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표 이론과 학습자 코퍼스를 통한

 -ь 명사의 문법적 성 습득 연구*

이 수 현

- 개요 - 　
본 논문은 -ь 명사의 문법적 성 선택에서의 동인과 습득 양상에 관한 연

구이다. 논문에서는 코퍼스 오류 분석과 유표 이론에 근거한 실험 연구를 병
행하여 러시아어 원어민 화자와 L2 학습자의 문법적 성 선택의 양상을 분석
했다. 그 결과 형태 일치 범주인 러시아어의 문법적 성은 -ь 명사의 성 선택
에서도 형태에 의해 동기화된다는 것, 요컨대 유표성의 관점에서 -ь 명사는 
무표적으로 여성 명사이며, 남성 명사는 어휘 수와 사용빈도에 따라 형태적
으로 남성을 표지하거나(-tel’, -ar’), 어휘 개별적으로 남성을 유지하거나
(gost’, den’, uroven’ 등), 무표적인 여성에 흡수된다는(stepen’, gortan’ 등) 것
을 확인하였다. 습득의 관점에서 원어민 화자는 무표적으로 -ь 명사를 여성 
명사로 인식하고, 남성 명사를 유표적으로 습득한다. 반면, L2 학습자는 -ь 
남성 명사와 여성 명사를 목록 열거식으로 학습하는 까닭에 고급 수준에 이
르러서도 -ь 명사와 관련한 일치 오류가 현저하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표성에 기반한 -ь 명사의 교수법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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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러시아어 연구에서 전통적인 문법 기술의 대안으로 코퍼스 분석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Аброскин 2009; Воейкова 2009; Апресян 2005; Гришина 
2005 등). 특히, 러시아 언어학계는 러시아어 국가 코퍼스(www.ruscorpora.ru)
를 활용한 새로운 러시아어 문법서(www.rusgram.ru)의 기술을 통해 코퍼스가 

현대 러시아어의 특이 현상과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의 수준을 넘어 그 자체

로 언어 연구의 유용한 도구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 발맞춰 

러시아어 문법 기술의 완성을 위한 새로운 도구로서의 학습자 코퍼스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Рахилина 2016). 언어 습득자/학습자의 오류를 통해 언

어 습득의 과정을 규명하는 것, 다른 모어권의 오류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보

편성과 특정성을 통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하여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이 러시아어 학습자 코퍼스 구축 작업과 연구에 참여하고 있

다. 본 논문 역시 이러한 학습자 오류 코퍼스 구축을 위한 한국인 학습자의 

문어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급 수준의 한국인 학습자에게서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ь 

명사의 성 선택의 일치 오류의 발생원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코퍼

스 오류 분석과 함께 유표 이론에 근거한 실험 연구를 진행했다. 논문에서는 

먼저, 연구의 형식적·기술적 틀인 코퍼스와 내용적 틀인 유표 이론을 소개하고

(2장), 이를 바탕으로 정보제공자 비교실험을 통해(3장) 확인한 -ь 명사의 문

법적 성 선택의 습득 양상을(4장) 고찰하고 있다. 

2. 연구의 방법론

본 논문에서는 유표 이론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했으며, 코퍼스 분석과 

실험 분석을 형식적 틀로 삼았다. 코퍼스 분석에서는 두 종류의 코퍼스가 상

보적으로 활용되었다. 현재 구축되고 있는 러시아어 학습자 코퍼스의 오류가 

1)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의 선행 연구들과의 일관성을 위해 ‘러시아 국립 코퍼스 
(Русский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пус)’라는 명칭 대신에, ‘러시아어 국가 코퍼스 
(Национальный Корпу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라는 고유명사로 적고 있다. 



ь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게 했다면, 러시아어 국가 코퍼스(이하 НКРЯ)
의 방대한 자료는 연구의 가설 수립과 검증을 위한 객관적인 통계치를 제공

해 주었다. 가설의 검증에는 실험 연구가 병행되었는데, 실험 연구에서는 러

시아 원어민과 고급수준의 러시아어 학습자를 정보제공자로 하여 -ь 명사의 

문법적 성 선택의 경향을 확인했다.
연구 방법론을 기술하는 본 장에서는 논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코퍼스 규모나 접근 측면에서 초기 단계인 러시아어 학습자 코퍼스의 구축 

목적과 현황을 소개하고, 논문의 내용적 틀이라 할 수 있는 유표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실험의 구체적인 설계방법은 별도로 3장에서, 실험의 결과와 

코퍼스 분석은 4장에서 각각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2.1. 러시아어 학습자 코퍼스 

학습자 코퍼스란 외국어로서의 러시아어 학습자(Second Language, L2 학

습자)와 소위 계승어 화자들(Heritage Language, HL 학습자), 즉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이민 가정의 자녀들이 생산한 언어 텍스트의 모음을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학습자 코퍼스에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통사·의미·화용적 

오류가 포함되며, 이러한 ‘비표준적’ 화자의 오류는 언어 이론 연구뿐만 아니

라 언어 습득이나 효과적인 러시아어 교수법 연구에서 활용도가 크다.2) 일반

적으로 코퍼스 연구는 코퍼스의 양적 규모를 전제하지만, 학습자 코퍼스 연

구는 오류의 양적 패턴보다는 개별 오류와 모어와의 관계, 발생 원인, 타 언

어권 학습자 오류와의 비교 등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료의 수집 

단계에서부터 분석 연구를 병행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띄어쓰기 없이 쓰는 ‘러시아어학습자코퍼스(Русский учебный 

корпус, http://www.web-corpora.net/RLC, 이하 RLC)’는 러시아 고등 경제 대

학 산하 러시아어 센터의 코퍼스 연구팀을 중심으로 여러 언어권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구축하고 있는 온라인 코퍼스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이다.3) RLC는 

2) Mustajoki et al.(2010)는 모국어 화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화자를 ‘비표준 
러시아 화자(non-standard Russian)라고 부른다.

3) 2018년 1월 현재, RLC에 참여하는 연구자/팀은 주언어(dominant language) 기준으
로 모두 13개이다: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독일어(스위스에서 통용되는 독일어 
포함), 미국영어, 세르비아어, 스웨덴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카자흐스탄



홈페이지의 소개 글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러시아어 비표준 화자의 구

어와 문어 자료를 담고 있다. 코퍼스 검색은 어휘 및 문법 자질을 통해 할 

수 있고, 표준 러시아어와 구별되는 다양한 형태, 가령 정자법의 경우에는 

어휘·구문 차원의 오류를 통한 검색도 가능하다. 코퍼스에서 제공하는 언어

분석과 주석 태그는 샘플 검색과 테스트를 통해 주 언어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여 완성됐으며, 코퍼스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

정·보완되고 있다.4) 다음은 RLC 홈페이지에 관리자로 접속한 화면으로서, 
2018년 2월 현재 코퍼스 관련 통계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5)

 <화면 1> 2018년 2월 현재, 러시아어학습자코퍼스 통계 자료 

<화면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월 2월 현재, RLC에는 우리나라 학습

자의 쓰기 자료 197개가 포함되어 있다.6) RLC는 대중적인 코퍼스로 활용되

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한국어. 
4) RLC 구축 과정과 태그 연구에 대해서는 이수현(2015)를 보라.
5) 연구자는 2016년 12월 러시아 문학회 정례 학술대회에서 “러시아어학습자코퍼스 

구축과 활용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연구과정을 구두 발표했다. 당시와 비교하
여, 코퍼스 구축에 참여하는 연구자/팀이 주 언어 기준 9개에서 13개로, 수집된 
텍스트는 3764에서 6387로 증가했다.

6) RLC는 L2 학습자와 HL 학습자의 말과 글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인 



ь 

기에는 아직 그 규모가 매우 작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류분석은 데

이터의 양적 크기에 제한을 덜 받기 때문에 코퍼스 작업과 병행하여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는데 활용되고 있다.7) 

2.2. 유표 이론

언어 연구에서 유표성(markedness)이라는 용어는 프라그 학파의 음운론 연

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음운을 정의하기 위해 제안

된 유표성은 변별 자질의 있고 없음을 뜻하는 대립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8) 
이후 변형생성문법을 비롯한 통사론, 형태론, 의미론, 화용론 등 언어학 분

야, 교육학, 문화·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됨에 따라 유표와 

무표에 대한 개념과 범위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ь 
명사의 성 선택의 문제에서 살피게 될 유표/무표는 언어 습득의 자연발생적 

개념과 외국어 학습에서의 유형학적 관점의 두 가지로 나눠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자연발생적 습득의 차원에서의 유표/무표를 논할 수 있다. Chomsky 

(1981)에 따르면, 언어의 규칙은 핵심 문법(core grammar)과 주변 문법(peripheral 

학습자의 코퍼스는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따라 문어 자료에 국한되며 대부분의 
자료는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강사군 또는 러시아 체류 3년 이상의 
고급 수준의 학습자의 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7) 2016년부터 러시아 고등 경제대 주관하에 러시아어학습자코퍼스 관련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올해는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 동안 “세
계 속의 러시아어”라는 제목으로 4월 국제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학회의 일정 참석
자, 발표된 논문 등은 학술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web-corpora.net/ 
RLC/conference).

