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어 상관관계구문의 통시적 발전과 변이형*

권 경 준

- 개요 - 　
본 논문은 러시아어의 수식적 관계대명사절(restrictive relative clause)의 발

달과정에 있어서 상관관계대명사 구문이 전이적 단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
였다는 이론적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이론적 가정을 뒷받침하기 위하
여 먼저 상관관계구문이 인도유럽어 대명사 *kwi-/kwo-의 비한정적 의미에 기
초하여 통시적으로 발전하였음을 밝힌다. 구문의 첫 번째 발전단계로 비한정대
명사와 어휘적 명사가 동일한 격 형태로 표지되는 것에 주목하여 둘 사이에 
주어-술어 관계처럼 본원적인 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비한정 대명사 čto
의 양적 의미가 주변화되고 절 유형을 결정짓게 되는 [WH] 자질의 강화에 따
라 해당 대명사는 소절을 기반으로 한 구조에서 벗어나 문두로 이동할 수 있
게 되며 이를 통하여 상관관계구문이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노브고로드 
자작나무 문서에 나타나는 구문의 변이양상을 통해 이러한 이론적 가정, 특히 
구문의 과도기적 발전 가설이 뒷받침된다. 마지막으로 상관관계구문의 관계절
과 주절의 어순 도치, 그리고 상관관계대명사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는 
현상 등을 야기한 의미, 통사적 변화에 대하여 알아본다.

주 제 어: 상관관계구문, 제한적 관계절, 비한정대명사, 병렬구조, 종속구조

* 본 논문은 2015년 10월 러시아문학회 정례학술대회에서 구두 발표되었으며 토론에 
참여하여 많은 제언을 해주신 토론자 및 청중에게 감사드린다. 또한 익명의 논문심
사위원들의 지적과 제언에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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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본 논문은 제한적 관계절(restrictive relative clause)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상관관계구문에 대하여 논의한다. 종속문 혹은 복문 발달의 주요한 가설인 

‘병렬문 선행 발전 가설(parataxis to hypotaxis hypothesis, Potebnja 1948; Ickler 
1981)’에 따르면 대부분의 고대 언어에는 복문이 없었고 단문들이 결합하여 

(‘parataksičeskoe prisoedinenie’) 현대어의 복문이 가지는 의미구조를 전달하였

다(O’Neil 1976; Hopper and Traugott 2003 참조). 
인도유럽어 종속구조의 발달과정에서 관계절은 인칭대명사 *yo나 의문대명사 

*kwi-/kwo-를 활용하여 만들어졌다[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고에서는 이들을 활용

한 관계절을 각각 PPC(Personal Pronoun Complementation, 예문 1a), IPC 
(Interrogative Pronoun Complementation, 예문 1b)로 명명하기로 한다]. 이 두 

가지 관계절 형성법이 한 언어에 공존할 수 있지만 어느 방법이 먼저 발달하였

는지, 그리고 러시아어를 포함한 많은 현대 인도유럽어에서 왜 PPC는 사라지고 

IPC로 대체되었는지에 대한 일치된 결론은 없다(Delbrück 1900; Hirt 1937; 
Strutevant 1930; Szemerényi 1980 참조). 다만 의문대명사 *kwi-/kwo-가 단문과 복

문의 구분, 혹은 의문문과 평서문의 구분 등 문장의 유형을 결정짓는 역할이 

증대되면서 이와 같은 통사적 변화가 생겼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1)  a. Iže   estь otъ   boga    glagolъ
he who:nom is from  god:gen words:gen
božьi poslušaetъ
god’s:gen listens-to1)

‘He who is from God listens to God’s words.’
(고대교회슬라브어, 요한복음 8장 47절)

   b. Tot, kto   prinadležit Bogu, prislušivaetsja 
that:nom who  belongs-to God:dat listens
k   slovam    božьim
to   words:dat God’s:dat   

1)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예문의 용례를 영어로 표기하기로 하며 다음
과 같은 약어를 사용하여 문법적 정보를 표시한다: acc(대격), dat(여격), gen(생
격), ins(조격), loc(처소격), nom(주격), voc(호격); aux(조동사), imp(명령형), inf(동
사 원형), pap(과거능동분사), ppp(과거피동분사), prp(현재능동분사), prs(현재형), 
refl(재귀사); pl(복수), ptc(소사), sg(단수). 



‘The one who belongs to God listens to God’s words.’
    (현대러시아어, 요한복음 8장 47절)          

  
본고는 제한적 관계문의 병렬구조에서 종속구조로의 발달단계에서 상관관계

구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가정 하에 해당 구문의 발전과정을 통사적 

모형을 통해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세 러시아어 뿐 아니라 현대 러시아

어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관관계구문은 문두로 전치된 의문대명사(또는 지시

대명사)가 이끄는 관계절이 주절의 지시대명사(또는 인칭대명사)와 조응되어 

통사적,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구문을 가리킨다(Haspelmath 1997; Lipták 2009; 
Minlos 2012; Mitrenina 2012). 현대러시아어 예문 2는 의문대명사(kto, kakuju)
와 지시대명사(tot, takuju), 그리고 힌두어 예문 3은 관계대명사(jo)와 지시대

명사(vo)가 각각 종속절과 주절에서 조응되어 이루어진 상관관계구문이다. 

(2)  a. Kto platit, tot zakazyvaet muzyku.
who:nom pays that:nom orders music:acc
‘Anyone who pays orders music.’

  b. Kakuju mašinu xočeš’, takuju on  tebe     podarit.
which:acc car:acc want such:acc he  you:dat   will give 
’Which car you want, he will give it to you.’

(3)  jo   laRkii khaRii hai, vo lambii hai
  which girl standing is   she tall is
  ‘The girl who is standing is tall.’

    (힌두어, Dayal 1995: 179, (1))

상관관계구문의 구조는 다음 4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즉 관계대명사

(RP: relative pronoun)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절(RC: relative clause)은 지시대

명사나 인칭대명사와 같은 상관관계대명사(CorP: correlative pronoun)를 포함

하고 있는 상관관계절(CorC: correlative clause)과 조응한다. 

