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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들어가는 말 

슬라브어를 다른 인도유럽어와 구분해 주는 주요한 특정인 동사의 상 범주 

는 많은 점에서 슬라브어 동사체계의 특성을 규정한다. 이 때문에 러시아어를 

포함한 현대 슬라브어들에서 상 범주는 특별한 관심과 연구 대상이되었고， 이 

것은 또한 상 범주 역사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촉진시켰다. 즉， 상 범주가 언 

제， 어떻게， 그리고 왜 생성되었고 어떠한 발전 과정을 거쳐 현대와 같은 상 

체계가 형성되었나에 대한 물음들이 제기되었고 이것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19 

세기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언어적 현상들에 비해 

상 범주 역사에서는 아직 많은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따라서 이것 

에 대한 학자들의 이론도 상당히 다양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와 같은 여러 

견해들을 비교하면서 슬라브어 상 범주의 기원과 고대러시아어에서 그것의 발 

전 과정을 고찰하는 것이다. 상 범주의 발전 과정은 먼저 고대러시아어 동사를 

상에 의해 분류하고， 이 통사들의 상 쌍 (완료상 - 불완료상) 형성 과정을 접 

두사동사와 무접두사동사로 나누어 이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현대와 같은 

상 체계를 갖게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겠다. 예를 들어， 접두사동사의 

다양한 유형 의 상 쌍 (coõpaTb - COÕHpaTb, npHcTynHcTb - npHcTynaTb, Bhl3-

peTb - Bhl3peBaTb, CJlO)j(HTb - CKJlaLlhlBaTb, CJlO)j(HTb - CJlaraTb, npHBbIKHyTb 

- npHBhlKaTb, yKa3aTb - yKa3hlBaTb, nepenHCaTb - nepenHChlBaTb, npOBeCTH 

- npOBOLlHTb, npOBO따Tb - npOB-O)j(aTb, OTbeXaTb - OTbe3)j(aTb 등)， 접 두사동 

사와 무접 두사동사의 상 쌍 (no낀TH - HLlTH, HanHCaTb - nHCaTb, ClleJlaTb -

LleJlaTb) , 그리고 무접두사동사의 상 쌍 (LlaTb - llaBaTb, XBaTHTb - XBaT-aTb) 

형 성 과정 , 완료상과 불완료상의 상 의 미 획 득 과정 , 이 중상 동사 ()j(eHHTb, Be

H'laTb)의 기원， LlaBaTb, npHBbIKHyTb 동사의 패러다임의 혼합성 (Lla lO, Llaemb ... 

LlaBaß, LlaBaJl I npHBbIKHy, npHB빠(Hemb ， npHBhlKHH ... npHBhlK , npHBhlKJla) 등이 설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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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 범주의 기원 

슬라브어 상 범주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다음 두 방향으로 요약된다: 

상에 의한 동사 대립이 원인도유럽어에 기원을 두는가 아니면 슬라브어에서 

새롭게 형성된 것인가? 

r. K. YJJbjlHOB l)는 고대그리스어 연구에 근거하여 다음 가설을 세웠다: 원인도 

유럽어의 동사 체계는 상에 의해 특징지워지고， 일반적으로 시제라 불리는 범 

주는 현대와 같은 시제가 아니라， 상 구별의 부차적인 결과물이다. 원인도유럽 

어에서 아오리스트와 현재형은 상에 의해 구분되었고 아오리스트상은 슬라브 

어의 완료상과 유사한 의미를 지녔다. 공통슬라브어가 원인도유럽어에서 아오 

리스트 어간과 현재시제형 어간 범주를 계승했고， 이 어간 대립이 슬라브어의 

상 대립으로 발전했다. A. MeHe2)는 원인도유럽어의 현재시제는 ‘계속되고， 전개 

되는 행위’를， 아오리스트는 ‘행위 그 자체’를 표현하는 형태로 규정하였고， K. fi 

pyrMaH3)은 아오리스트상 의미를 ‘완료적 (neplþe I< THBH뼈)’， 이에 대립하는 상 의 

미를 ‘불완료적 (HMne때eI<THBH뼈)’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그러나 그는 원인도유 