8) Trubetzkoy(1939)가 음운론에서 처음 사용한 유/무표는 +(positive)와 -(negative)의 
등가적 관계인 균등대립의 개념이었다. 그러나 이후 유표성에 대하여 +와 - 관계
가 아닌 +(positive)와 ∅(default)의 결핍 대립(privative opposition)으로의 정의가 
사용된다. 이러한 유표성의 비대칭적 대립관계는 Jakobson(1957)의 후기 용어 정
의에 따른다. 유표는 자질 a의 존재를 언급하지만, 무표는 자질 a를 언급하지 않
음으로써 자질 a의 부재뿐만 아니라 존재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가령, 직업을 나타내는 대표 명사는 대개가 남성이며, 유표적으로 표현되는 여성
을 포함한다: преподаватель(/преподавательница) ‘교사(/여교사)’, поэт(/поэтесса) 
‘시인(/여류시인)’; chairman(/chairwoman) ‘의장(/여의장)’, spokesman (/spokeswoman) 
‘대변인(/여대변인)’ 등. 



grammar)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득적인 핵심 문법은 일반적이고 무표적인 규

칙으로 도출되는 데 반해, 습득을 통해 얻게 되는 주변 문법은 유표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문법적 성이라는 동일한 범주 안에서의 유/무표적 습득/학습

을 다룬다는 점에서 제한적이지만, 무표적인 것은 일반적이고 기본적으로 습

득되고, 유표적인 것은 예외적이고 주변적으로 학습된다는 점에서 촘스키의 

유/무표의 개념과 유사하다. 요컨대, 자연발생적으로 유표는 무표적인 것을 

전제하며, 언어 습득과정에서 일반적인 것은 무표적으로 습득하고, 예외적인 

것은 유표적으로 학습한다: 유표적인 범주는 무표적인 범주에 비해 더 늦게, 
더디게 학습된다.9) 

두 번째로 외국어 학습에서의 유표성의 정의를 보자. Eckman(1977: 315)의 

유표성 차이 가설(Markedness Differential Hypothesis)에 따르면, 외국어 습득

의 어려움은 언어 간의 차이보다 유표성의 정도에 기인한다: a. 모국어와 다

르고 모국어보다 더 유표적인 목표어 범주는 학습이 어려울 것이다, b. 모국

어보다 더 유표적인 목표어 범주의 상대적인 난이도는 상대적인 유표성에 상

응할 것이다, c. 모국어와 다르지만 모국어보다 덜 유표적인 목표어 범주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때의 유표성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어떤 언어에서 A의 존재가 B의 존재를 함축하지만, B의 존재는 A의 존
재를 함축하지 않는다면, 현상 A가 현상 B보다 더 유표적이다(Eckman 
1977: 320).10) 

우리말과는 달리 러시아어는 남성과 여성을 문법적으로 구별하며, 자연적 

성이 없는 대상도 남성, 여성, 중성으로 분류하는 문법적 성을 갖는다. 위의 

정의를 러시아어의 문법적 성 범주에 적용시켜 보면 러시아어의 성 범주는 

9) 단수를 먼저 개념화하고 복수를 습득한다거나 현재를 과거나 미래 시제에 비해 쉽
게 학습하는 것, 의문문이나 명령문보다 평서문을 먼저 배우는 것 등은 언어 범주 
규칙의 유표성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단수에 복수 표지가 덧붙여지거나(책/+들, 
book/+s), 긍정이 부정이 되면 부정의 접두사나 소사가 덧붙여지는 것처럼
(happy/unhappy, 좋아/안 좋아, 좋아하지 않는다) 유표는 대개 무표적 범주보다 형
태적으로 더 복잡하다. 

10) “A phenomenon A in some languages is more marked than B if the presence of 
A in a language implies the presence of B; but the presence of B does not imply 
the presence of A.” 



ь 

우리말의 자연적 성을 함축하지만, 역으로 우리말의 자연적 성은 문법 범주

로서의 러시아어의 성(gender)을 함축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형학적 관점에서 

러시아어의 성 범주는 우리말과 비교하여 더 유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에크만의 유표성 차이 가설에 따르면, 러시아어는 우리말보다 성 범주가 

유표적이다. 그러나 러시아어의 문법적 성은 학습과 습득에 매우 용이한데, 
이는 러시아어의 문법적 성이 ‘대체로’ 형태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이다(러시아

어의 문법적 성의 형태 일치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가령, 
형태적으로 -а 어미를 갖는 명사는 제 2곡용식을 가지며 여성 명사로 분류된

다. 러시아어 화자(/학습자)는 이것을 여성 명사의 일반적인 유형, 즉 무표적

인 것으로 습득(/학습)한다. 이후, 제 2곡용식을 따르지만 남성 일치를 하는 

папа, дядя 등의 어휘를 유표적으로 습득(/학습)한다. 가령, мой папа ‘나의 

아빠’, твой дядя ‘너의 아저씨’, моё имя ‘나의 이름’과 같이 -а 어말어미가 

남성 일치나 중성 일치를 하는 경우에 각각 문법적 성(여성 형태)과 자연적 

성(남성)이 충돌할 때는 자연성을 따른다든지, -мя로 끝나는 단어는 중성이라

는 식의 설명이 추가된다. 이렇듯, 유형학적 관점에서의 문법적 성이라는 언

어 간 유표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а 명사 유형은 무표에 기반한 유표적 

일치 유형을 추가함으로써 학습자의 일치 오류가 초급단계에서 비교적 쉽게 

교정된다. 이와는 달리 -ь 명사의 일치 오류에서는 고급 수준의 학습자에게

서 발견되는 문법 오류의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교정에 어려움이 따른다. 
논문에서는 -а 명사와 달리 -ь　명사의 성 선택이 어렵게 학습되고, 높은 수준

의 언어 구사력을 갖는 학습자에게서도 지속적으로 오류가 나타나는 원인을 

살펴보고 오류 양상을 개선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수법에 대하여 고찰해 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코퍼스에 기반한 통계자료와 정보제공자의 비교 실험

을 통해 -ь 명사의 문법적 성 선택의 오류가 무표 범주를 기반으로 하는 원

어민 화자의 언어 습득과 구별되는 L2 학습자의 언어 학습 방식에 기인한다

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3. 코퍼스 분석과 정보제공자 비교실험

3.1. 일치 형태 범주로서의 성

전통적으로 문법적 성은 이른바 일치 범주와 관련하여 고찰되었다. Зализняк 
(1967)에 따르면, 일치 범주(согласовательный класс)란 통사적으로 연결될 때 

형용사, 지시대명사 등 모든 종류의 수식어에 대하여 명사와 일치된 어형을 

요구하는 결합성을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어 표준 문법(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Шведова, Н. Ю. и др.(ред.) 1982: 466, 483-484)은 명사의 

성은 단수 격 어미 곡용 체계를 통해 형태적으로 표현된다고 기술한다. 현대 

러시아어에는 세 가지 곡용식이 있으며, 곡용식 유형은 단수 격 형태로 

구분된다. 제로 어미인 남성 명사(стол, конь, край, нож, шалаш, мяч, 
товарищ)와 -о 어미를 갖는 중성 명사(окно, ружьё, поле)는 제 1곡용식에 

속한다. -а 명사는 제 2곡용식에 속하며, 연자음 어말을 갖는 명사와(ткань, 
кровать) -ь를 갖는 쉬음(шипящие) 명사는(мышь, ночь, рожь, мощь) 
제3곡용식에 속한다.11)

쉬음에 사용된 -ь 명사는 쉬음이 항상 경자음이거나(ж, ш) 연자음이라는(ч, 
щ) 점에서 소리 측면에서는 잉여적이지만, 형태적으로 여성이라는 문법적 성

을 표지하는 기능을 한다. 반면, 어말 연자음 표지인 -ь 명사는 제 3곡용식에 

속하는 여성 명사이거나 제 1곡용식에 속하는 남성 명사이다(большая дверь 
‘큰 문’, хороший словарь ‘좋은 사전’). 따라서 곡용식 유형에 대한 지식이 

없이 -ь 명사의 주격 형태만으로 문법적 성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

다(여성 тень ‘그늘’ vs. 남성 день ‘하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와 일부 어휘에서 확인되는 성 선택의 변화를 

통해 유표적 관점에서의 성 선택의 동인에 대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1. 20세기 초 편람에는 성 선택에서 변동성을 보이는 어휘들이 55개 

기록돼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현대 러시아어에서 어미 고정성을 갖게 되었다 

(Савчук 2011: 632-633).12)