(4)  [RP ... V]RC [CorP ... V]CorC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상관관계구문의 의문대명

사가 이끄는 관계절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통사적 설명을 시도한다. 3장에

서는 노브고로드 자작나무 편지에 나타나는 상관관계구문의 변이형을 살펴



본다. 그리고 4장은 상관관계구문이 후치 관계문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재구

하며 5장에서 글을 마무리한다. 

2. 러시아어 상관관계구문의 통시적 발전 재구

본 장의 논의는 상관관계구문이 제한적 관계문의 발달과정에서 중간적 단

계로 발달하였으며 이 때 사용된 *kwi-/kwo-는 의문사나 관계사가 아니라 비한

정대명사(indefinite pronoun)라는 주장 및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Hahn 1946; 
Garret 1994; Luján 2009; Belyaev and Haug 2014 참고). 다시 말해 1장의 서

론부에서 의문대명사라 표기한 kto(1a, 2a), kakuju(2b)는 모두 인도유럽어 

*kwi-/kwo-를 어근으로 삼고 있으며 의문사적 의미가 아닌 비한정적 의미를 

토대로 하여 발달하였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들을 Isačenko(1965)를 따라 

‘k-단어(k-word)’로 부르기로 한다. 물론 문두의 상관관계절이 명사 뒤로 후치

하게 되는 현상은 인도유럽어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SOV에서 SVO로의 어

순변화에 따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상술하지 않기로 한

다(Lehmann 1974: 68; Hendery 2012: 184). 본 장에서는 상관관계구문의 통

시적 발전을 통사이론에 비추어 단계별로 재구해보기로 한다. 
 
2.1. 상관관계구문의 구조적 변화

 
[제1단계] 비한정대명사 čto는 어휘적 명사와 독립적으로 결합하여 명사구를 

이루며 명사가 문장 내에서 취하는 격과 동일한 격을 취한다. 해당 명사구의 

의미는 예문 5의 čto smjatenie의 해석(‘some (sort of) disturbance’)에서 나타나

듯 비한정적이다.

(5)  se predaju ti      manastyrь  na sbljudanie,  
  behold transfer you:dat monastery:acc to observation  
  eda budetь čto  smjatenie v němь

    otherwise will be what:nom  disturbance:nom in it:loc
  ‘I hereby give the monastery to your care, otherwise there 

will be some sort of disturbance in it.’ 
  (Potebnja 1941: 216; Ickler 1981: 148, (226)에서 재인용)



이때 명사구 [čto smjatenie]에 핵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두 어휘가 서로 ‘지
배(government)’의 관계에 있지 않다. 본고에서는 비한정대명사와 어휘적 명사

가 동일한 격을 취하고 있는 형태통사적 현상이 SC의 대칭적 구조에 기인한다

고 주장한다(Kwon 2010 참조). 

(6) [제1단계]의 통사구조

            FP

         F'

       SC

 čto      NP
        case:α     case:α

“지배 관계에 놓여있지 않다”라는 구조적 특성은 “선조적으로(linearly) 일정

한 선후관계에 있지 않다”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예문 5에서처럼 비

한정대명사가 어휘적 명사에 앞설 수도 있고 예문 7에서처럼 뒤에 위치할 수도 

있지만 이 두 표면형 사이에는 뚜렷한 의미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자유로운 어순은 수형도 6에서 화살표로 나타난 두 가지 이동 중 어떤 것에 

의해서든 Spec,FP가 채워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리하자면, 제1단계는 격 할당과 이동의 허용에 관해서 두 가지 특징을 가지

고 있다: (i) Spec,FP로 이동한 어휘는 명사구를 벗어나 이동할 수 없으며 (ii) 
Spec,FP와 SC(소절: small clause) 내부의 두 명사는 동일한 격을 부여받는다(수형

도 6에서 동일격 현상은 case:α로 표시하였다).2) 이 때 명사구의 격은 FP를 보어

2) 한 심사위원은 비한정대명사와 어휘적 명사가 SC를 이룬다는 이론적 가정에 의문
을 제기하였다. 본고에서는 두 명사(혹은 명사류)가 주어와 술어의 주술 관계, 동
격 관계 등의 본질적 관계를 가질 때 SC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구조의 형태론적 
발현은 동일격 현상이라 가정한다. 많은 인도유럽어에서 두 개의 어휘적 명사가 
결합하여 표현적 기능이 뚜렷한 이항 명사구(Expressive binominal NP)를 이루는데 
본고에서는 이 또한 SC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한다(Foolen 2004 참조). 고대



로 갖는 상위 결절에 의해 Spec,FP에서 점검된다. 예문 7의 명사구 lixa česo를 

예로 들자면, 소절 기반에서 두 어휘가 동일한 격(case:α)으로 해석된 뒤 둘 중 

lixa가 Spec,FP로 이동한다. 이 위치는 타동사 sъtvoriti의 목적어이면서 부정어 ne
의 범위에 포함되어 생격을 점검하게 된다. 이처럼 Spec,FP에서는 격 점검과 함

께 case:α=gen로 격의 값이 결정된다. 이러한 분석은 격 해석(case interpretation)과 

격 정가(定價, case valuation)를 분리한다. 다시 말해 격 해석은 소절에서 이미 

(동일격으로) 정해지지만 격의 형태를 결정하는 정가는 FP의 가장자리(edge), 
Spec,FP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진다(Pesetsky and Torrego 2007; Kwon 2010). 

