재귀성
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아나포라 역시

다른 텍스트를 지향하지만， 맥락과의

유관성이 그 이후에 부각되는 것은 아니다. 아나포라는 무엇보다 텍스트와 텍
스트 사이의 응집성 kohesion) 에 주된 관심을 두며

co-text의 특정 언어표현

과의 공지시지성에 무게를 두지만 그러한 공지시성이 context의 차원으로 확
장되지는 않는다.엉) 담화직시들의 다음의 예를 보라.

25)

우리가 담화직시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의 경우 직시중심이 화자이거나 혹은 청

자이 거 나 혹은 화자로부터 확장된 발화공간인 여 타의 직 시 와는 탈리 (따라서 그 공
간 내에서의 개체에 대한 지시와 그 개체와의 관계가 일차적으로 문제시되는 여타

의 직시와는 달리) 텍스트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 자체가 직시적 중심이 되기 때문
이다. 즉， 지각적 장이 외부세계가 아닌 언어

텍스트 내부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담화지시의 성격이 앞서 언급한 자기지시적， 재귀적 성
격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사 텍스트 내에서(혹은 비전형적 소
통 상황 내에서) 특정 언어표현이 지니는 직시적 성격과 아나포라적 성격이 규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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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e money part of it isn ’ t eh: anything , is i t.
Oh,

다뀔낀 say you wanna get married. Cause it makes it hard.

1 see. And

(Schiffrin 1987:253)

예문 (7) 에서 ‘then’은 전형적인 담화직시로서

스트와(아나포라적으로)

이후의

그 자신을 중심 으로 이전 텍

텍스트를(카타포라적으로)

‘then’은 시간적 전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리 없이

이전의 화제와 이후의 화제를

연결시켜주는 담화직시로 기능한다. 즉

전환적 기능으로 전이된 것이며

연결한다. 여기서

시간 전환적

기능이 화제

이는 다음과 같은 러시아어의 이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8) 니 epe3 llBe MHHyT빼 Kon~ nOH~n B nepB뻐 pa3 3a TPH Mec~ua cyπpy* ecKoA
:l< H3HH

,

ntOÕHMa~

1./ TO

-- 3Ha 1./HT ,
Kom. B

Tbl

:~'OpOXOBble

npelln0 1./HTaelllb coõa t쩌 Hy llHeTH 1./ eCKoMy nHTaH에07 -

3aKpH 1./ an

rop~ 1./ HOCTH

-- lI a

1./ eM

He y 1./ U

ntOõHT

MOpKOBHble

KapTOφenbHble

OH

nOllcnylllHBa lOD\ HX cocelle J,i.

rOBO 띠 THllle! -- rpOMKO

OTHOC 따IbC~.

,

H

:l< eHD\ HHa

COCHC I< H ropa3110 MeHbllle ,

3aKpH 1./ ana 끼H3a. fl 쁘 TOM Tbl 1< 0 MHe nnox。

lI a! 51 n lO õnlO M~CO! flHorlla 니 TO

:l< e

TyT llypHor07

2 분이 지나 콜랴는 결혼 3 개월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여사가 당근

이나， 감자， 완두콩 소시지등을 자기보다 훨씬 덜 좋아한다는 것을 꺼달았다.

-

당신은 개고기를 야채보다 더 좋아한다는 말이야?

콜랴까 소리쳤다. 화가 나서는， 듣고 있는 이웃들은 전혀 신경 쓰까 않는다
는 식이었다.

-

조용히 좀 해요 -

리자가 크게 소려쳤다. 그리고 당신은 나한테

너무

못되게 구는군요. 그래요. 나는 고기 좋아해요. 때로는 말이죠. 뭐가 나쁘다는
거죠?
(fl. flnbφ H E neTpoB , <<lI BeHalluaTb CT:I;1beB>>)

예문 (8) 에서도 ‘nOTOM’은 전형적인 담화직시로서， 본래의 시간적 교체라는 본

래의 기능씨， 상이한 두개의 담화화제 사이의 교체를 신호해 주는 역할로 전이
되고 있다.26) 예컨대 야채보다 고기를 좋아하는 자신의 식성에서， 까신에 게 남

기 때문씨다.
26)

‘nOTOM’이

수행하는 담화직시로서의

(1998)을 참조하라.

기능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 !?1 는 Grenob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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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 취하는 태도의 문제로 화제가 교체되도록 함으로써 분위기의 전환을 시도

하고 있다.