럽어 동사 체계에서 두 상 사이의 차이가 슬라브어 동사 체계에서와 같이 그 

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슬라브어의 완료상과 불완료상을 원인도유럽어의 동사 상을 기능상 직접 계 

승 (몇몇 경우에는 형태상의 계숭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는 이 가셜은 주로 고 

대그리스어 연구에 근간을 두고 있다. 원인도유럽어에서 특히 공통슬라브어가 

분화되어 나온 원인도유럽어 북부방언에서 상에 의해 대립했다고 추측되는 아 

오리스트 - 현재시제형의 내용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심지어 이 대립 

이 정말 상 대립의 성격을 지녔는지도 증명되지 않고 있다. 10. C. MaCJJOB에 의 

하면， 이것이 결코 상 대립의 성격을 지니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4) 기능상 슬라브어의 완료상과 불완료상이 고대그리스어의 아오리스트 어간 

* 충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1) H. HeMe l.\, “ reHe3HC CnaB~HC I<oR BH~OBOR CHCTeMμ" - B KH.: BOl1pOCbl r JlarOJlbHOrO BHoa. 

M., 1962. c. 267 재 인용. 
2) H. BaH-BeRK , “o rrpOHcxo*~eHHH B때.OB cnaB~HCKoro rnarona ," - B KH.: BOl1pOCbl r Jlaro 

JlbHOrO BHoa , M. , 1962. c. 238 재 인용. 
3) H. BaH-BeRK(1962), c. 239 재 인용. 
4) 삐 C, MacnoB , POJlb TaK Ha3blBaeMO저 l1e때eKTHBa~HH H HMl1e때eKTHBa~HH B I1po~ecce B03HH 

KHOBeHHJI CJlaBJlHCKOrO r.刀arOJlbHOrO BHoa, M. , 1958, c.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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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현재시제 어간에 유사하지만 고대그리스어 상황을 전 인도유럽어 상황과 

동일시할 수 없다. 왜냐면 다른 어떤 인도유럽어에서도 아오리스트 쓰임이 고 

대그리스어에서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상 문제의 관점에서 볼 때 

고대그리스어 상황과 원인도유럽어 상황이 일치한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5) 

H. BaH-BeìíK , H. HeMeu, E. KYPHJlOBH'I, 매. C. MaCJlOB , n. C. Ky3HeUOB, A. A. illaxMa 

TOB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은 상 범주의 원인도유럽어 기원설을 부정하면서， 슬 

라브어의 완료상과 불완료상은 형태상， 그리고 기능상 슬라브어 시기에 생성된 

범주라는 가설을 내세웠다. 

H. BaH-BeìíK의 견해에 의하면， “원인도유럽어의 아오리스트， 현재시제형이 슬 

라브어의 완료상， 불완료상과 유사하게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두 언어가 완전히 일치한다 하더라도 YJlbjlHOB와 일련의 다른 학자들이 생각한 

것처럼， 슬라브어 상 체계가 원인도유럽어에서 직접 발전한 것인지는 의심스렵 

다. 왜냐면 슬라브어에서 상의 문법적 표지는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원인도유 

럽어의 그것과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완료상 동사를 표시하기 위 

해 슬라브어는 원인도유럽어가 붕괴된 후 발전한 접두사를 이용했다. 원인도유 

럽어에서는 후에 접두사가 된 부사나 전치사가 여전히 문장에서 독자적인 요 

소로 기능했다."6) n. c. Ky3HeuoB도 이와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 ... 제일 먼저 

완료상과 불완료상을 구분해 주는 수단은 한때 독자적인 보조사였던 전치사에 

서 발전한 접두사였다 ... 몇몇 학자들은 슬라브어에서 동사에 접두사가 첨가됨 

으로 생긴 변화가 인도유럽어에 속하는 많은 언어들에서도 증명되기 때문에 

원인도유럽어 시기에 접두사의 상 역할을 인정한다. 그러나 슬라브어 이외의 

언어에서， 심지어 이와 가장 근접해 있는 발트어에서도 접두사의 상 역할이 슬 

라브어， 특히 러시아어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이 때문에 완료상과 불완료상의 