(7)  ne  uboite  sę otъ   ubivajǫštiixъ    tělo      i 
  not fear:imp refl from  kill-prap gen pl  body:acc and
  po   tomь   ne mogǫštemь lixa česo 
  after that:loc  not be-able:prap dat pl evil:gen what:gen

sъtvoriti
do:inf

  ‘Be not afraid of them that kill the body, and after that 
have more than they can do.’   
(고대교회슬라브어, 누가복음 12장4절)

    
[제2단계] 두 어휘요소의 결합, 즉 합병(Merge)에는 선후 혹은 지배관계가 

자연적으로 생긴다(Kayne 1994; Moro 2000; Kwon 2010 참조). 다시 말해 수형

도 6과 8에 나타난 바, 동등한 위치의 두 요소의 결합에서 FP 구조의 생성은 

불가피한 구조적 변화다. 제1단계에서는 čto가 구의 지정어 위치, 즉 가장자리

로 인상될 뿐 명사구를 ‘벗어나 이동(escape)’할 수 없었다. 하지만 수형도 8에

서 보듯 제2단계에서는 이러한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러시아어 비한정적 명사구의 발전과정에서 제1단계의 형식적 투사 FP의 핵어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하지만 아래의 예문에서 이탤릭으로 강조한 이항 
명사구의 of(프랑스어 de, 네덜란드어 van, 독일어 von 등)는 둘 사이의 관계를 명
시하는 서술사로서 FP의 핵어 위치에서 외현적으로 나타난다.

영어: a barn of a palace, a battered shell of a building
 네덜란드어: zijn twee apen van kinderen 'his two apes of children'

독일어: ein Engel von einer Frau 'an angel of a woman'
프랑스어: un fripon de valet 'a scoundrel of a servant'

         (Foolen 2004: 79)



(8) [제2단계]의 통사구조

FP

       F'

    SC

       čto [WH]   NP
      case:α  case:α

예문 9를 통해서 설명하자면, 비한정대명사구 čto zlo는 동일격으로 격 해석

된 뒤, čto가 Spec,FP 위치에서 stvorilъ의 보어, 즉 직접 목적어로서 대격을 점

검하여 zlo의 격 형태까지 자동적으로 결정되며 čto는 Spec,FP를 통하여 구를 

탈출하여 문두 위치로 이동한다.

(9) i    reč S[vja]toslavъ   a čto esm  
and said Svjatoslav:nom and what:acc am  

  imъ zlo stvorilъ ože mja   xotjatь   jati
 them:dat evil:acc did that me:acc want:3pl  seize:inf

‘And Svjatoslav said, "And how much of evil deeds have I 
afflicted on them, so that they want to seize me?"’3) 

  (이파티야 연대기, 6669[1161], Ickler 1981: 148, (227))

그러면 이와 같은 čto의 이동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무엇인가? 필자는 비한정

대명사 čto에 문두 이동을 전제로 하는 [WH] 자질이 유추에 의하여 추가되었다

고 주장한다. [WH] 자질이 절의 유형을 결정짓는 (clause-typing) CP 차원에서만 

점검될 수 있음을 가정할 때 고대러시아어, 혹은 앞서 제1단계의 비한정대명사 

čto에는 [WH] 자질이 필연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k-단어가 의문사로 

쓰이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서 비한정적 의미 맥락에서도 ([WH] 자질이 존재

하는 것으로 유추되어) 문두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3) 본고의 해석은 비한정대명사가 본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양화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Ickler(1981: 48)의 해석(‘And Svjatoslav said, "And what evil have I 
done [sic] them, that they want to seize me?"’)과 다르다.



비한정적 의미의 대명사가 [WH] 자질을 가지지 않으며 문두 이동될 필요도 

없음을 보여주는 예를 보자. 예문 10에서 kotoromu {ko-tor-omu}는 인도유럽어 

*kwi-/kwo-를 어근으로 하지만 문두 이동하지 않으며 비한정적 의미를 보여준다 

(해당 어휘의 어원적 의미와 통사적 발전에 대해서는 Majer(2015)를 보라). 

(10)  da tolьko bude    kotoromu mъselь
conj only will be:3sg   someone:dat idea:nom
do vodъlě   ino nado by   dvoręnine
till Vodъla:gen conj need ptc   nobleman:nom
‘Only if there is someone who has an idea of going to 
Vodla, then he should be a nobleman.’ 

 (편지 №19, 15세기 초반, Zaliznjak 2004: 644)4)

제1단계에서 비한정대명사와 어휘적 명사는 동일한 격을 가지며 소절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 내에서 어떠한 지배 관계도 가지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2단계에서는 čto가 [WH] 자질의 획득을 통하여 문두 이동하게 

되면서 비한정대명사구의 대칭적 (즉, SC) 구조는 핵어와 보어의 관계를 전제

로 하는 비대칭적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제3단계] 이 단계는 čto가 인도유럽어 *kwi-/kwo-가 지닌 내재적인 의미자질

로 말미암아 독자적으로 발전한 단계로 볼 수 있다. 양화성을 지니는 어휘들은 

지정어의 위치를 점하면서 보어 위치에 놓인 명사의 격을 지배하는 양화구 QP
를 구성한다(양화구의 다양한 통사적 구조에 대해서는 Kosta 2014를 참고하라). 
고대 교회슬라브어에서 양화사의 생격 할당 혹은 지배현상은 예문 11에 나타나 

있다. 물론 현대러시아어에서는 양화사와 보어 사이에 전치사 iz가 삽입되어 

kto iz vas ‘너희들 중 누가’가 문법적으로 적합한 표현이 된다. 

(11)  kъto ixъ ‘who of them’, kъžьdo vasъ ‘each one of you’, 
koliko xlěbъ ‘how many loaves of bread’

     (Lunt 2001: 147)  

고대러시아어의 čto 역시 양적 비한정성을 의미하기도 하였으므로 QP 구조

를 가질 수 있었다. 예문 9와 동일한 어휘가 쓰인 예문 12를 보자. 이 문장에

4) 노브고로드 자작나무 편지는 러시아 학술원에서 출간하는 Novgorodskie gramoty na 
bereste의 일련번호를 따르며 ‘편지 №’로 약하여 표기한다.   



서는 čto zla(cьtъ zъla), 즉 보어가 생격으로 쓰여 비한정대명사가 양화구 QP
의 핵어임을 보여주고 있다. 