11) Плунгян(2000)은 러시아어 표준 문법의 분류와 달리 여성 명사의 대부분을 차지
하는 -а 곡용식을 제 1곡용식으로, 제로 어미 남성 명사와 중성 명사를 제 2곡용
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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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남성 연자음 유형 (33개): антресоль м//антресоль ж, бутыль, ж// 
бутыль, м(неправ.), виолончель, м(стар.)// виолончель, ж, госпиталь, м// 
госпиталь, ж(стар), капель, ж//капель, м(очень редко), карусель(стар.)// 
карусель, ж, ковыль, м//ковыль, ж(стар.), контроль, м//контроль, ж 
(редко), миндаль, ж//совр. миндаль, м, модель, м//совр. модель, ж, 
опухоль м//опухоль ж(прав.), параллель, м(редко)//параллель, ж, профиль, 
м//профиль, ж(стар.), сераль, ж//совр. сераль, м, шаль, м//совр. шаль, ж 
и др.

b. 남성 경자음 유형 (14개): диагонал//диагональ, одеколон//одеколонь 
(стар.), подклет//подклеть, накип / накипь(прав.), подпис / подпись, 
полын / полынь, приме’с//при’месь, проруб(юж.)//прорубь, протор, 
протора (прото’ры и у…бытки)//проторь (про’тори и у…бытки) и т. д.

c. 쉬음 유형 (8개): бреш, м(редко)//брешь, ж, бреша(стар.), 
брошь//брош(непр.), душ, м//душь, ж, поташь, ж / поташ, м, светочь// 
совр. светоч, харчь, ж//совр.харч, м, ераралаш и ералашь, спич, м// 
спичь, ж(редко).

2. 언어의 변화 과정에서 연자음 어간을 갖는 일련의 명사의 성이 남성에서 여성

으로 바뀌었다: степень ‘등급’, гортань ‘후두’, печать ‘도장’ 등(Сичинава 2011).

(1) И сие то есть самый высочайший степень совершенства, которого 
достигнуть стараться должно. ‘이것은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완
성의 가장 높은 단계이다.’ [Екатерина II. Наказ Комиссии о составлении 
проекта нового Уложения (1767)](http://rusgram.ru/Род. 검색일: 2018.01.15) 

3, 러시아어 코퍼스 문법은 Мучник(1971)을 인용하여 특징적인 접미사 형

태를 통해 대다수 명사는 형태적 성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기술한다(가령   

-тель은 남성, -ность는 여성).

Савчук(2011)을 통해 -ь 명사를 비롯하여 러시아어 명사에서 남성과 여성 

간에 불안정성을 갖던 어휘들이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하나의 성으로 고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비표준어, 혹은 고어형으로 인식된 형태는 사라지고 보다 

활발하게 사용되던 곡용식의 형태로 성이 고정되었다. 남성과 여성 사이의 

12) Савчук(2011)에서는 м2//ж8(33), м1//ж8(14), м4//ж8(8) 등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논문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 발췌하고 이름을 붙여 편집하였다.



성의 변동성이 음성학적으로 동일한 제로 어미인 c유형은(спич vs. спичь) 
어휘의 성이 확정됨에 따라 현대 러시아어에서 제1곡용식을 따르는 남성과 

제3곡용식에 속하는 여성이 -ь의 유무로 형태적으로 구별된다. 반면, 경/연음

성으로 성을 구별하는 b유형은(подпис vs. подпись) 경자음으로 고정되면 남

성 명사가 되고, 연자음으로 고정되면 여성 명사가 되었다. 여기에 속하는 

명사들 역시 통시적 변화를 모른다면 주격 형태만을 보고 성을 알기 어렵다. 
발음은 물론 철자까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a유형은 경험적 학습을 통해서

만 성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Сичинава(2011)의 예는 과거 남성이던 -ь 명사가 여성으로 성이 바뀌었다

는 점에서 남성과 여성이 혼용되다가 하나의 성으로 고정된 Савчук(2011)의 

예와 구별된다. 예문(1)은 18세기 코퍼스로 степень이 남성 명사 일치를 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이 바뀐 명

사들은 있지만, 그 역의 경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Мучник(1971)은 특정 성에서 자주 나타나는 접미사 형태를 통해 -ь 명사

의 성 선택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각각 사람을 나타

내는 형태 접미사 -тель은 남성을, 추상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형태 접미사인 

-ность는 여성을 지시한다. 
위에서 언급한 논문은 일부 -ь 명사에서 발생한 현상들에 대한 연구이지

만, 논문에서 다룬 언어 변화가 함축하는 내용을 통해 -ь 명사의 문법적 성 

선택과 변화에 대한 몇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설의 검

증과 러시아어 화자와 고급 수준의 한국인 러시아어 학습자 사이의 성 선택

의 경향과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코퍼스에 기반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 

3.2. 코퍼스에 기반한 실험 설계

유표 이론과 앞 장에서 인용한 연구를 통해 보편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몇 

가지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가. -ь 명사에서 독립적 곡용식을 갖는 -ь 여성형이 제 1곡용식의 연음 
변이형인 -ь 남성형보다 어휘의 수나 사용빈도 면에서 더 무표적이다.

나. 형태적 일치범주인 러시아어의 문법적 성은 -ь 명사의 성의 선택에서
도 형태에 영향을 받는다(상기 1과 관련)



ь 

작품(작가) 수록어휘 수 -ь명사 개수

Азазель(Акунин Б.) 4단계 2300 34(여), 9(남) 

Девушка из хорошей семьи(Довлатов С.) 5단계 3000 33(여), 7(남) 

 어말 자음 형태(어휘 수)

여성 명사

(240/310)

-ть(179개: -ность(110)/ -сть(61)/ -ть(8)), 
-ль(20), -нь(15), -вь(4), -сь(4), -дь(4), -зь(4), -бь(1), -пь(1), -рь(1), 
-чь(3), -щь(2), -шь(1), -жь(1). 

남성 명사

(70/310)
-сть(1), -ть(2), 
-тель(35), -ль(15), -рь(10), -нь(5), -дь(1), -сь(1).

다. 조건이 갖춰지면 유표형은 무표형에 흡수된다(상기 2와 관련). 
라. 유표적 형태가 사용빈도와 분포에서 압도적일때, 유추에 의한 범주 

선택의 재해석이 일어난다.(상기 3과 관련) 

먼저, 오프라인과 온라인 코퍼스를 이용한 -ь 명사의 형태별 어휘 수 조사

와 사용빈도 사전조사를 통해 가설 <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현대 러시아어

에서 사용되는 -ь 명사의 성과 형태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L2 학습자를 

위한 독서용 학습 교재에 수록된 -ь 명사의 어휘 수를 비교했다.13) 

<표 1> L2 학습자를 위한 편집교재

코퍼스 조사 1은 L2 학습자를 위한 교과서라는 점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기본 어휘 가운데서의 -ь 명사의 남성과 여성 어휘의 단어 개수를 보여준다. 
코퍼스 조사 2는 НКРЯ에서 검색한 -ь 명사의 남성과 여성의 어휘 비율이다. 
НКРЯ에 -ь 명사로 검색한 문서 중 처음 70개 문서에서 확인한 -ь 명사의 

수는 총 310개로, 이중 남성 명사는 70개, 여성 명사는 240개였다.

<표 2> 러시아어 국가 코퍼스 예비검색

НКРЯ에서의 검색 자료인 <표 2>는 실제 러시아어 화자의 텍스트에서 나

13) <Библиотека Златоуста>는 러시아 단편문학을 편집한 외국인 학습용 교과서를 
출판하고 있다. 교재는 1단계 760 어휘, 2단계 1300 어휘, 3단계 1500 어휘, 4단
계 2300 어휘, 5단계 3000 어휘로 구성된다.



단편 편집본 4단계 여성 79% 남성 21%

단편 편집본 5단계 여성 82.5% 남성 17.5%

사용빈도 여성 77.4% 남성 22.6%

타나는 남성과 여성 명사의 형태별 어휘의 분포를 대략적으로나마 보여준다. 
다음은 학습자용 텍스트와 러시아어 화자의 텍스트에서 사용되는 -ь 남성 명

사와 여성 명사의 어휘 비율이다.