대립은 공통슬라브어 시기에 나타났다고 추측할 수 있다. 또한 가장 오래된 러 

시아어 문서들의 (다른 고대 슬라브어 문서들도 마찬가지로) 몇몇 요소들은 여 

기에서의 상 대립이 현대러시아어의 상 대럽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이 것 에 근거 하여 완료상과 불완료상의 대 립 이 공통슬라브어 에 서 막 

형 성 되 기 시 작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7) 

5) 헛타이트족어와 다른 자료들은 오히려 이 둘 사이의 불일치를 보여 준다. 
6) H. BaH-BellK(1962), c. 243-244. 

7) n C KY3HeuoB, OtfepKJf JfCTOpJf tfeCKOH MO때O刀OrlfJf pyccKoro J13b1K3. 1.1., 1959. c. 17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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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범주가 슬라브어 시기에 생성되었다는 가설의 핵심은 어휘 범주인 동작 

상 (cnocoõ rJJarOJJbHOrO .lleRCTBHjI, Aktionsart)이 문법 적 범 주인 상으로 전환되 

었다는 것이다. H. BaH-BeRK8)에 의하면， 정태성 - 부정태성 (.lleTepMHHHpOBaHHO 

CTb -- He.lleTepMHHHpOBaHHOCTb, 혹은 onpe.lleJJeHHOCTb.-- He-OnpeneJJeHHOCTb)에 

따른 인도유럽어 통사의 대립， 즉 동사의 어휘-의미적 대립이 슬라브어 시기에 

완료상 - 불완료상 대립인 문법적 대립으로 전환되었고， 슬라브어에서 이 대 

립은 두가지 방법에 의해 표현되었다: φ 완료상 동사에서 불완료상 동사를 파 

생 시 키 기 위 해 -a-, -1-로 끝나는 동사 어 간 사용 pasti -- padati; stQpi디 -

stQpa디 prinesti -- prinositi cî) 불완료상 동사에서 완료상 동사를 파생시키기 

위 해 접 두사 첨 가 iti -- po-iti; pbsati -- na-pbsati. 

E. KYPHJJOBHtJ9), B. B. BOpO,llHtJlO), H. HeMeLl 등도 H. BaH-BeRK의 견해에 동의한 

다. 특히 H. HeMeuU)는 ‘슬라브어 상 체계의 기원은 정태동사 현재시제형이 미 

래시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순간 (*svbtnetb CBeTaeT > ÕY.lleT CBeTHTb 

> paCCBeTaeT; *Vbz-bbdnetb npOCbInaeTCjI > õyneT ÕO.llPOCTBOBaTb> npOCHeTCjI) 

부터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가설을 견지하는 학자들 못지 않게 부정하는 학자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이들의 비판 내용은 다음과 같다:Q) 현대 슬라브어의 상 대립에서 완료상은 

정태동사， 불완료상은 부정태동사의 계숭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전형적인 

정 태성 - 부정 태성 대 립짱인 nesti -- nositi, iti -- choditi, vesti -- voditi 유 

형은 상 쌍 대립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여기에서 정태동사는 이중상으로 쓰이 

는 몇몇 예외 12)를 제외하고 항상 불완료상이다.13) cî) 정태성 - 부정태성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정태성은 구체적， 개별적 행위 의미 (BoponHtJ, HeMeu)로， 

또는 행위의 경과속에 한계가 존재함 (MeRe)으로 규정되었다. 종종 이 두 요소 

가 결합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BaH-BeRK). 부정태성은 비구체적， 일상적， 

8) H. BaH-Be꺼K(1962) ， c. 248. 