(12)  a   vъ  sju nedělju cьtъ      do  mьnь zъla 
  and in  this Sunday what:acc  against  me:gen evil:gen 
 imeeši ože e[s]i kъ  mъně   n[ь pri]xodilъ
  have that are  to   me:dat  not came
  ‘How much of evil thought do you bear against me, such 

that you did not come to me this Sunday?’ 
  (편지 №752, 11세기 후반~12세기 초반, Zaliznjak 

2004: 249)
 

이를 수형도로 나타내면 도식 13에서 보듯 비한정대명사 čto는 QP의 핵어로

서 보어에 생격을 할당하며 앞선 FP 구조에서처럼 QP를 지배하는 DP의 지정

어 위치로 이동한다. 

(13) [제3단계]의 통사구조

DP

      QP

     Q'

       čto    →   NP
      [WH]       case:gen

비한정대명사 čto의 양화성을 보여주는 또다른 예를 보자. 예문 14에 대하여 

Zaliznjak(2004: 620-621)은 문맥상 양화구의 보어인 prazga가 생격 표지를 받지 않

고 čto와 마찬가지로 주격을 취하고 있지만 양화성에 초점을 맞춘 해석(‘Сколько 
было в Пудоге празги, ту празгу взял Сергий’)을 제시한 바 있다(물론 이러한 

해석은 čto-절의 prazda가 문맥상 prazga의 오기로 보아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다). 이 예문은 격 할당 측면에서는 양화구라고 볼 수 없어 제2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의미 면에서는 의심할 나위 없이 čto의 양화성을 보여준다.



(14) cto bylo      v  pudogi prazda  
what:nom was:ntr sg in Pudoga:loc rent:nom
tu prazku sěrgiě   vzęle
that:acc rent:acc Sergej:nom  took
‘How much of rent was (there) in Pudoga, Sergej took the 
rent.’
(편지 №131, 14세기 후반, Zaliznjak 2004: 620-621)

예문 14에 나타나는 종속문 동사의 인칭자질 또한 주목할 만하다. cto 
prazda가 하나의 구를 이룰 때 만약 핵어가 후자, 즉 어휘명사라면 이에 일치

하는 동사는 여성형 byla이어야 하나 중성형 bylo가 나타났다는 점은 대명사 

cto가 핵어가 되었음을 시사한다.5) 제1단계의 소절 기반 구조에서 핵어, 즉 지

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본고의 가정에 기반한다면 본 예문은 제2단계의 

발전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예문 15의 volosti에 나타난 생격은 해석 면에서 모호하다. 먼저 고대러

시아어 xotěti 동사의 지배로 인한 생격이 핵어 volosti 뿐 아니라 čto에까지 나

타난 것으로 본다면 제1단계의 동일격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čego는 Spec,DP 위치에서 xotěti에 의해 생격을 할당받지만 volosti의 생격은 

QP 내에서 양화사 čego에 의한 것으로 본다면 제3단계의 양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언어의 구조적 변화가 상호배타적인 단계적 발전을 겪는 것이 

아니고 문체나 장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호중첩 혹은 혼동의 양상까지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해석의 모호성이 앞서 제안한 단계적 발전

모델에 모순되지는 않는다. 

(15) čego     esta xotěla  volosti    to  va esmь 
  what:gen aux  wanted volost:gen that:acc you:dat aux  

iziskalъ
sought out

  ‘The volost that you wanted I have obtained for you.’ 
  (이파티야 연대기, 6654 [1146], Ickler 1981: 146, (223))

    
비한정대명사 čto의 양화구 단계는 오래 지속될 수는 없었다. 필자는 이러한 

변화가 앞서 제2단계에서 언급한 [WH] 자질이 čto의 내재적 자질로 굳혀진 반

5) 물론 고대 및 중세러시아어의 규범적 형태는 čьto prazga이겠으나 [c]는 방언적 특징
인 cokan'e에 의한 것이다(Schaeken 2003 참조).



면, 양화적 의미는 주변적 혹은 수의적 자질로 재해석되는 자질의 재배열

(reassembly) 혹은 새로운 순위매김(reranking)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양화

적 의미가 주변화됨에 따라 čto의 비한정적 용법은 다른 소사와 결합할 때만 

(예: čto-nibud', čto-libo 등) 두드러지게 된다. 다시 말해 čto의 비한정적 용법에 

따른 생격 할당은 상관관계구문의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사

라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제3단계의 양화구 역시 QP의 가장자리를 통한 čto의 이동이 이론적

으로 가능한 단계였으므로 제2단계의 이동과 마찬가지로 결국 제한적 관계문 

발달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과도기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

실 제1, 2단계의 형식적 투사 FP는 명사구이므로 DP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한

다면 제3단계의 발전을 제2단계와 시간적 선후 관계에서 볼 필요는 없으며 동

일한 어휘요소에 대한 의미적 초점의 차이에 따른 상이한 발달양상으로 간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QP 내부의 독자적 격(즉, 생격) 할당 양상을 고려한다면 

제3단계는 제2단계에 뒤따르는 발전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3. 상관관계구문의 변이형

앞서 상관관계구문이 비한정 대명사를 기반으로 한 소절의 대칭적 구조

에 지배-종속의 비대칭적 구조로 발달하였으며 [WH] 자질로 인해 문두 이

동이 가능해졌다는 통시적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상관관계구문이 기존의 

PPC에서 IPC로 전환되는 과정에 나타나는 중간적 단계라는 가정을 입증하

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노브고로드 자작나무편지에 나타나는 상관관계구문

의 변이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무엇보다 러시아어 발달과정에서 IPC와 

PPC, 그리고 병렬접속법 등이 혼재되어 여러 가지 변이형이 나타난다는 사

실은 상관관계구문이 현대러시아어와 같은 제한적 관계문의 문법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 과도기적 단계임을 역설한다. 