<표 3> -ь 명사의 남성·여성 명사 어휘 비율

<표 3>에서와 같이 -ь 명사의 어휘는 여성 명사가 남성 명사에 대략 8:2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즉, 러시아어 화자는 형태 어휘 분포 면에서 훨

씬 많은 수의 여성 명사에 노출된다. 
본 논문의 관점에 따르면, 독립적인 일치 곡용식을 갖지 않는 -ь 남성 명

사의 형태는 -ь 여성 명사에 대해 유표적이기 때문에 빈도 면에서 드물게 사

용되는 단어는 무표적인 여성 명사로 문법적 성이 흡수/재해석될 것으로 판

단된다. 3.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Сичинава(2011)는 실제로 -ь 남성 명사에

서 여성 명사로 성이 바뀐 여러 개의 단어가 있음을 지적했다. 
위의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상대적으로 어휘 수가 현저히 적은 -ь 남성 

명사를 대상으로 사용빈도 확인을 위한 코퍼스 검색을 진행하였다. НКРЯ에 

수록된 전체 코퍼스(115, 645개 문서, 23, 803, 881개 문장, 총 283, 431, 
966개 어휘) 가운데 -ь 남성 명사가 사용된 600개의 문서 (2003~현재)를 

검색하여 ‘~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접미사 -тель을 제외한 총 152개의 

어휘 목록을 작성했다: день(426)>...рубль(208)>путь(138)>...сентябрь(76)> 
...медведь(25)>..гусь(11)>....князь(5)>червь(4)>...голубь(1).14) 이것을 어말 형태별로 

다시 분류하여, 각각의 형태를 갖는 단어의 개수와 해당 어휘의 코퍼스 노출 

빈도에 따라 재분류를 하면 <표 4>와 같은 결과를 얻는다.

14) 여성 명사인 бездарь를 포함하여 모두 153개 단어가 검색되었다. бездарь가 남성 
명사로 분류된 것은 코퍼스 주석자의 단순한 입력 오류가 아닌 러시아어 
화자들의 성 선택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살피고 
있다. бездарь를 제외 한 총 152개의 남성 명사 중 빈도수 100회 이상은 6개, 
50회 이상은 100회 이상을 포함하여 13개, 10회 이상은 50회 이상을 포함하여 
46개였다. 전체 152개 단어 중 53개 단어가 한 번만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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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수 해당 어말 형태를 갖는 단어 (빈도)

-ль 70 рубль(208), контроль(114), кремль(84), автомобиль(69) 등

-рь 34 сентябрь(76), январь(63), декабрь(48), секретарь(44) 등

-нь 29 день(426), уровень(322), июнь(62), корень(31) 등

-дь  7 медведь(25), дождь(16), лебедь(11), господь(3) 등 

-ть  5 путь(138), гость(47), ноготь(7), коготь(3), локоть(3)

-сь  3 гусь(11), лосось(1), лось(1)

-зь  3 князь(5), ферзь(3), витязь(1)

-вь  1 червь(4)

-бь  1 голубь(1)

<표 4> -ь 남성 명사의 형태별 어휘 분포와 사용빈도 

<표 2>의 어휘 분포와 <표 4>의 단어 빈도수를 참고하여 원어민 화자와 

학습자에게 제공할 실험 단어 55개를 작성했다. 이중 24개는 현대 러시아어

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고(남성 명사 13개, 여성 명사 11개), 나머지 31개는 

논문의 가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성 선택에서 형태가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만든 대조어다.15) 실험은 현대 러시아어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에 

대한 것(a)을 포함하여 모두 여섯 가지 사항(a-f)을 통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나. 형태적 일치범주인 러시아어의 문법적 성은 -ь 명사의 성의 선택에서
도 형태에 영향을 받는다(1과 관련)

다. 조건이 갖춰지면 유표형은 무표형에 흡수된다(2와 관련). 
라. 유표적 형태가 사용빈도와 분포에서 압도적일때, 유추에 의한 범주 

선택의 재해석이 일어난다.(3과 관련) 
<상기 가설 재 기술>

15) визирь ‘터기 대신’, гусь ‘거위’, желудь ‘떡갈나무 열매’, коготь ‘날짐승의 
발톱’, миндаль ‘편도 열매’, противень ‘사각 팬’, путь ‘길’, слесарь ‘철 제조공’, 
студень ‘젤라틴’, упырь ‘흡혈박쥐’, ферзь ‘장기 여왕말’, щавель ‘수영즙’, 
янтарь ‘호박’; артель ‘협동농장’, бездарь ‘무능/자’, грань ‘각의 면’, ересь ‘이단’, 
окись ‘산화물’, педаль ‘페달’, постель ‘침구’, стрелядь ‘철갑상어’, трель ‘전음’, 
цепь ‘사슬’, шинель ‘외투’.



a.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의 변화가 있는가? (артель, бездарь)
b. 분포와 빈도 모두에서 남성과 여성으로 확연히 갈리는 -тель과 -сть의 

성 선택에서 동기화의 영향이 의미를 갖는 형태소인가, 아니면 어말의 형태

인가? 대괄호([ ])는 대조어.
    b-1 어말 *тель은 남성을 표지한다[уртель] vs. 남성접미사 -тель만 

        남성을 표지한다[мидава-тель, хирова-тель]16)

    b-2 사용빈도(гость)와 분포의 영향(대다수 여성 명사)은 어떠한가?
        [десть, жемнесть, фелость, шулсть] 
c. 어말 쉬음에서 -ь 형태의 영향은 유효한가? [керожь, печенчь]
d. 분포와 빈도 면에서 남성 명사가 압도적 다수인 -рь는 형태적으로 남성

을 표지하는가? [гвязрь, жарь, литурь, фуверь 등]
e. 사용빈도가 높은 특정 남성 명사의 어형은 남성 선택을 동기화하는가? 

[чертонь(огонь), чудень(день), вень(противень) 등]
f. 빈도와 분포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형태에서의 성 선택은 어떠한가?     

[мязась, киводь, колубь, люпь 등]

4. ь 명사의 성 선택

3장에서 설계된 -ь 명사 및 대조어 목록을 가지고 정보제공자 87명(러시

아어 원어민 화자 76명, 러시아어 L2 학습자 11명)을 대상으로 문법적 성 

선택을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고급 수준의 L2 학습자는 대학에서 러

시아 어학 수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강사를 대상으로 했다. 강사를 정보

제공자로 선택한 이유는 규범 문법에 훈련된 사람들이 단어의 성 선택에서 

어떤 요소에 동기화되는 지를 볼 수 있고, 실험을 통해 결과적으로 현재의 

교수법의 효율성 여부와 개선방향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16) -тель, -сть에서 -는 어말을 뜻하지만 맥락에 따라 형태소 경계를 뜻하기도 한다. 
형태소 경계가 없는 어말, 즉 어근으로만 이뤄진 어휘를 구별해서 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혼동을 막기 위해 *를 사용한다. 가령 *сть는　новость, *тель은 
метель에서와 같이 어근에 포함되는 어말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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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했기 때문이다. 설문지에는 실험 어휘 목록과 함께 성별, 나이, 출생

지(/L2 학습자의 경우에는 러시아 거주 기간) 등 메타정보도 포함되었

다.17)

원어민 화자의 성비는 남성 22명, 여성 52명이며 무응답 2명이다. 연령대

별로 10대 4명, 20대 51명, 30대 11명, 40대 4명, 50대 2명, 60대 이상 3명, 
무응답 1명이며, 이중 5명은 국내 거주자이다(원어민 대학강사 2명, 유학생 

3명). 정보제공자에게 어떠한 암시도 주지 않기 위해 어휘 목록은 코퍼스에

서 뽑은 실제 단어와 대조어를 무작위로 섞어 제공했으며, 모르는 단어는 

직관에 따라 성을 선택하도록 안내했다.18) 본 장에서는 정보제공자를 대상

으로 한 실험에서 나타난 실제 어휘에서의 성 선택의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특징적인 사항들을 살펴보고(4.1), 이를 대조어의 성 선택 결과와 

비교해 봄으로써 원어민 화자의 성 선택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유

의미한 사실을(4.2) 바탕으로 한국인 학습자의 -ь 명사의 일치 오류 발생의 

원인과 학습에서의 개선방향을 논의해보도록 하자(4.3).

4.1. 코퍼스 수록어에서의 성 선택 양상 

다음은 어휘 목록 가운데 현대 러시아어에 있는 단어들에 대한 원어민 화

자와 L2 학습자의 성 선택 결과다.

17) L2 학습자는 남성 5명, 여성 6명이며, 러시아 거주 기간은 1년 이하가 2명, 1년
이상 3년 이하가 1명, 3년 이상이 8명이다. 전공별로는 어학 전공자 3명, 문학 및 
문화 전공자 5명이다.

18) 정보제공자가 받은 설문지는 다음과 같은 안내글로 시작된다: Полученная 
информация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на только в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целях. Пожалуйста, 
заполните анкету, указав свой пол, возраст и место рождения. В пустых графах 
напротив слова укажите, пожалуйста, род (мужской(М) или женский(Ж)) 
данного слова. Если вы не знаете, что означает конкретное слово — это не 
страшно. Воспользуйтесь своей интуицией.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ваши ответы 
очень помогут в проводимом исследовании. 