9) E. KYPHJlOBH'I, “npOHCXOll<lIeHHe CJlaB.5IHCKHX r JlarOJlbHhlX BHlIOB."- B KH.: BonpocbI r J1a

rOJ1bHOI‘o BHtIa. M., 1962. c. 정8-264. 

10) B. B. 5oPOllH'I, BHtIOBble 3HaqaHHJl crapoCJ1aBJlHCKOrO r J1arOJ1a. ABTopelþ. 1I0KT. 뻐CC. M., 

1953. 
ll) H. HeMel.l (1962), C. 271. 
12) 고대슬라브어， 고대폴란드어， 고대러시아어에서 bezati, 고대슬라브어와 현대불가리 

아어에서 iti, 고대슬라브어와 고대폴란드어에서 vesti가 이중상으로 사용되었다 
13) 삐 C. MacJloB(1958), C.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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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 적 행 위 (BOPO.llH'I, HeMel\, BaH-BeßK), 혹은 상태 나 행 위 의 한계 부재 의 미 

(Meße)로 정의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들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 

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14) 정태성과 부정태성 개념의 모호성을 H. BaH-Be짜〈 

자신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 ... 우리는 공통슬라브어에서 정태 - 부 

정태동사 범주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용어의 의미가 《완료~.<{불완료》상 용어보다 훨씬 명확하지 못함을 

부정할 수 없다. … 상 선택은 많은 경우 다양한 상황에 달려 있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다양한 상황의 기본에는 하나의 보편 원칙이 놓여있다: 완료상이 행위 

가 가장 고도로 진행된 즉 행위가 완료된 순간에 행위를 요약하는 반면 불완 

료상은 시간속에서의 행위 전개를 가리킨다. 그러나 정태성과 부정태성 용어 

정의는 그렇게 간단할 수 없다. 정태동사는 직접 목적에 이르는 덜 복잡한 행 

위를 의미하고， 반면 부정태동사는 시간속에서 전개되는， 혹은 반복되는 몇몇 

동작， 혹은 몇몇 동작으로 구성된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고 개괄적으로 말 

할 수 밖에 없다. 행위의 이 두 동작상의 뉘앙스가 동사 어근의 의미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은 명백하다. 더우기 사실들이 그렇게 명료하지 않아 단지 

어렴풋이 추측할 수 밖에 없는 아주 먼 고대 시기가 문제가 될 때는 분석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15) @ 상 체계는 다양한 형태적 수단들을 사용함으로 
써 처음부터 상당히 복잡한 현상이었는데 이것은 상 용법의 복잡성에 잘 나타 

나고 있다. 상 체계는 어떤 단 하나의 범주로부터 발전된 것이 아니고， (슬라브 

어의 발전 단계에서) 동사 체계가 재구성되면서 이것이 다른 범주와 상호 연관 

을 맺으며 점차 발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복합적 현상의 기원을 단 하나의 범 

주， 즉 정태성 - 부정태성 범주로 환원시킬 수는 없다. A. llocTaJI은 이것을 다 

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 ... 정태 - 부정태동사 쌍이 몇몇 상 쌍으로 전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단지 이 사실 하나가 그렇게 복잡하 

고 세밀한 상 체계의 유일한 출발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16) G) 이 가설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휘적 범주인 정태성 - 부정태성이 어떻게， 그리고 

왜 단지 슬라브어에서만 문법적 현상이 되었고， 또 무엇이 이 어휘적 특정을 

상 의미로 전환하게 만들었는가’를 밝히는 것인데， 이 물음에 대해 어느 누구도 

14) 10. C. MacJloB(1958), c. 12. 
15) H. BaH-Be꺼K(1962) ， c. 정4-255. 

16) A. lloCTaJl, Kal<OB。 어J10 BHDOBoe 3HaqeHHe rJlarOJlbHWX OCHOB B npaCJlaB~HCKOM ~3wKe? 