3.1. 새로운 규범의 불안정성

 
도식 4에서 살펴본 상관관계구문의 전형적인 예에서 벗어나는 예는 중세



러시아어에 상당수 나타난다. 제일 먼저 살펴볼 변이형은 주절의 상관관계대

명사로서 원칭(distal) 지시대명사가 아닌 인칭대명사가 사용된 예다. 다시 말

해, 예문 16의 두 예문은 što dereveneku, čto konь을 지칭하기 위해 tu와 tot 
(혹은 부정생격의 togo)가 나타나는 것이 규범적이다.

(16)  a. što jesi    ododa  dereveneku klimecu 
what:acc are:2sg gave:prf   village:acc  Klimec:dat

   oparinu a   my   ego ne   xъtimo6) 
Oparin:dat and we:nom it:gen not  want:1pl
‘As to the village that you gave away to Klimec Oparin, we 
do not want it.’ 

 (편지 №311, 15세기 초반, Zaliznjak 2004: 665)
    b. čto este mně velěli u    putila 

what:acc are:2pl me:dat ordered from Puti:gen
konь vzjati inъ mně ne dastь
horse:acc take:inf and-it me:dat not give:3sg
‘As regards the horse that you ordered me to take from 
Putil, he refuses to give it to me.’
(편지 №697, 14세기 후반, Zaliznjak 2004: 576)    

Zaliznjak(2004: 576)에 따르면 예문 16b의 inъ는 접속사 i와 대명사 onъ의 

융합형이다. 즉, 주격 대명사 onъ ‘그’는 명령을 받은 편지의 수신자가 말을 

찾아와야 하는 대상, 즉 푸틸(Putil)을 가리키며, 이 문장에서 čto가 이끄는 

절은 의미상 dastь ‘주다’의 목적어이자 화제 역할을 한다. 물론 전형적인 상

관관계구문와는 달리 주절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필자는 inъ에 융합된 대명사 onъ가 주격이 아닌 대격이

며 konь ‘말’을 가리킨다고 보는 게 보다 타당하다고 간주한다. 물론 이 때 

의미적 활성의 문법적 실현 여부는 물론, 부정의 맥락에서 예문 16a처럼 생

격이 사용되지 않은 점을 보아 이 대명사를 주격으로 보는 관점도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상관관계구문의 발달과정에서 주절에 대명사

가 생략되었다고 보는 Zaliznjak(2004)의 가설이 설명의 부담은 훨씬 더 크다

고 보아 본고에서는 onъ를 대격 형태로 보고자 한다. 

6) 동사형 ododa는 ot(ъ)dati의 완료(l-less perfect) 시제 ot(o)da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와 
같은 완료시제의 형태론적 구성 및 기원 등에 대한 논의로는 Kwon(2009), Majer 
(2014)를 참조하라. 



사실 원칭 지시대명사가 아닌 인칭대명사가 상관관계대명사로 사용되는 현

상은 예문 17과 같은 유사 상관관계구문(pseudocorrelative construction)의 속

성으로서 전형적인 상관관계구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Mitrenina 2012). 물론 3인칭 대명사 onъ가 역사적으로 지시대명사였다는 점

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중세 러시아어 시기에 3인칭 대명사 on(ъ)
는 이미 인칭대명사로 바뀌었으므로 유사 상관관계구문인 예문 17은 물론, 
상관관계구문의 전이적 단계인 예문 16도 상관관계구문의 규범이 제대로 확

립되기 전의 변이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Mitrenina 2012: 64).

(17)  Da kotoryja lošedi  i korovy prislany 
and  which  horses:acc and cows:acc sent:ppp
i   ixъ kormitь nečim
and them:acc feed:inf nothing:ins
‘As for the horses and cows that were sent here, there is no 
food for them.’ 
(Mitrenina 2012: 64, (4))

또 다른 변이형의 예로서 상관관계절에 지시대명사나 인칭대명사도 아닌 어

휘적 명사가 사용될 수 있었다. 즉 상관관계절에 피수식 명사 없이 지시대명

사만 상관관계대명사로 나타나는 것이 규범적이나 예문 18a,b의 tyi koně, tu 
prazku는 규범과는 달리 명사까지 반복하고 있다(예문 18b는 논의의 편의상 
예문 14를 반복하여 쓰기로 한다).

   (18)  a. čto jesi ospodine koně   podavalъ
what:acc are:2sg lord:voc horses:acc  gave
i   tyi     ospodine koně  zaxarьja 
and those:acc  lord:voc horses:acc  Zaxarja 
vъdavajetъ  ou nasъ
gives   at us
‘Oh, Lord. As to the horses that you have given, Zaxar'ja at 
our place, give those horses away.’
(편지 №446, 14세기 후반, Zaliznjak 2004: 590)

    b. cto bylo      v  pudogi prazda  
what:nom was:ntr sg in Pudoga:loc rent:nom
tu prazku sěrgiě   vzęle



that:acc rent:acc Sergej:nom  took
‘How much of rent was (there) in Pudoga, Sergej took the 
rent.’
(편지 №131, 14세기 후반, Zaliznjak 2004: 620-621)

이러한 현상은 예문 19와 같은 유사 상관관계구문에서도 빈번하게 관찰된

다(또 다른 유사 상관관계구문인 예문 17과 마찬가지로 본 예문에서도 병렬

관계를 지시하는 접속사가 주절과 종속절에 반복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며 이에 대해서는 3.2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한편 예문 18b에 나타난 

상관관계절의 tu를 Zaliznjak(2004: 621)은 장소/시간을 나타내는 직시사 tut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제안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대명사화 없이 어휘적 

명사만 사용하는 예문 20과 동류의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문두 위치나 의미를 고려할 때 tu를 prazku[prazgu]와 일치현상을 보이는 지

시형용사로 보는 가설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19)  a    kotoraja   gsdr’      lošed     poslanaja s    nim...
and  which:nom master:voc horse:nom sent      with him
i   ta     lošed stala v   Volodimire
and that:nom  horse:nom stayed in   Vladimir:loc 

 ‘As for the horse that was sent with Stephen, that horse 
stayed in Vladimir.’ (Gr. 362, Gramotki XVII-nač. XVIII 
veka, Moscow, 1969; Mitrenina 2012: 62, (1)에서 재인용)