위의 예에서도 보듯이 전형적인 직시중심인 화자가 부재하는 서사텍스트에
서는 텍스트의 흐름을 따라가는 독자(혹은 제 3자를 비롯한 관찰자)의 시선이
화자를 대신하게 된다. 발화 텍스트나 혹은 표준적인 소통상황 내에서의 직시

에서는 언어 기호와 그 기호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속에 존재하는 대상이 문
제가 되었다면， 서사 텍스트에서는 언어 기호와 텍스트 속의 대상， 그리고 텍
스트 밖의 독자(혹은 관찰자)와의 관계가 일차적인 문제가 된다. 그리고 직시

들은 일정부분 다른 답화를 지향하는 담화직시로서의 기능을 일정부분 담당
하게 된다.

언어 기호와 언어 기호 사이의 관계를 통사적 관계로， 언어기호와 세계와의
관계를 의미론적 관계로， 그리고 언어 기호와 그 사용자의 관계를 화용적 관
계로 규정하는 고전적인 분류법을 따른다면
다 화용적 차원에

서사텍스트에서 (담화)직시는 보

텍스트의 사용자인 독자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다는 의미

에서 - 정향되는 반면， 아나포라는 선행 텍스트 속에서 공지시되는 대상의 의
미파악에 주력한다는 점에서 의미론적 차원에 보다 정향된다. 전자가 텍스트

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일차적인 초점이 맞추어진다변， 후자는 특정 언어

표현이 주어진 텍스트 속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일차적인 초점이 맞

추어지게 된다. (담화)직시와는 달리 아나포라는 질료로서의 텍스트를 질료차
원의 다른 텍스트와 견주어 언어기호의 의미를 찾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
이 다‘ Lyons는 담화직 시 가 그 본질상 아나포라적 이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는 담화직시가 가지는 자기 지시적 성격과 연관하여

일정 부분 설명이 가능

하다. 왜냐하면 아나포라는 공지시적 표현 혹은 대상을 찾는다는 점에서 자기
지시성이 전제되는 반면에， 서사 텍스트 내에서 (담화)직시에서는 자기 지시
성이 (새롭게) 단언되기 때문이다.인) 이들 둘은 공통적으로 자기 지시성의 문

27)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직시를 아나포라보다 빨리 획득한다는 점은 많이 지적되

어왔다. 보다 논리적으로 딸하면 Lyons(1978:673) 이 Isard(l 975)를 재인용하여 들고
있는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즉， 아나포라는 그 지시체가 이미 어떤 담화세계 내에

존재한다는 점을 나타내는 반면에， 직시는 어떤 개체를 우리가 차후에 가리킬 수 있
도록 담화 세계 안에 자리 잡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이는 아나포라가 기호와

기호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며， 기호들 간의 응집성 kohesion)을 유지하고자 하는
메타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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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다푸되， 그것을 상이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담펙직시는 과연 아나공라적인가” 하

는 문제콸 항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여기’와 ‘지금’의 문제를 통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앞서 멜자는 ‘여기’라는 단어가 어떤 특정한 위치를 가리킨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지표적이지만 ‘화자에게 가까움’이라는 의미론적 층해

역시 지니

며 그것은 다분히 상징적 성격을 지닌다고 본 Rauh (1 983:23-30 ，꾀 견해를 인

용하며， 깎시라는 언어기제 속에서는 대상지칭적인 지표적 성격 이외에도 의
미론적 결F 위를 구성하는 상징적 성격

역시

중요한 역할을 수젠함을 주장한

바 있다. 표준적 상황에서의 직시와 대상간의 관계로부터의

메싸퍼적 투사를

통해 비표준적 상황에서의 직시와 대상간의 관계가 확장된다는

점 또한 언

급한 바 있다. 화자와 청자가 대변하고 있는 표준적인 소통상꽉에서 ‘ 3.lleCb ’
는 발화가 발생한 장소를， ‘ CeHqaC ’는 발화자 발생한 시간을 기펴킨다. 그러
나 ‘ 3 .lleCb’와 ‘ce찌qac ’가 엄밀한 의미에서의

발화시와 발화 장소까 아닌 보다

광의의 빌화시와 발화 장소를 지칭할 수 있음은 일상에서 쉽게
수많은 예들을 통해

쉽게

섭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다. MeJlbqYK (1 985:261-268)에