- B I<H.: Bonpocw rJlarOJlbHOrO BHDa. M. , 1962. c.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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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럽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애. C. MaCJJOB , n. C. Ky3HeuoB , A. A. maXMaTOB 역시 상 범주의 기원을 슬라브어 

시기로 보고 있지만， 이들은 위 학자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상 범주의 기원 문 

제에 접근한다. 이들은 문자시기에 상 의미를 표현했던 형태적 수단들의 최초 

의 기능， 즉 상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것들이 지녔던 기능과， 이 기능이 

상 대립 기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여기에서 A. A. maXMaTOB와 n. C. 

Ky3HeuoB는 완료화 (rreplþe I<TJlBaUJI.lI) 가설을， 그리고 삐. C. MaCJJOB는 불완료화 

(JlMrreplþe I<TJlBaUJI.lI) 가설을 내세운다. 

A. A. maXMaTOB17)는 상 범주를 접두사동사 - 무접두사동사의 대립에서 발전 

한 것으로 본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완료상 (3aHecy, rrorrpomy, Ha l<yplO)은 무접 

두사동사 (Hecy, rrpomy, I< YPIO)에 전치사(3a， rro , Ha)가 첨가되어 형성되었다. 이 

와 같은 완료상의 기원은 완료상이 독자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무접두사동 

사에 전치사와 결합한 동사가 대립함으로써 생겨났음을 의미한다. 이리하여 불 

완료상과 완료상의 상호 관계 (Hecy - 3aHecy, rrpo피y - rrorrpomy, l<yplO - Ha l<y 

- p삐)가 형성되었고， 이 관계가 다른 동사들에게도 이전되었다. 

A. A. maXMaTOB와 마찬가지로， n. C. KY3HeUOB도 불완료상 - 완료상의 대 립에 

서 접두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치사에서 발전한 접두사는 처음에는 동사 어 

간에 전치사에 해당하는 의미를 부여했다. 전치사는 주로 공간에 대한 관계， 

예를 들어， 전치사 Bb는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 내부에， Ha는 위에 위치함을 표 

현했다. 접두사는 전치사가 지니고 있는 공간적 의미들로 부터 다양한 시간적 

의미를 발전시켰다. 물질의 존재와 운동의 기본 형태인 공간과 시간은 인간 의 

식에서 밀접한 상호 관계속에 있었고， 이것이 언어에 표현되었다. 예를 들어， 

접두사 rro-는 처음에는 전치사 rro와 같은 의미， 즉 어떤 행위가 어떤 대상의 

표면을 따라서 행해짐을 표현하다 일정한 시간적 의미， 즉 행위의 시작(rromeJJ) ， 

혹은 시 작과 끝을 가진 행 위 의 시 간속에 서 의 한 단편 (rrOXO~JlJJ ， rrO-CJI~JlJJ)을 

표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접두사의 다양한 그리고 구체적인 시간적 의미로 

부터 가장 추상적이고 가장 보편적 의미 즉 완료상의 의미에 해당하는 시간속 

에서의 한계 의미가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동사 C~eJJaTb에서 접두사 C-는 시 

간의 제한속에서 행위의 완결성을 표현할 뿐이다 18) 이와 같은 접두사의 기능 

17) A. A illaxMaToB , O'lepK COBpeMeHHoro pyccKoro π'HreparypHoro Jl3blKa. M. , 1941 , c. 

186-187 
18) D. C. KY3HelloB(1959), c.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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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전함에 따라， 시간에 의해 제한된 행위를 표현하는 완료상 동사와 시간 

제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위를 표현하는 불완료상의 대립이 발전하였다. 

접두사동사는 점차 완료상이 되고， 무접두사동사는 불완료상， 혹은 완료상 의미 

를 획득해갔다. 

n. c. KY3HeUOB19l의 완료화 가설에서는 ‘다른 인도유럽어에서도 접두사가 슬 

라브어 완료상 동사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시간적 의미를 갖는데， 

왜 거기에서는 상 범주가 형성되지 않았고 단지 슬라브어에서만 상 범주가 발 

생했나’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 가셜은 이 문제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려면 상 대립을 단지 슬라브어에서만 일어난 과거의 어떤 

과정과 연결시켜야 한다. 