나아가 상관관계구문의 필수적인 요소인 지시대명사가 나타나지 않고 어휘

적 명사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예문 20은 이 구문의 규범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잘 보여준다. 즉 규범적 상관관계구문에서는 어휘적 명사의 주격 

prilbica가 아니라 지시대명사의 대격 형태인 tu (prilbicu)로 조응되어야 한다. 
한편, 이와 같은 불완전한 대명사화가 중세러시아어의 상관관계구문에 매우 희

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Keršiene 1979: 63), 14세기 후반 문헌

에서도 관찰되고 있다는 점은 방언적 혹은 장르적(구어체) 특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7)

7) 이와 더불어 명령형 동사 dai의 직접목적어로 쓰이고 있는 주격 명사 prilbica는 고
대에서부터 줄곧 북부 러시아어 방언의 주요한 특징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격 목적
어 현상인데 동사의 부정형이 아닌 명령형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



(20)  Co  prilbica      u  tebe Ondrěeva     
   what:nom  helmet:nom  at  you:gen Ondrej's:nom  
   prilbica     dai Ondrěju 
 helmet:nom  give:imp Ondrej:dat
  ‘As to Ondrej's helmet that is at your residence, give the 

helmet back to Ondrej.’ 
 (편지 №383, 14세기 후반, Zaliznjak 2004: 632)

     

이 절에 나타난 변이형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i) 원칭 지시대명사 대신 사

용된 인칭대명사, ii) 지시 대명사와 함께 잉여적으로 쓰인 어휘적 명사, iii) 불

완전한 대명사화. 

3.2. 이전 규범의 혼동

 

러시아어를 포함한 인도유럽어 전반에서 제한적 관계절을 형성할 때 인칭대명

사를 활용한 PPC 유형에서 의문대명사를 사용하는 IPC 유형으로 변화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절에서는 PPC 구문에 상관관계대명사가 등장하는 변이형으로

서 과거의 규범에 새로운 규범적 현상이 혼재하는 양상을 제시하기로 한다. 예문 

21의 두 문장은 PPC에 기반하고 있지만 상관관계구문에 규범적으로 쓰이는 상

관관계대명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1)  a. Ježe  mi otьcь    dajalъ i  
   it-that:acc  me:dat  father:nom gave   and

rodi    sъdajali  a to za nimь
   relatives:nom gave   and that:nom after him:ins
   ‘What my father gave me and relatives gave, it is after him. 

[= he is in charge of it]’ 
 (편지 №9, 12세기 중반, Zaliznjak 2004: 300)

     b. A   iže jego dostupilъ  a tomu  
and  he-who:nom him:acc accessed and that:dat 
ne   jasti    ničto      že a    opitemьja prijati 
not  eat:inf  nothing:acc ptc and  penance:nom take:inf 
protivu silě
against strength:gen 

다(Filin 1969; Timberlake 1974). 



‘And as to the one who accessed it, he cannot eat anything 
but assume the penance against one’s strength.’
(Voprošanie Kirikovo, Ron’ko and Cimmerling 2015: 61, (12))

한편 예문 21b에서 병렬접속사 a가 주절과 종속절에 반복하여 쓰였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 병렬접속법은 종속접속법이 발달하기 시작하기 전 

(수식관계를 포함한) 종속적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었던 문법적 장

치였다. 고대 언어에서 단문의 병렬적 결합을 통하여 종속적 의미를 전달하였

다는 사실은 Givón(2012)이 지적한 대로 단문 사이에 완결된 문장임을 알리는 

억양의 경계가 허물어져 두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인식되는 운율적 변화를 

전제로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필자는 중복 활용된 접속사는 문장의 경계를 

허무는 것과 동시에 경계의 존재를 알리는 표지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병

렬 접속사는 두 문장이 독립된 별개의 문장의 나열이 아니라 논리적 관계에 

의해 구성되었음을 표지한다.
형동사 vodja만으로도 복문의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뿐 아니라 문법적으로

도 완결된 문장이지만 예문 22에서는 주절과 종속절에 동일한 접속사가 사용되

고 있다. 분사구문(예문 22)이나 PPC(예문 21b)에서 병렬 접속사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중세 러시아어에서도 이전 언어의 잔재적 특성으로서 두 

사건의 인과, 시간의 인접 혹은 일치 관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였던 병렬관계의 

접속법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Borkovskij and Kuznecov 1963: 
352; Grković-Major 2009: 69-70). 

(22)   a nyně vodja     novuju    ženu
  and now leading:prap   new:acc  woman:acc
  a mъně ne vъdastь ničьto    že

    and me:dat not give:prs anything:acc  ptc
  ‘Now commanding a new woman, he refuses to give 

anything to me.’ 
(편지 №9, 12세기 중반, Zaliznjak 2004: 300-301)    

  
한편 예문 23에서는 주절과 분사형태의 종속절이 현대 러시아어 문법과 동

일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문 22와 23에서처럼 대조되는 현상이 비슷한 

시기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절과 종속절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아직 문법 규범이 정립되지 못하였음을 암시한다.



(23)      sogadavo  so voelavomo   molovi  emu (...) 
agreed:pap  with Voeslav:ins  tell:imp  him:dat 
‘Having agreed with Voeslav, tell him (that....).’
(편지 №531, 12세기 후반~13세기 초반, Zaliznjak 2004: 
416-417)

 
병렬접속이 지금까지 살펴본 절 단위 뿐 아니라 구 단위에서도 이루어진다

는 점은 당연한 사실이다. 이 때 동일한 접속사가 중첩되어 사용된다는 점도 

인도유럽어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고대 그리스어의 등위접속사 

te, 고전 라틴어의 등위접속사 que가 반복되는 예문 24를 보라.