따르면，

러 시 아어 에 서 ‘ ceηqac ’는 발화 순간을 가리 키 거 나 ("Ce째ac OH 3a재 T.") 혹은 발

화순간의
Jl.끼(실제로는
끼리키고
("KOJ바로
그렇지
lj! 직후를
않음에도
포함하며
Cli.불구하고)
l e ("CeHqaC제시되는
npH.l Y.과거의 순간을 가fJ; 키는("CeHqaC
CeHqaC TyT

OHa BHyma Jla
실속의 특정

lI< a JlOCTb.")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게 본다면 ‘ CeHqaC ’를 현

대상과 존재론적

관계를 맺는 지표적

성격으로서의

직시 -

즉

발화시 - 로 규정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름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발
화 장소를

가리 키 는 ‘ 3.ll eCb ’ 역 시

극도의

좁은 공간에 서 부터 ("μleCb B 3TOll

KOMHaTe") 매 우 넓 은 장소까지 ("3 .ll eCb B MO Cl< Be" , "3 .lleCb B POCC liI':") 다양한 공
간을 지칭하는 예들을 쉽게 접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 3 .lleCb ’싸 ‘ ce뻐 ac ’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 3 .lleCb ’나 ‘CeHqaC ’의

기호로서의 상징적 속성에 주목한 Rauh의 입장을 받아들인다면 러시아어에서
‘ 311eCb ’는 발화 장소를 포함하거 나， 발화 장소와 가까운 장소로

규정 할 수 있

을 것 이 고， ‘CeHqaC ’는 발화시 를 포함하거 나， 혹은 발화시 와 가η- 운 시 간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Recanati(2000, 2001 , 2005) 나 Krasner(2006) 등도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그렇다면 Kaplan 적 개념으로 보 자면， ‘ 3.lle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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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 cefi<l ac ’는 순수하지 않은 직시가 되는 셈이다. 이들은 발화와 시간적으로

가까운， 혹은 공간적으로 가까운 시간과 공간을 지칭하지만， 이것이 유일하게
오직 하나의 대상만을 그 시체로 설정하지는 않는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무

수히 많은 크고 작은 시간과 공간이 그 대상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2. 1.에서 보았던 ‘that’이나 ‘ she’와 같은 순수하지 않은 직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화자와 청자가 아무런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삼인

칭 내러티브에서 등장하는 ‘ cefi<l ac ’와 ‘ 3 1leCb’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
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내러티브는 근본적으로 화자나 청자와의 관계가 절연

된 별개의 텍스트이고

따라서 표준적 소통상황에서 적용되었던 직시의 기본

적인 작동원리는 여기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이 다 nallY셔 esa (1 996) 와 같이 내 러 티 브에 서 ‘ cefi<l ac ’와 ‘ 3 1leCb’가 아나포라적 으
로 사용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에 따르자면 28) 언어적 구조물인 내러

티브는 표준적 소통상황에서의 현실세계에 해당되므로 이러한 표준적 소통상
황에서의
이들의

직시어는 필연적으로 아나포라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견해에

따르자면 삼인칭

내러티브에서 ‘ ce때 ac ’는 서숨화자나 등장인

물과 동일한 내러티브내의 시간축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펼자는 이들의 견해와는 달리 내러티브에서의 ‘ ce낀<I ac ’와 ‘ 31leCb’ 역
시， 비표준적 소통 상황에서의 ‘ cefi<lac ’나 ‘ 3 1lecb’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 가능

하다고 본다. 비 표준적 소통상황(자동응답기 나 메 시 지 )에 서 ‘c 해<I ac ’와

‘31leCb ’

가 “소통시점과 시간적으로 혹은 공간적으로 근접함”이라는 상징적

자질이

활성화되어

작동했던

혹은 시간의

것과 마찬가지로 내러티브에서도 “내러티브내의

흐름과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근접함”이라는 상징적

시점

자질이

활성화된 경우라 볼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아나포라로서 내러티브 내의 특
정한 언어표현을 지칭하는 것이

내러티브내의

특정한 언어표현이

아니라， Grenoble( 1998l의

용어를 빌리자면，

구성하는 텍스트 세팅을 지칭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아나포라가 아닌 직시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듯 하다.

(9) OH , THBe P3뻐. Bblme Jl, x Jl onHyB l1 Bepb lO, H 3amaran Bnpe l1, He oõopa t써 Ba5l Cb.
Ero o l< py:l< aJlH

oceHH꺼 51

CblpOCTb , HO <l b , TeMHOTa...