매. C. MaCJlOB20)의 ‘불완료화 (HMnep~eKTHBaUH~) ’ 가설은 상 기 원을 슬라브어 에 

서 생성된 불완료상 통사의 파생 과정과 연결시킨다. 이 가설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상 대립의 근간은 한계동사에서 결과상을 표현하는 접두사동사이다. 이 

동사들에는 두가지 의미， 즉 @ 결과， 한계에 도달하려는 행위의 과정적 의미 

와 @ 결과， 한계에 도달함 그 자체가 표현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동사 cb6bp 

aTH는 ‘6bITb B npouecce co6Hpa배R’와 ‘co6paTb’ 의미를 표현했다. 한 형태에 의 

해 표현되는 이 두 의미를 형태상， 문법상 구분하려는 욕구가 생겼고， 이를 위 

해 공통슬라브어와 다른 인도유럽어에서 한계동사의 부정태성이나 다회성을 

표현하던 수단을 사용하였다. 상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0// a, e// e, b// i, b// 

y 9.} 같은 모음교체에 의한 poloziti - polagati; nanesti - nanositi; prileteti 

- priletati 등의 대립 쌍이 존재했는데， 이 중 후자가 행위의 부정태성이나 다 

회성을 표현했다. 동사 cb6bpaTH에서 결과에 도달하려는 행위의 과정적 의미를 

그것에 실제 도달한 의미와 구분하기 위해 위의 모음교체를 이용하여 cb6HpaT 

M가 만들어 졌다. 이 제 cb6HpaeTb는 다회 성 의 미 ‘KaKoe-TO KOJlH4eCTBO pa3 co6 

paJl H KaKOe-TO KO。αOJl자n때} 

6따HP따aH뻐Heξ’ Haxo띠ilH’πTπC~ B npouecce C06HpaHH~ ， 3aH~T C06HpaHHeM’ 의 미 , 즉 불완료 

상 의미를 표현하게 되었다 21) 동사 Cb따paTH의 형성은 불완료상의 탄생이고， 

19) n. c‘ KY3He l1oB(1959), C‘ 174. 

20) 10. C. MacJJoB(1958), c. 33-38. 

21) B. O. CHJJHHa(1982, C. 190-191)는 다음과 같은 근거 로 불완료상 의 미 가 처 음 형 성 된 

시제는 현재/미래시제형이라고 추정한다 CD 문자가 없던 상황 (공통슬라브어 말 
기)에서 과정성의 표현은 현재의 관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었다.W 공통슬라브어 

와 고대러시아어 초기에 현재와 미래시제 인칭형은 서로 구분되지 않았다 즉，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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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상 범주 형성의 시초이다. 불완료상 의미를 지닌 동사 CbÕHpaTH에 이것의 

파생모 동사 CbÕbpUH가 대립하는데 후자는 아직 상에 의해 특정지워지지 않 

은 상태였다. 다시 말해， CbÕbpaTH는 여전히 ‘ÕLlTb B npouecce COÕHpaHHJI’와 

‘coõpaTb’ 의미를 표현했고 따라서 불완료상 CbÕHpaTH와의 대립 관계에서 불완 

료상이 형태상， 의미상 유표적이었다. 불완료상의 쓰임이 점차 확대되고， 이것 

이 과정적 의미를 표현하는 영역을 독점하며 파생모였던 CbÕbpanI를 실제로 

결과에 도달한 행위를 표현하는 영역으로 몰아냈다. 이 결과 상에 의해 특정지 

워지지 않았던 CbÕbpaTH가 과정적 의미 무엇보다도 발화 시기에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행위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고， 행위의 시작， 끝， 혹은 계 

속 둥을 나타내는 동사들과 결합할 수 없게 되어 (*HaqbHeTb CbÕbpaTH와 같은 

표현은 불가능)， 마침내 이 형태는 완료상으로 전환되었다. 완료상의 등장은 

(이 범주가 아직 모든 동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현대와 같은 상 범주 

가 형성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한계동사 그룹에서 결과상 동사들의 불완료상 - 완료상 대립은 점차 다른 