 
원어민 화자 L2 학습자

남 여 ∅  정답율 남 여 ∅ 정답율

여 

성

명

사

артель  9 67   88.16%  5 6 54.55%
бездарь  69 7    9.21% 5 6 54.55%
грань 3 73   96.05% 4 7 63.64%
ересь 2 74   97.37% 6 5 45.45%
окись 1 75   98.68% 4 7 63.64%
педаль 2 74   97.37% 7 4 36.36%
постель  1 75   98.68% 2 9 81.82%
стерлядь 5 70 1 92.10% 5 6 54.55%
трель 4 72   94.74% 3 8 72.73%
цепь 4 72   94.74% 2 9 81.82%

шинель 3 73   96.05% 5 6 54.55%

남

성  

명

사

визирь 75   1 98.68% 8 3 72.73%
 гусь 75 1   98.68% 9 2 81.82%
желудь 76     100% 5 6 45.45%
коготь 76     100% 9 2 81.82%
миндаль 76     100% 6 5 54.55%
противень 73 3   96.05% 7 4 63.64%

путь 76     100% 11 100%
слесарь 76     100% 10 1 90.91%
студень 73 3   96.05% 9 2 81.82%
упырь 73 2 1 96.05% 8 3 72.73%
ферзь 73 3   96.05% 7 4 63.64%
щавель  74 2   97.37% 6 5 45.45%
янтарь 75   1 98.68% 8 3 72.73%

<표 5> -ь 명사의 문법적 성 선택 비교 
단위(명)

   
먼저, 위의 설문 결과를 통해 원어민 화자의 성 선택에서의 동기화 요인과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원어민 화자 대부분이 거의 모든 단어의 문법적 성

을 맞게 선택했다.19) 눈에 띄는 오답율을 보이는 артель과 бездарь는 형태의 

19) 원어민 정보제공자 가운데 러시아 외 지역인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
이나 태생이 각각 1명씩 있었다. 이들이 러시아어 원어민 화자가 아닐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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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표성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실제 여성 명사인 бездарь는 

정보제공자 76명 중 69명이 남성으로의 틀린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

례적이며 ‘조건이 갖춰지면 유표형은 무표형에 흡수된다’는 <가설 다>를 상

기시킨다. 그간의 선행연구에서는 -ь 남성 명사가 여성 명사로 성이 바뀐 경

우에 대해 자주 지적이 되었다. 반면, 두 개의 성으로 함께 쓰이다 남성 명

사로 고착된 경우는 있지만, 원래 여성 명사가 남성 명사로 바뀐 경우에 대

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는 분포 면에서 드문 형태를 갖는 남성이 유표형으

로 인식 돼 무표적인 여성 명사로 흡수된 반면 그 역의 경우는 없었기 때문

으로 추정된다. 가령, 중성을 표지하는 -о 형태는 습득 면에서 -о 남성명사에 

대해 무표적이다. 때문에 중성에 무표적인 -о 어미 형태가 원어민 화자로 하

여금 горячий кофе ‘따뜻한 커피’ 대신 горячее кофе로의 중성 선택을 동기

화한 것처럼, 언어 사용자는 규범과는 별개로 익숙한 형태로 선택하는 경향

성을 갖는다.20) 
설문에서 90% 이상의 원어민 화자가 남성 명사로 인식한 бездарь는 표준 

문법서 및 사전에 여성 명사로 분류되어 있다.21) 반면, НКРЯ에는 여성 명사 

및 남성 명사로의 사용 모두 검색되었다. 즉, 아직 표준 문법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설문 결과나 코퍼스의 검색 결과와 같이 상당히 많은 러시아인들

이 бездарь를 남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견 지금까지의 본 

논문의 주장, 즉 습득과 형태에서 유표형인 남성 형태가 형태와의 상응에서 

더 무표적인 여성 명사에 흡수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례로 보인다. 그러나 만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정보제공자는 남성 명사뿐만 아니라 
окись를 제외한 여성 명사 모두를 남성으로 선택했으며(이를 제외하면 постель의 
정답율 100%를 비롯하여 여성 명사의 정답률이 약 1.31%씩 높아진다), 카자흐스
탄 출신 정보제공자는 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 선택을 하지 않았다. <표 5>
의 무응답은 모두 카자흐스탄 출신 정보제공자의 답이다. 이들의 설문을 제외하면 
артель과 бездарь를 제외한 남성과 여성 명사의 정답율에서의 차이는 미미하다. 

20) кофе는 남성 명사이지만, 2009년 9월 1일자 러시아어 표준 규칙 개정 
교육부령에 따라 남성뿐만 아니라 중성도 사용된다. 이 개정에 따르면 “договОр”, 
“дОговор”; “по срЕдам”, “по средАм”; “йОгурт”, “йогУрт” 로 강세 위치가 
다른 두 경우 모두 표준 발음이 된다. 

21)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Ушакова ‘우샤코프 해설 사전’,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Ожегова 
‘오줴코프 해설 사전’,  Толковый словарь Кузнецова ‘쿠즈네초프 해설 사전’, 
Малый академ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아카데미 소사전’, Граммат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Зализняка ‘잘리즈냑 문법 사전’. 



약 원어민 화자들에게 -рь 형태와 성의 상응에서 특정한 이유로 인해 남성 

명사로의 유추가 강하게 작용한다면, 이러한 특이한 환경에 대한 기술과 함

께 <가설 다>는 유효할 것이다. 
상술한 <표 4>의 -ь 남성 명사의 형태별 어휘 분포와 사용빈도에 따르면, 

-тель과 -рь 형태는 여성 명사가 우위를 갖는 -ь 명사의 다른 어말 형태들과 

달리 어휘 수나 사용빈도 면에서 남성명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실제로 -рь 
형태는 여성 명사의 경우 어휘 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사용빈도가 높은 дверь 
‘문’를 제외하고는 대개가 쓰임이 낮은 단어들이다(корь ‘홍역’, тварь ‘생물’, 
утварь ‘세간’ 등). -рь 남성 명사, 특히 어원상 대개가 차용어인 -арь 형태를 

갖는 남성 명사는 다양한 일상어, 가령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словарь 
‘사전’, 달력의 월명(календарь ‘달력’, январь ‘1월’, сентябрь ‘9월’ 등)을 

비롯해 사람을 가리키는 어휘(секретарь ‘비서’, царь ‘왕’, государь ‘군주’ 등) 
등 단어 수와 빈도에서 두드러진다. 이런 상황에서 무능한 사람을 가리키는 

집합명사 бездарь는 앞의 кофе의 예에서와 같이 성이 재해석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부 원어민 정보제공자는 бездарь의 뜻을 

모른다는 사실도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요컨대, 생산적인 남성 명사 

차용어 형태 -арь가 원어민 화자로 하여금 사용빈도가 매우 낮은 여성 명사 

бездарь를 남성 명사로 유추하게 하여, <표 5>와 같은 결과(69:7, 정답율 

9.21%)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대조어 실험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에 대해서는 4.2에서 다루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артель의 오답률도 -тель 형태소의 영향이 성의 변화를 

자극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현대 러시아어에서 отель ‘호텔’의 성의 

고착 과정은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을 갖게 해준다. 상술한 Савчку(2011)에서 

отель은 과거에 남성과 여성 명사 모두로 사용되는 성의 변동성이 있었다. 
예문(2)를 보라.

(2) Представьте себе, какой-нибудь шевалье, граф, маркиз, у которого 
в Париже была прекрасная отель, несколько наследственных замков, дол- 
жен был, чтоб не умереть с голоду, идти в гувернеры, то есть учители! 
[М. Н. Загоскин. Москва и москвичи (1842-1850)]

예문 (2)에서와 달리 현대 러시아어에서는 отель은 남성 명사로 고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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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여기에 매우 생산적인 남성 접미사 -тель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으리라

는 것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과거 협동조합을 뜻

하는 артель은 현대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빈도 면에서 노출이 

적은 데다, 형태적으로도 남성 명사를 표지하는 어말 형태소와 동일한 형태

를 갖고 있기에 남성 명사로 재해석될 수 있는 필요조건이 갖추어진 셈이다.  
НКРЯ를 검색해본 결과, 어간의 어말 형태가 *тель인 여성 명사는 постель 
‘침구’, метель ‘눈보라’, обитель ‘수도원’, канитель ‘금은’ 등이 있다. 사람

을 나타내는 남성 접미사 -тель이 무강세인데 반해, 여성 명사에서는 обитель
을 제외하고 어말에 강세가 있다는 차이를 갖는다. 설문 결과에서 두드러졌

던 오답율 12%는 артель의 문법적 성의 선택에서 형태의 영향에 따른 변화

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시사한다.
<표 5>의 결과는 원어민 화자의 경우, 비(非)러시아 출신 정보제공자를 제