3TOT MHp ÕblJI eMy cefittac

HeHaBHCTHee.
28) Corazza(2006) 등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f1al1Y앤 Ba 의 견해와 맥락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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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베르진은 문을 랑하고 닫고 나가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꾀-로 발걸음
을 내디였다. 가을의 습기와 밤과， 어둠이 二[를 감썼다. 이러한 세셰는 그에게
지금 더 혐오스러운 것이었다.
(natlyl!e Ba

1996:

272에 서 재 인용)

f1allY'Ie JBa논 이와 같은 구문에서 ‘ceHl'!ac ’는 선행텍스트에서 교.정된 어느 한

지점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아나포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 X 만 ‘ CeH'IaC ’를
담화직시로 간주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여기에서 ‘CeH'IaC ’를 싸나포라로 간
주할 경우 내러티브 내에서 ‘ CeH'IaC ’가 수행하는 고유한 기능을 놓칠 위험이

커진다. 이는 ‘ce잉'Iac ’를 전형적인 아나포라인 ‘Torna’와 교체할 경우 텍스트
내에 주어진 여러 시점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결정까기가 어렵다
는 이유에서 매우 어색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보다 분명해진다. 소통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함이라는 ‘ce때 ac ’의 상징적 자질을 고려해 본다면， 여기에서
‘CeH'IaC ’는 “가을의 습기와 밤과 어두움이 그.를 감싼” 바로 그 시 점(텍스트 세

팅)을 지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f1ilnY'lesa (1 996:27이는 ‘ 3necb’에

대해서도 동일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

다. 아래의 예를 보라.

(10)
He
HO

rona Qepe3 nBa neperuefl OH B YQHflHrue %HBOnHCH , npoõbm 프쁘객 QyTb flH

n~THatl~aTb

neT H KOH 'I Hn no apxHTeKTypHOMY

apxHTeKTypo l! Bce-TaKH He

OTtleneHI뻐，

c rpeXüM nononaM ,

3aHHManCJI , a cn YJl< Hn B OtlHO l! H3

‘IiO CKOBCKHX

nHTorpaqlHl!.

2년이 지나 그는 미술학교로 옮겼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의 15년쉰 지내다가

건축학과를 겨우 졸업했다. 하지만 건축업에 똥사하지 않고， 모스크바섹 한 석판
공장에 서 일하고 있었다.
(natly 'l eBa 1996:270에사

재인용)

그의 설명을 따르자면， 예문 (1 0) 에서 아나포라적인 ‘ 3necb’는 여기에서 적
절치 못하다. 하지만 “내러티브 내에서의 시점과의 공간적 근접성”을 지칭하
는 ‘ 3necb’의 상징적 성격의 의미자질을 고려해본다면
이 쉽게

그리고 팎간적 근접성

인지적 근접성으로 투사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디면， ‘ 3necb’는

공간적으료 모스크바의 석판공장보다 가까운 미술학교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그 미술학교가 인지적으로도 보다 가깝고 활성화되어

있다는， 따라서 이후의

사건전개과정에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기대까지도 독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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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가질 수 있게 하는 문체적 효과를 가진다. nallyqeBa 는 이 예문에서 본인

이 아나포라라고 규정한 ‘ 3 1leCb’대신， 전형적인 아나포라인 ‘ TaM’을 사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이들 ‘TaM’과 ‘ 3 1leCb’와의 문체적 효과상의 차이는 설명

해주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나포라들 사이의 선택의 문제는 화용적 차원
이

아닌， 의미적

차원에서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 31leCb ’

를 아나포라가 아닌 직시로 규정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 ceηqac ’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아래의 예를 보라.
(11) -

J1

CnpJl Ta Jl a

ÕpHJl bJl HT bI B CTyJl,

ynp Jl Mo nOBTOpH Jl a CTapyxa.

-

I1 nnO Jl HT

MaTBeeBH4 BCK04HJI H, nOCMOTpeB Ha OCBemeHHOe KepOCHHOBOR

KaMeHHoe

J1 HUO KJl aB마m

J1 aMn。찌

I1 BaHOBHbl, nOH Jl JI , 4TO OHa He ÕpenHT.

-

Baum ÕPHJl bJl HT bI! -3aKpH4aJl OH , nyraJl cb CHJlbl CBOerO rO Jl oca.

-

B CTYJl! KTO BaC HanoyMHJI? n04eMy BbI He na Jl H HX MHe?