동사상 그룹으로 확대된다. 우선 한계 의미를 표현하는 접두사 파생동사 CbJlt

JIaTH, HanbCaTH에서 접두사가 어휘상 제로의미를 갖기 때문에 이 동사들은 무 

한계동사 $JIaTH, nbCaTH와 어휘상 상당히 유사하고， 이로 인해 $JIaTH - Cb

마JIaTH ， nbCaTH - HanbCaTH 관계가 이미 형성된 상 대립 관계， 즉 CbÕHpaTH -

CbÕbpaTH 대열로 들어온다. 상 쌍을 형성하지 못하는 동작상들이 이보다 조금 

늦게 상 범주로 들어온다. 상황을 나타내는 무한계동사 MJIbqaTH, ÕOJl TH C~는 불 

완료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여 imperfektiva tantum을 형성하였고， 몇몇 한계 
동사， 구체 적 으로 기 동상 (HaqHHaTeJIbH뼈 cnocoõ rJIarOJIa; 3aÕb따깨)， 장기 상 

(JlJIHTeJIbHO-OrpaHHqHTeJIbH뼈 cnocoõ r JIarOJIa; noctm’TH), 그리 고 순간일 회 상 
(MrHOBeHHO-OJlHOaKTH뼈 cnocoõ rJIarOJIa; KOCH~TH)에 속하는 몇 몇 동사는 완료 

상으로 인식되어 perfektiva tantum을 이루었다. 
상 범주가 점차 모든 동사들에 확대되면서 이것의 내용이 변하기 시작하였 

일한 형태가 현재， 혹은 미래시제 의미를 표현했고 (이 형태는 시제 의미뿐만 아니 

라 양상성도 표현했을 수도 있다)， 이 의미는 문맥에 의해 규정될 수 밖에 없었다. 

현재/미래시제형의 다기능성은 단지 현재시제 의미만을 지닌 새로운 형태의 출현 

을 야기시켰다. 공통슬라브어와 고대러시아어 초기에 단지 현재/미래시제에서만 상 

차이를 표현하는 모델 (nolo/O:I<y /nOMa3 alO)이 존재했었음이 바로 이 시제에서 불완료 

상의 의미를 형태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려는 욕구가 생겼음을 말해 준다. 이 모댈 

은 그 후 완전 상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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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상 범주 형성 초기에 불완료상 cb6Hpanl는 과정성을 

강조하는 행위를 표현하며 이에 대한 강조가 결여된 cb6bpaTH에 대립하였다. 

그러나 점차 전자의 의미 틀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그것의 보편적 의 

미가 광범위해지고， 처음에 이 형태가 지니고 있었던 의미에 대한 강조성이 희 

석되고 상실되었다. 반면 상에 의해 특정지워지지 않았던 cb6bpaTH 형태가 완 

료상으로 전환되고， 이것이 불완료상과의 대립에서 의미상 점차 더 선명해지고 

특별해지기 시작하였다. 이 형태는 처음에 결과상 동사들로부터 만들어졌기 때 

문에 그것의 기본 의미가 실제 결과에 도달한 행위 표현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 후 기동상， 장기상， 일회상들을 포함하면서 완료상 의미가 확대되고 더 추 

상화되었다. 슬라브어가 각각의 방언으로 분화되기 시작할 무렵 “이미 완료상 

의 일반적 의미를 행위의 분리될 수 없는 전체성 (ueJJbHOCTb)을 강조하는 것으 

로， 그리고 이 시기의 불완료상은 전체성에 대한 가리킴이 없는 행위 표현으로 

규정할 수 있다 "22) 이리하여 현대러시아어에서와 같이 완료상 - 불완료상 대 

립 관계에서 완료상이 의미상 유표적인 것이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삐. C. MaCJJOB의 불완료화 가설을 토대로 하면， 완료상 -

불완료상 대 립 은 접 두사동사의 불완료상화에 의 해 형 성 되 었으므로 pa3pymHTb 

- pa3pymaTb 유형이 최초의 상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불완료상화 과정은 점 