외한다면 실제 어휘의 정답율을 고려할 때 -ь 명사의 뜻을 안다는 것은 단어

의 성까지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데 무리가 없다(각주 19를 보

라). 반면, L2 학습자가 80% 이상의 정답율을 보인 단어는 여성 명사 2개와

(постель, цепь) 남성 명사 5개에(гусь, коготь, путь, слесарь, студень) 불과

하다. 특히, 정보제공자 전원이 단어의 뜻을 알고 있었던 шинель의 정답율이 

절반에 그쳤다는 것은 -ь 명사의 뜻을 안다는 것이 문법적 성을 안다는 것과 

별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일견, -ь 명사는 형태적으로 성을 표지하

지 않기에 노출이 많은 원어민 화자는 단어를 안다는 것이 해당 어휘의 문

법적 성을 안다는 것을 함축하지만, L2 학습자에게는 노출의 정도가 미미하

기 때문에 별도의 암기 노력이 요구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의 관점에서는 러시아어의 문법적 성은 소위 형태 일치 범주

이며, 이러한 형태의 영향은 -ь 명사에서도 유효하여 비록 명시적으로 구별

되지는 않지만 형태가 성 선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동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성 선택에서 형태가 미치는 영향은 НКРЯ의 통계에 기

반 한 대조어에서의 성 선택 결과를 비교해봄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그 정도

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원어민 화자 L2 학습자

남 여
여성비율
(남성비) 남 여

여성비율
(남성비)

1 -сть жемнесть 10 65 86.67% 4 7 63.64%
2 фелость 11 64 85.33% 1 10 90.91%
3 шулсть 29 46 61.33% 2 9 81.82%
4 десть 40 35 46.67% 5 6 45.45%
5 -ть коть 56 19 (74.67%) 6 5 45.45%
6 -тель мидаватель 72 3 (96%) 11 (100%)
7 хирователь 72 3 (96%) 10 1 (90.91%)
8 уртель 26 49 65.33% 5 6 54.55%
9 -рь жарь 11 65 85.53% 5 6 54.55%
10 литурь 17 58 77.33% 5 6 54.55%
11 хирерь 25 50 66.67% 6 5 45.45%
12 фуверь 55 20 (73.33%) 6 5 45.45%
13 троперь 40 35 46.67% 5 6 54.55%
14  гвязрь 48 27 (64%) 4 7 63.64%
15 шипарь 68 7 (90.67%) 7 4 (63.64%)
: : : : :

4.2. 대조어에서 원어민 화자의 성 선택 양상

<표 6>은 대조어에서 각각 남성과 여성으로 선택한 정보제공자의 인원 수

와 여성 선택 비율이며, <표 5>에서와 달리 무응답은 제외된 수치이다. 전체 

31개의 대조어 가운데 원어민 화자가 남성 혹은 여성으로 대답한 비율이 60%
가 넘는 형태는 25개였으며, 이중 80%가 넘는 압도적 응답률을 보인 형태도 

11개에 달한다. 대조어에서의 성 선택 결과를 형태별로 세분하여 분석해보자. 

<표 6> 대조어에서의 문법적 성 선택 비교(1)22)

(단위: 명)

 

22) <표 6>은 대조어 31개에서의 문법적 성 선택 결과이다. 가독성을 위해 <표 6>은 
(1)과 (2)로 나눠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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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сть, -ть 형태

<표 6>은 원어민 화자에게 -ность 보다 더 넓은 범위를 갖는 -сть 형태 

역시 여성으로의 선택을 견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шулст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 응답률을 얻은 것 역시 단어의 어형에 기인한다. <표 4>에서 -ть 
형태를 갖는 남성 명사는 매우 높은 사용빈도를 갖는 путь(138), гость(47) 
외에 신체와 관련된 어휘 ноготь(7), коготь(3), локоть(3) 이었다는 것을 

상기하면, коть의 높은 남성으로의 답변 비율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 수 

있다. 앞서 <표 2>와 <표 3>에서 살핀 여성 명사와 남성 명사의 어휘 수 

비율 8:2는 이 유형에서 큰 차이가 더욱 커진다. НКРЯ 검색을 기준으로 

적어도 현대 러시아어에서 사용되는 -ность는 여성 명사뿐이며, гость 
‘손님’과 тесть ‘장인’을 제외한 -сть 형태도 모두 여성이다(власть, малость, 
часть, совесть, радость 등). 각각 손님과 장인을 뜻하는 гость와 тесть 
가 남성을 유지하는 것은 папа, дядя 등 -а 남성 명사가 자연성을 따라 

남성을 유지하는 것과 유사하다. 결과적으로 -сть 형태도 여성을 표지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남성과 여성의 응답률이 비슷했던 대조어 десть는 이 

형태에서 유표적으로 남성을 유지하고 있는 тесть의 영향으로 파악되는데, 
실제로 설문 중 десть의 오타여부를 확인한 정보제공자도 여러 명 있었다. 
한 단계 더 넓은 어말 형태 -ть 역시 신체와 관련된 어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여성이다(суть, сеть, память, мать 등).23)

       무표 (여성)            유표 (남성)
-ность < -сть  < -ть     vs.    гость, тесть

                                путь, 
                             коготь, локоть, ноготь 

 
문법 범주의 적용이 개별 어휘에 국한되어 나타난다는 의미로 어휘화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면, 정보제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과 코퍼스 검색을 통한 

어휘 분포 조사의 결과는 -ть 형태의 남성 명사의 경우 개별 어휘화를 통해 

23) НКРЯ에서 -ть 명사에 대한 추가 검색을(*ть//S,nom,sg,m) 통해 남성 명사는 деготь 
‘타르’, лапоть ‘짚신 한짝’ 등 소수의 어휘를 더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여성 명
사는(*ть//S,nom,sg,fm) 처음 한 두 문서에서만 수십 개 이상의 어휘가 검색되었다.



남성을 유지시킨다고 설명할 수 있다(путь, ноготь류). 

4.2.2. -тель 형태

-тель 형태는 접미사 형태 여부와 상관없이 예상대로 높은 남성 응답률을 

보였다. -авать 동사와 -овать 동사에 접미사 -тель이 결합한 형태로 보이는 

мидаватель과 хирователь의 경우, 전원에 가까운 원어민 화자가 남성을 선택

한 데 반해, 어근 경계가 보이지 않는 уртель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

은 수치를 보인다. 이것은 <표 5>에서의 артель에 대한 결과와 함께 어말   

-тель의 성 선택에서 형태소 경계 여부가 희석되어 가는 것을 시사한다. *тель 
형태를 갖는 여성 명사 가운데 постель 등 사용빈도가 높은 몇몇 어휘는 개

별적으로 여성이 유지되지만, артель 등 사용빈도가 낮은 단어의 경우에는  

-тель 접미사를 갖는 남성 명사로의 유추로 인해 남성으로의 성의 변화를 예

상해볼 수 있다. 

4.2.3. -рь 형태

<표 4>에서의 형태별 분포와 달리 -рь 형태에서도 여성으로의 응답률이 

높았다. 다만, <표 4>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높은 사용빈도와 다수의 어휘 

수를 갖는 남성 명사에서 눈에 띈 -арь 형태는 대조어에서도 남성으로의 

선택이 매우 많았다(90.67%). 대조어 фуверь(73.33%)와 гвязрь(64%) 역시 

남성이라는 응답률이 높았는데, 후자는 달력의 월명의 배열(ноябрь, 
декабрь)과 유사한 ‘자음+рь’ 형태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НКРЯ 검색 

결과, 자음+рь 형태의 여성명사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40%에 가까운 

원어민 화자가 여성을 선택했다는 것은 -рь 형태의 여성 선호도를 시사한다. 
한편, -ерь 형태에서 대조어 хирерь는 여성 응답률이(66.67%), фуверь는 남성 

응답률이 높은데 반해 (73.73%), троперь는 중립적인 양상을 보였다(46.67%). 
이는 지금까지의 다른 어휘 형태들과 달리 -ерь 형태의 경우, 소수의 남성과 

여성 명사가 비슷한 분포와 빈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НКРЯ 검색 결과에 따르면, 현대 러시아어에서 -ерь 여성 형태는 дверь ‘문’ 
한 개이며, 남성 명사도 зверь ‘짐승’, деверь ‘시숙’ 외에는 찾지 못했다. 