(24)   a.  os ede   tá  te    eonta tá te  
which were  the  and exist:prt the and
essomena pró te eonta

 exist.fut before and exist.prt
‘That were, and that were to be, and that had been before’

    b. iam tum   tendit   que fovet  que
already then   pursue  and favor  and
‘Already then, she both pursued it and (also) favored it..’
(Mitrović 2015, (22a), (23a))

이와 같은 인도유럽어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유사 상관관계구문에 

서로 다른 병렬의 등위 접속사를 사용하는 점은 러시아어의 독자적인 발달로 

볼 수 있다. 예문 17(da ..., i ...)과 19(a ..., i ...)를 보라.

(25)   ože   to   jesi kazale nesъdě věveričь
it-that that  are:2sg told Nesd?:dat money:gen pl 
tixъ dělę koli  to  jesi prixodile vъ  rus[ь]
those:gen for when that are:2sg  came    into Rus’
sъ   lazъ(v)kъmъ tъgъdъ vъzęle u mene 
with Lazovok then took from me:gen
lazъvke pereęslav[ь]lě
Lazovok Perejaslavl’:loc

 ‘As to what you said to Nesda concerning that money, when 
you came to Rus’ with Lazovok, then Lazovok took it from 
me in Perejaslavl’.’
(편지 №105, 12세기 후반, Zaliznjak 2004: 356)



예문 25는 이중의 내포구조를 갖고 있다. 먼저 ože to로 시작하는 절(ože to ... 
dělę)은 화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언은 koli to 이하 문장 전체

(koli to.., pereęslav[ь]lě)에 해당한다. 이러한 화제-평언의 정보구조적 연관 관

계는 홑밑줄로 표시된 각 절의 두 번째 단어인 소사 to가 형태론적으로 표현

하고 있다. 둘째, 평언 내에서는 겹밑줄로 강조된 접속사 koli와 부사 tъgъdъ
가 조응하여 상관관계구문을 완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예문은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ože to ... [[ koli to ...] [tъgъdъ ...]]]. 
이때 접속사 ože나 소사 to의 사용은 이전 언어체계에 기인한 것이지만 접

속사 koli와 부사 tъgъdъ로 이루어진 상관관계구문은 새로운 문법에 의한 것

으로서 다소 복잡하지만 두 가지 규범이 한 문장 내에 선명하게 나타나있다. 
다시 말해 새로운 문법적 형태가 나타날 때 기존의 규범과 충돌하여 여러 

변이형을 양산할 수도 있지만 신구 규범이 충돌 없이 혼용될 수도 있다. 이

러한 변이형의 존재는 상관관계구문이 제한적 관계절의 발달과정에 있어 전

이적 단계에 속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4. 후치 관계문의 발달

상관관계구문의 전형적인 어순에 따르면 관계대명사 čto가 이끄는 관계절

은 주절, 즉 상관관계절에 선행한다. 이와 같은 어순이 어떻게 변화, 즉 후치

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인도유럽어 혹은 고대러시아어 시기에 있었던 어순의 

변화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사

변적인 추정에 그치기에 이 논문에서 다루지는 않기로 하며 그 대신 본 장

에서는 상관관계구문이 후치 제한적 관계절로 발달할 수 있었던 조건이 무

엇일지 구성해보기로 한다.
첫째, 지시(anaphora)에 관련된 조건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상관관계구문이란 

상관관계절의 지시대명사가 앞서 언급된 지시체와의 동일지시를 통하여 의미구

조를 완성한다. 이 때 극대화 의미(maximalizing semantics)라고도 명명되는 동

일지시란 조응되는 두 명사의 외연이 일치함을 전제로 한다(de Vries 2002). 하

지만 상관관계구문의 발달과정에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변이형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예문 26a에서 požьnja ‘농지’는 zemlja ‘땅’의 부분집합에 속할 



뿐 정확한 일대일 대응관계에 놓여있지는 않다. 그리고 예문 26b의 관계절에서 

čto는 moixь selъ와 moixъ slugъ, 두 지시체와 지배(생격) 관계에 놓여 있지만 

상관관계절의 지시대명사 tomu는 영문 해석 ‘그 곳에서는(there)’에서 보듯 전

자, 즉 ‘마을(selo)’만을 가리킨다. 상관관계구문의 전형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는, 이와 같은 선택적 혹은 부분 집합적 조응은 čto와 그 지배관계에 있는 

어휘명사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는 구성적 전제에 균열을 내는 

언어적 변화로 볼 수 있다.

(26)  a. čo jeste prikazali mně svoju zemlju
what:acc is:2pl ordered me:dat self's:acc earth:acc
noně  ospodo   podovalъ jesi     požni      
now  lord:voc  gave     are:2sg  fields:acc pl  
vašimъ zdorovьjemь8)

your:ins authority:ins
‘As to the land, with which you entrusted me, my lord, I 
gave the fields by your authority.’
(편지 №962, 15세기 중반, Zaliznjak and Janin 2009: 3-6)

     b.  a   čto budetь moixь  selъ      v Novъgorodьskoi
and what will be my   villages:gen in Novgorodian
volosti ili moixъ slugъ  tomu budi  sudъ 
volost:loc or my  servants:gen that:dat let be trial:nom 
bezъ perevoda
without extradition:gen
‘Whatever there will be of (or: As for) my villages in the 
Novgorod volost and my servants, for them let there be trial 
without extradition.’
(Dogovornye gramoty Novgoroda s tverskim knjazem 
Mixailom Jaroslavičem o vzaimnoj pomošči, Gramota 
tverskaja (Valk 1949: 13-14; Ickler 1981: 142, (210))

관계대명사 čto와 어휘명사 사이에 존재하는 구성적 전제가 약화될 수 있

던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전자가 개체가 아닌 술어적 사건을 지시할 때 어휘

적 명사가 수의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시대명

8) 본 예문의 해석은 i) 조동사 jesi가 jesmь를 잘못 쓴 오기이며 ii) zdorovьje가 ‘건강’
이 아닌 ‘권위’ 혹은 ‘힘’을 나타내고 iii) prikazati에 토지를 위임하라는 명령이 함
의되었다는 Zaliznjak and Janin(2009)의 가정을 따른다. 