-

KaK *e ÕblJlO naTb BaM ÕPHJl bJl HTbl , KOrna BbI nycTH Jl H nOBeTpy HMeHHe MoeR

n04epH? -

cnoKoRHO H

3 J1 0

MO Jl BH Jl a cTapyxa. I1nno Jl HT MaTBeeBH4 ce Jl H 드앨쁘E

*e CHOBa BCTa Jl. Cepnue ero C WyMOM

-

paccμJ1 aJlo

nOTOKH KpOBH no BCeMY Te Jl y.

나는 보석들을 의자 속에 감추어 두었다네 -

완고하게 노파가 반복했다.

이폴리트 마트베예비치는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석유램프에 비추어진 클라우디아
이 바노브나(장모)의

돌과

같이

굳어 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 고

그녀 가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

당신의

보석들이라니요!

자기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

것에

깜짝

놀라변서 그가 소리 쳤다.
의자 속이라니요 1 누가 당신에게 가르쳐주었어요? 왜 냐한테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구요?

-

내 딸의

재산을 다 써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자네에게 줄 수 있었겠나?

노파는 침착하고도 악의에

차서

금세

심장은 큰 소리를 내며

다시

일어났다. 그의

말했다. 이폴리트 마트베예비치는 앉았다가
온몸으로 피를 내보내고

있었다.

(11. l1J1bφ H E. neTpOB , <<llBeHanuaTb cTyJl beB)))

예문 (11) 에서도， ‘ ce인qac ’는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며 형성되는 시점과 가장
시간적으로 가까운 시점을 지칭한다. 그리고 그 시점이 바로 직전에 위치하고
있어 ‘ cefiqac ’는 짧은 구간내의 사건의 발생을 지칭함으로써 사건의 긴박함을
더욱 가중시키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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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띈

본 글은 직시가 가지는 두 가지 기호적 속성인 지표적 성격과 상징적 성격

에 주목하여， 직시가 가지는 다층적 성격들이 결국은 그것의 지표적 성격과
상정적 성격이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결합되어 만생한 결과임

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시는 대상과 존재흔-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지표적 성격을 지니며
요소를 가진다는 점에서 상징적 성격

또한 그 속에

역시

고정불빈의

의미론적

지님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직시표현들은 텍스트 내에서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지표식 성격이 보
다 두드러지기도 하고 상징적 성격이 두드러지기도 한다는 점을 보일 수 있
었다.
또한

대부분의

소통행위는

통상적으로는

표준적인

비표준적인 발화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기- 많으며

발화상횡에서

보다는

이 경우 표준적 발화상

황에서의 대상과 직시표현사이의 관계가 비표준적 상황에서의 미상과 직시표
현 사이의 관계에 대응되는

이른바 메타퍼적 투사가 이루어지피 이 때 기호

가 가지는 상징적 속성들이 보다 부각된다는 점 또한 알 수 있하‘다. 이는 발
화텍스트뿐 아니라 내러티브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내러티브에서는 ‘지금’과 ‘여기’의 의띠를 나타내는 러시 0 ‘-어 표현들이
대화 텍스트에서와는 달리

이들 표현들이 기지는 상징적 성격들이 보다 활성

화됨으로써 내러티브 내에서 아나포라가 아년 직시로서 기능함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직시가 보여주는 이러한 다양한 양상들은 소통행위를 구
성하는 다면적， 복합적 속성과 밀접하게 관탠되어

것이라 할 수 있다

있다는 점을 딱인시켜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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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s
A Study on Deixis in Russian
- The Attributes of a Sign
Kim , Jung-II
This study aims to explain that the multiple characteristics of deixis are
due to the relations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two typiη펴 attributes
Gndexic a1 and symbolic) of a sign. Deixis has indexica1 characteristics in
that it keeps ontological relations with referents , and it a1 so

미as

symbolic

characteristics in that it has invariant semantic elements. According to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 deictic expressions in various kinds of registers ,
we can see very different aspects of thes당 two characteristic~끼 Un1ike our
expectatioTls , non-standard communications are very widely used. And in
Tlon-standard

communications , relations between the deictic expressions and

their referents show more symbolic characteristics compared \'시 th those in
standard communications. Relations between deictic expressions and
referents in the standard communications are metaphorically , an J cognitively
projected to the non-standard communications, and symbolic characteristics
of the deictic expressions become more s a1 ien t. This is similarly applied to

,

the other types of the registers.
ln the narratives , unlike in the conversations , the symbolic òaracteristics
of the deictic expressions , especi a1 1y in the case of

‘here’ arl 디 ‘now’, are

more activated and make themselves function as a discourse deixis rather
than as an anapho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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