ь 

원어민 화자 L2 학습자

남 여
여성비율
(남성비) 남 여

여성비율
(남성비)

: : : : :
16 -жь керожь 13 62 82.67% 3 8 72.73%
17 -чь печенчь 12 62 81.58% 3 8 72.73%
18 -дь киводь 18 56 75.68% 6 5 45.45%
19 хотредь 16 59 78.67% 3 8 72.73%
20 -зь мязась 17 58 77.33% 5 6 54.55%
21 -пь люпь 16 59 78.67% 3 8 72.73%
22 -бь колубь* 62 13 (82.67%) 5 6 54.55%
23 -вь зервь* 52 23 (69.33%) 5 6 54.55%
24 -нь чертонь 17 58 77.33% 7 4 (63.64%)
25 щризонь 18 57 76% 7 4 (63.64%)
26 тамень* 34 40 54.05% 8 3 (72.73%)
27 вень* 24 50 67.57% 6 5 45.45%
28  чудень* 68 13 (82.89%) 7 4 (63.64%)
29 -ль  гвель 11 64 85.33% 7 4 (63.64%)
30 деязоль 34 41 54.67% 6 5 45.45%
31 словель 44 31 41.33% 7 4 (63.64%)

мать ‘어머니’의 사격 형태로 익숙한 матери와 дверь의 형태가 대조어 

хирерь의 여성 선택을 동기화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зверь와 деверь가 대조어 

фуверь의 남성 선택에 동인이 된데 반해, 남성과 여성 어느 쪽과도 유사하지 

않은 대조어 троперь는 중립적 결과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표 6> 대조어에서의 문법적 성 선택 비교(2)
(단위: 명)

4.2.4. 쉬음+ь 형태(-жь, -шь, -чь, -щь)

형태적으로 여성 명사임을 유표하는 쉬음+ь 형태는 예상대로 80% 이상의 

높은 여성 응답률을 보였다. 쉬음 뒤에 ь은 여성 명사라는 것이 형태적으로 

유표됨에도 불구하고, 20%에 가까운 남성 명사로의 선택은 앞서 3.1에서 지

적한 바와 같이, бреш(남성, 드물게 사용) vs. брешь ‘손실’, спич ‘연설’ vs. 



спичь(여성, 드물게 사용) 등의 어휘에서 여전히 나타나는 성의 변동성이 남

성으로의 선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4.2.5. -дь ~ -вь 형태

여기에 속한 형태들 역시 НКРЯ에 따르면 절대적인 수치가 여성 명사이고, 
각 형태별로, 가령 голубь ‘비둘기’와 червь ‘애벌레’를 제외한 -бь, -вь 
형태는 모두 여성 명사라거나 -дь 형태에서는 дождь ‘비’, медведь ‘곰’ 등 

사용빈도가 높은 몇몇의 남성 명사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를 갖는 남성 명사가 원래 

극소수였다는 추측과, 사용빈도가 낮은 남성 명사는 무표적인 여성 명사로 

흡수되었다는 가설이다. 여성 명사로의 수렴 가능성은 원어민 정보제공자들이 

이러한 형태를 갖는 대조어의 성 선택에서 여성으로의 선호도를 보인 데서도 

확인된다. <표 6>에서 *표시는 사전 조사에 기반하여 남성 응답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대조어이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에서 해당 형태는 모두 

여성형으로 인지되었기 때문에, 높은 사용빈도를 보이는 개별 남성 명사가 성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голубь와 червь를 

연상시키는 어배열 형태의 대조어를 포함시켰다.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개별 

단어를 연상시키는 어배열 형태는 해당 어휘로의 성 선택을 동기화한다. 
그러나 이것이 -бь, -вь 형태 역시 무표적으로 여성 명사라는 사실에 대한 

반례가 되는 것은 아니다. 

4.2.6. -нь 형태

НКРЯ에 어말 -нь 형태로 검색을 하면 절대 다수의 여성형이 검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4>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검색된 소수의 남성 명사는 

день ‘하루’, уровень ‘수준’, парень ‘청년’, камень ‘돌’, огонь ‘불’, конь ‘말’ 
등과 같이 사용빈도가 매우 높은 단어들이며, 형태면에서도 어말 -ень/-онь으로 

유사하다. 따라서 -нь 대조어는 어말 패턴을 갖는 빈도가 높은 남성 명사의 성 

선택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день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는 чудень(82.89%)을 제외하고 여전히 여성 응답률이 



ь 

높았다. -нь 형태의 강한 여성 조응성은 남성 명사 противень을 고려하여 만든 

대조어 вень의 여성 응답률을 높였으며(67.57%), камень을 연상시키는 

тамень에서 남성 선택의 선호도를 중화시켰다고(54.05%) 볼 수 있다.
 
4.2.7. -ль 형태

НКРЯ에서 -ль 형태로 검색하여 얻은 명사는 압도적으로 남성을 표지하는 

-тель 형태를 제외하고는 여성 혹은 남성으로의 뚜렷한 우위를 볼 수 없었

다. 남성과 여성 모두 10여개 정도되는 어휘가 자주 사용되었다. 소수의 -ыль/ 
иль 형태에서 여성 명사 мысль ‘생각’, прибыль ‘이윤’, гниль ‘곰팡이’와 남

성 명사 стиль, автомобиль 등을 검색할 수 있었다. -оль 형태도 소수의 여

성 명사와(боль ‘아픔’, роль ‘역할’, соль ‘소금’ 등) 남성 명사가(ноль, ‘영’, 
контроль ‘감독’, уголь ‘석탄’ 등)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

은 원어민 화자의 대조어 응답률에서도 확인된다. 높은 여성 응답률을 보인 

гвель을 제외하고, 남은 두 개의 대조어는 중립적인 수치를 보인다.

4.3. 대조어에서 L2 학습자의 성 선택 양상과 교수법

L2 학습자의 대조어 실험 결과로 정보제공자들의 러시아어 학습법을 유추

해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이 교육현장에서 러시아어 교육을 담당하는 당사자

라는 점에서 개선된 교수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먼저, -тель과 -сть 형태는 

L2 학습자도 원어민 화자와 마찬가지로 각각 남성과 여성으로의 높은 응답

률을 보였다. 또한 형태적으로 여성이 드러나는 쉬음+ь 형태 역시 여성 비율

이 높았다. 원어민 화자의 선택과 비교하여 눈에 띄는 것은 원어민 화자의 

여성 응답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데 반해, L2 화자는 많은 경우 의견이 갈리

거나 남성 응답률이 높았다는 것이다. 특히 -нь 형태에서는 모든 형태에서 

남성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L2 학습자의 학습법과도 관련있는

데, L2 학습자는 -ь 명사의 문법적 성을 학습할 때, 남성과 여성을 목록 열

거식으로 학습하기에, 빈도가 높은 남성 명사 형태를 기본으로 인식하게 된

다. 원어민 화자는 무표와 유표에 대한 직관으로 -нь 형태의 대조어에서도 

무표적인 여성으로의 선택이 많았고, чудень만이 день의 높은 사용빈도에 따



른 유추작용으로 남성 명사로의 선택비율이 컸다. 반면, 유표적인 남성 명사를 

무표적인 여성 명사에 우선하여 학습하는 경우가 많은 L2 학습자는 개별적으

로 남성을 갖는 어휘에 의존하여 성을 선택하기에, 이것이 원어민 화자와 학

습자의 성 선택의 역전적 비율을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원어민, 여성 77.33% 
vs. 학습자, 남성 63.64%(чертонь); 원어민, 여성 76% vs. 학습자, 남성 

63.64%(щризонь); 원어민, 여성 54.05% vs. 학습자, 남성 72.73%(тамень) 등. 
원어민 화자와 L2 학습자의 습득/학습의 과정을 비교해보자. 원어민 화자

는 -а 명사의 문법적 성의 습득에서 -а 여성 명사를 무표적으로 습득하고, -а 
남성 명사나 중성 명사를 유표적으로 인식한다. 이러한 형태에 기반한 유/무
표의 습득 양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ь 명사에서도 유효하다. -ь 명사의 

습득에서도 형태별 어휘 수와 분포, 사용빈도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

는 -ь 여성 명사에 무표적으로 노출되며, 남성 명사를 유표적으로 인식한다. 
L2 학습자는 -а 명사의 성의 학습에서는 원어민 화자의 습득에서와 같이 -а 
여성 명사를 무표적으로 학습하고, 이후에 -а 남성 명사나 중성 명사를 유표

적으로 암기한다. 따라서 학습자의 학습 정도가 심화됨에 따라 유표 형태에

서 야기된 일치 오류가 개선된다. 반면, -ь 명사에서는 -а 명사의 학습 방식

과 달리 -ь 명사의 무표/유표에 대한 이해 없이 개별 단어의 성을 목록 열거

식으로 학습한다. 더욱이 <표 4>에서 살핀 바와 같이 남성 명사로 사용되는 

어휘들은 모두 높은 사용빈도를 갖는 일상어이기 때문에 L2 학습자는 초급 

학습단계에서부터 여성 명사보다 남성 명사에 더 많이 노출된다. 문법적 성

의 일치는 비교적 초급 단계에서 문법 학습이 이뤄지기 때문에 습득 면에서 

-ь 명사의 역전된 유/무표성은 L2 학습자가 원어민 화자만큼 -ь 명사 어휘에 

노출되는 환경에 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학습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개선될 가

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 바로 이러한 학습에서의 문제가 RLC 수집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된 L2 학습자의 오류로, 또한 본 논문에서 실험한 <표 5>의 

오답율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실험에 참여한 L2 학습자들이 현장에

서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강사들이라는 점에서 -ь 명사의 문법적 성 선택에 

대한 교수법의 개선이 요구된다. 
본 논문을 위한 사전조사로서 러시아어 교재에 문법적 성에 대해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대개 словарь는 남성 곡용식을 따르는 제로어