사는 아니지만 직시적 대명사 zdě ‘여기’를 상관관계절에 사용한 예문 27에

서 언어 소통의 참여자 간의 상황에 대한 암시적 지시로 인해 어휘적 명사

가 나타나지 않는다. 

(27)  cto pozvalъ tebe sava  
what:nom called you:acc Savva:nom 
zdě su[du] nět[ь]
here court:gen no
‘As to the fact that Savva summoned you (to the court), 
there is no court here.’
(편지 №14, 15세기 초반, Zaliznjak 2004: 646)

   
이와 같은 변화에 의해 k-단어가 어휘적 명사 없이도 독립적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예문 28a의 kotorъ는 형용사로서 피수식 명사가 존재해야 하지만 독

자적으로 쓰이고 있고 예문 28b에서는 ketъ(kto ‘누군가’)가 보어 없이 쓰이고 

있다. 이처럼 k-단어만을 사용하여 상관관계구문의 관계절을 형성할 수 있게 

되면서 상관관계대명사를 이용한 동일지시가 아니라 통사적 공백(gap)을 통하

여서도 관계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28)  a. kotorъ    ostalisę i   ti     xotę    žalubi 
 which:nom remained and they:nom want:3pl complaint:gen

‘Any one who remained, they want a complaint (i.e., they 
want to be felt sorry).’ 
(편지 №301, 15세기 초반, Zaliznjak 2004: 667)

      b. ketъ ti   bъrъže poidetь vъ gъrъdъ
who:nom ptc earlier comes in city:acc
k(ъ) tъmou že pristavi kъne
to that:dat ptc attach:imp horse:acc
‘Any one who comes earlier than everyone else, give a 
horse to him.’ 
(편지 №891, 12세기 초반, Zaliznjak 2004: 314)

필자는 čto와 어휘명사 사이의 결합의 약화로 인하여 k-단어가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결국 어휘적 공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피수식어 

뒤에서 수식의 기능을 하는 후치 관계문(예문 29)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가정한다.



(29) a. da  vozmi   u Grigorii   polo rublja  
  and take:imp from Grigorij:gen half rubl':gen 

cto   Sidoru sulilь
rel   Sidor:dat promised
‘May you take from Grigorij a half ruble that he promised 
Sidor.’ 

 (편지 №260, 14세기 후반, Zaliznjak 2004: 605-606)
    b. to li tvoę   bologodětь mně 

that:nom whether your   mercy:nom me:dat
[c]ьto mi suli
rel me:dat promised
‘Isn't this your mercy toward me that you promised me?’ 

 (편지 №1031, 12세기 중후반, Zaliznjak and Janin 2013: 11-12)

마지막으로 예문 29b를 후치관계문 발달의 매우 중요한 단계로 볼 근거로는 

문두에 등장하는 지시대명사 to의 존재를 들 수 있다. 만약 이 문장이 역전되

어 [c]ьto-절이 선행하고 지시대명사 to가 이끄는 절이 후치하게 되면 상관관

계구문의 문형이 완성된다. 이와 같은 구문의 도치가 예문 29b와 같은 의문문

의 구성형식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의문대명사와 같은 형태인 관

계대명사 [c]ьto가 문장 중간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이러한 설명도 구문의 도치 

현상을 설명한다고 할 수는 없다. 
 
 

 5. 나오며 

본 논문은 러시아어의 상관관계구문이 제한적 관계문의 통시적 발전과정의 

과도기적 단계로 기능하였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여 통시적 발전과 변이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인도유럽어 비한정 대명사와 어휘적 명사의 주술 

혹은 상보적 관계에서 시작한 구문이 k-단어의 [WH] 자질의 강화와 양화성의 

약화에 따라 문두로 이동하면서 상관관계구문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추후 연구과제를 제시하면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필자

의 비한정적 대명사 기원 가설은 슬라브어 이외의 인도유럽어에 대한 비교언

어학적 통시적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 함은 말할 나위 없다. 러시아어 언어 

내적으로 보아도, PPC에서 IPC로의 명백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3장에서 살



펴본 (상관)관계구문이나 복문 형성법의 변이는 고대러시아어 시기에 시작하

여 근대러시아어 시기에도 관찰되는 등 매우 긴 시간에 걸쳐 규범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변이의 편재성과 변화의 방향성이라는 상호대립하

는 두 가지 가정에 대한 이론적인 논의 역시 차후에 보다 심도있게 다루기

로 한다. 셋째, 상관관계구문이 현대러시아에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

실은 구문의 과도기적 성격에 배치된다기보다는 본 구문이 화제와 평언으로 

이루어지는 러시아어의 정보구조에 부합하기에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이를 확증하기 위해서는 심도있는 화용론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관관계구문에 초점을 둔 본 논문은 k-단어 중 

čto에 한정된 논의를 진행하였지만 보다 넓은 범위에서 쓰이는 관계대명사 

kotoryj가 언제부터 어떻게 čto를 대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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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achron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Correlative Construction 
and Its Variations 

Kwon, Kyongjoon*

This paper reconstructs the diachron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correlative 
construction, which is crucially assumed to have formed an intermediate stage in 
the development of the postposed restrictive relative clause. It is argued here as 
an initial stage that the indefinite, not interrogative, usage of the Indo-European 
pronoun *kwi-/kwo- should have constituted a small-clause like phrase with a 
lexical noun. As a k-word (an equivalent to a wh-word) čto is obtaining a [wh] 
feature and losing a quantificational force inherent in the indefinite sense, it 
may well be fronted to a sentence initial position, where a clause is to be 
typed either as interrogative or as topic-initial construction. The proposed 
diachronic scenario has several significant theoretical implications. First, the 
structure in Stage I supports the claim that case interpretation and case 
valuation can be separated. Second, a quantification force in k-words motivate 
the budding stage of the correlative construction. Third, two prominent features 
in k-words, namely [wh] and quantificational, are distinct, one being primary 
and the other periph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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