미 연음 변이형이며, 여성 명사는 -а 형태와 -ь 형태의 여성 곡용식을 갖는다

고 기술한다. 연구자는 교과서 기술의 함의와 러시아어 사용에서 얻은 경험



ь 

적 지식을 통해 오래전부터 -ь 명사는 별도의 곡용식을 갖는 여성 명사이며 

제로어미 연음 변이형인 남성 명사는 교과서에 나올 때마다 학생들에게 해당 

어휘는 유표적으로 남성 명사라고 반복하여 주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적 지식이 모든 교수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지금까지의 교재의 

기술만으로는 유/무표성에 기반한 교수법을 기대하기 어렵다.24) 
그렇다면 -ь 명사의 문법적 성에 대한 효율적인 교수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연구자가 가르치고 있는 러시아어 초급 교재에는 여성 14개, 남성 12개, 총 

26개의 -ь 명사가 나온다: библиотекарь ‘사서’, виолончель ‘첼로’, возможность 
‘가능성’, день ‘하루’, дочь ‘딸’, запись ‘녹음’, крепость ‘성곽’, кровать 
‘침대’, мать ‘어머니’, мебель ‘가구’, национальность ‘민족성’, новость ‘소식’, 
носитель ‘사용자’, ночь ‘밤’, осень ‘가을’, писатель ‘작가’, преподаватель 
‘강사’, рояль ‘피아노’, рубль ‘루블’, секретарь ‘비서’, словарь ‘사전’, 
строитель ‘건축가’, тетрадь ‘공책’, уровень ‘수준’, учитель ‘교사’, четверть 
‘4분의 1’. 이 단어들을 예로 교수법을 비교해보자. 교과서에 적시되면 

좋겠으나 교과서의 관습적 특성상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교수 

지침서에는 -ь 명사는 여성 명사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기재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수자는 교재에서 남성 명사를 발견할 때마다 다음과 같이 남성 

명사의 유표성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반복적으로 주지시키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해진다. 

-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тель 접미사는 남성
    (носитель, писатель, преподаватель, учитель)
- -арь 형태는 유표적으로 남성(библиотекарь, секретарь, словарь)
- 어휘 개별적으로 남성인 단어(день, уровень, рояль, рубль)

 
상기와 같은 교수법은 -а 명사의 문법적 성 학습에서와 마찬가지로 -ь 명

사를 접했을 때 학습자로 하여금 무표적으로 여성 명사를 선택하게끔 유도한

24) 논문의 심사자 중 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ь 명사는 무표적으로 여성 명사이며 сло- 
варь 류는 유표적으로 남성이라고, 즉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가르치지 
않는가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실험 연구가 끝난 후 정보제공자(L2 학습자)의 교
수 방법을 확인한 9명 가운데 1명만이 유사한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었으며, 나머
지 8명은 목록 열거식으로 어휘가 나올 때마다 성을 확인하도록 가르친다고 답변
하였다(이중 일부는 교재의 기술을 목록 열거식으로 이해한다고 대답하였다). 



다. 또한 형태를 통해 유표적인 남성 명사를 예측할 수 있게 할뿐만 아니라

(-тель, -арь), 개별 어휘적으로 남성인 단어를 유표적으로 암기하게 하므로, 
여성과 남성을 열거식으로 암기하는 것에 비해 훨씬 기억하기 쉽다. 즉, 26
개 단어의 남성과 여성을 각각 외울 필요 없이 형태적으로 -тель과 -арь를 

구분하고, 단 4개의 남성 명사만을 유표적으로 암기하면 된다. 본 논문의 실

험 연구 결과는 이러한 학습법이 원어민 화자의 습득 방식과 유사하며, 언급

한 방식의 교수법을 통해 -а 명사에서와 마찬가지로 -ь 명사의 학습에서도 

문법적 성의 일치 오류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5. 나오며

 
언어의 습득과 학습에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무표적이며 예외적이고 

주변적인 것이 유표적이라는 것은 언어 보편적이다. 형태가 발달한 러시아어

에서 문법적 성은 형태 일치 범주로서 대개 형태를 통해 해당 어휘의 성을 

알 수 있다. 문법적 성의 습득에서 일반적이고 광범위한 분포의 형태는 무표

적으로, 보다 제한적이고 추가적인 지식과 정보를 요하는 형태는 유표적으로 

인지된다. 가령 -а 명사는 -а 형태를 통해 여성 명사임을 무표적으로 드러낸

다. 반면, 남성 일치를 하는 хороший дядя ‘좋은 아저씨’는 -а 형태이지만 

유표적으로 남성 명사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а 형태에 따른 성 선택과 

무표를 기반으로 하는 습득 양상이 명시적으로 성이 구별되지 않는 -ь 명사

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을 검증했다. 논문에서는 -ь 명사의 어말 형태별 어휘 

분포와 사용빈도를 확인하는 코퍼스 분석과 러시아어 원어민 화자의 -ь 명사

의 성 선택 양상을 살피는 실험 연구를 통해, 원어민 화자는 -ь 형태를 무표

적으로 여성 명사로 인식하며, 유표적인 -ь 남성 명사는 형태별로 어휘 분포

와 사용빈도에 따라 남성을 특정하는 표지를 갖게 되거나(-тель, -арь), 개별

적으로 남성을 유지하거나(гость, день, уровень 등), 무표적인 여성 명사로 

흡수된다는(степень, гортань, печать 등) 것을 확인했다. НКРЯ에서 확인된 -ь 
명사의 여성 명사와 남성 명사의 비율이 8:2라는 사실은 사용빈도가 현저히 

떨어져 개별적으로 남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어휘 형태가 여성 명사로 수렴된 

데 따른다. 같은 맥락에서 남성을 가리키는 접미사 -тель 외에도 어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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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용빈도에서 압도적 우위를 갖는 -арь 형태 역시 남성 명사를 형태적으

로 표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бездарь는 현대 문법서 및 사전에서는 여전

히 여성 명사로 분류되지만, 절대 다수의 원어민 화자가 남성 명사로 인식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다수의 -ь 명사는 여성 명사에 수렴되고, -тель
과 -арь 형태는 남성 명사로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문법적 성의 다른 범주에

서와 마찬가지로 -ь 명사의 성 선택에서도 무표에 기반한 습득에서 형태에 

강하게 동기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원어민 화자는 -ь 명사의 성 선택에서 여성 명사를 무표적으로, 남성 

명사를 유표적으로 습득하는 데 반해, L2 학습자는 각 단어별로 남성과 여성

을 목록 열거식으로 학습한다. 연구 결과를 통해 L2 학습자의 학습 단계가 

높아질수록 성 범주의 오류가 개선되는 다른 문법범주와 달리 고급 수준까

지 -ь 명사의 일치 오류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원인이 실제 언어상황과 다

른 -ь 명사의 학습법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습득의 유표성 이

론에 입각하여 L2 학습자가 문법적 성을 배우는 초급 단계에서부터 -ь 명사

는 무표적으로 제 3곡용식에 속하는 여성 명사이며, 남성을 표지하는 형태를 

갖는 경우(учитель, словарь), 개별적으로 남성인 어휘(путь)는 유표적으로 1
곡용식에 속하는 남성 명사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주지시키는 전략적 교수법

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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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rkedness Theory and Acquisition Patterns of the Grammatical 
Gender of -ь Nouns Reflected in the Russian Learner Corpus

Lee, Suhyoun*

This paper investigates how Russians identify the grammatical gender of -ь 
nouns. For this, I perform an experiment with Russian native speakers as well 
as advanced level Korean L2 learners based on the markedness theory, in which 
the grammatical gender selection patterns of Russian native speakers and L2 
learners are examined. I also analyze error patterns reflected in the Russian 
National Corpus, paying attention to the distribution and frequency of occurrence 
of masculine and feminine nouns factored by morphological forms. This study 
reveals that the identification of the Russian grammatical gender of -ь nouns is 
sensitive to morphology despite the lack of such gender-specifying endings as -a. 
In particular, I show the tendency where the unmarked gender of -ь nouns is 
feminine and that masculine -ь nouns, the marked category, either signal their 
gender by specific morphological forms (-tel’, -ar’), individually lexicalize into 
(and are individually learned) isolate masculine nouns (gost’, put’, den’), or are 
absorbed into the unmarked feminine -ь noun category (stepen’, gortan’), 
depending on each lexical group’s size and frequency of occurrence. For Russian 
native speakers, -ь nouns are acquired as unmarked feminine and marked 
masculine. In contrast, L2 learners acquire -ь masculine and feminine nouns as 
separate lists on a one-by-one basis, and thus show gender agreement errors with 
-ь nouns even at the advanced level. In light of this result, this paper proposes 
a more effective way of teaching -ь nouns to Korean L2 learner on the basis of 
-ь nouns’ markedness fe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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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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