진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접두사동사 중 상에 의해 특정지워지지 

않은 것들이 존재했다. 이와 같은 동사를 ‘상에 대한 무특정성’23)이라는 용어로 

명명하겠다. 초기 상 체계에서 무접두사동사는 상에 대한 무특정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상 범주의 최초 상태， 즉 완료상 - 불완료상 대립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기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접두사동사; 불완료상， 완료상， 상에 대한 무특징성 

무접두사동사; 상에 대한 무특정성 

이 상태의 바로 전 상황， 즉 상 대립이 형성되기 전에는 단지 불완료상만 존 

재했고， 이것은 상에 의해 특정지워지지 않은 동사에 대립했다: 접두사동사; 불 

완료상， 상에 대한 무특징성 

무접두사동사; 상에 대한 무특정성 

22) 10. C. MacJloB (1958), c. 38. 
23) 상에 의해 특정지워지지 않은 동사， 즉 상 범주로 들어오지 않은 동사를 ‘공통상’， 
혹은 ‘상에 대한 중립성’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용어들은 ‘이중상성’과 혼돈될 

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상에 대한 무특징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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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10. C. MaCJlOB의 불완료화 가셜은 ‘상 범주가 왜 슬 

라브어에서만 존재하는가’뿐만 아니라 완료상과 불완료상의 의미， 제 1접두사동 

사(CbõbpaTH)의 완료상성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한 제2접두사동사(CbÕHPaTH)의 

불완료상성， 상 대립의 두 유형 존재， 즉 어휘소 내부 대립 (pa3pymHTb -- pa3-

pymaTb)와 어휘소 사이 대립 (cneJlaTb -- neJlaTb) 둥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해 

결해 주었다. 그러나 ‘무엇의 결과로 공통슬라브어 시기에 불완료상화， 즉 결과 

에 도달하려는 과정적 의미를 지닌 특별한 동사 어간이 필요했는가’라는 물음 

은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11 1. 고대러시아어의 상 범주 

10. C. MaCJlOB의 불완료화 가설에 근거하여， 상 범주가 형성된 바로 그 순간과 

그 전 시기에 접두사동사와 무접두사동사가 상에 대해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살펴 보았다. 이것을 현대러시아어의 상황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상 범주 형성 이전 시기 최초 상태 현대 

접두사동사 불완료상， 무특징 • 불완료상， 완료상， 무특정 • 불완료상， 완료상 
무접두사동사 무특징 • 무특징 • 불완료상， 완료상， 이중상 

위 도식에 명료하게 나타나듯이 상 범주 발전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상에 

의해 특징지워지지 않은 접두사동사와 무접두사동사가 상에 대한 무특정성을 

상실하여 완료상， 혹은 불완료상 (아주 드물게는 이중상)으로 전환되었고， 여기 

에 대립하는 상이 파생되어 이들이 상 대립 구조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이때 

상 대립은 접두사동사 - 접두사동사， 접두사동사 - 무접두사동사， 혹은 무접 

두사동사 - 무접두사동사 구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상에 대한 무특정성 상실 

과 상 대립 형성 과정이 슬라브어의 상 역사 연구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고대러시아어를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川.1. 상에 의한 고대러시아어 동사 분류 

고대러시아어 동사는 상에 대한 관계에 따라 다음 네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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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료상， 완료상， 이중상， 상에 대한 무특징 동사. 그렇다면 이 분류는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이들은 각각 어떠한 차별화된 상 특정을 지니고 있는가? 즉， 

어떤 동사의 상을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표지는 무엇인가? 

이 물음은 오래 전부터 많은 학자들의 논의 대상이었으나， 여기에 대해 아직 

일관된 견해가 정 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rr. C. KY3Hel\OB는 완료상과 불완료상을 

구분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표지로 시제와 조어 수단을 들고 있다. “ ... 시제에 

대한 상의 관계와 동사 어간 자체의 상호 관계가 완료상과 불완료상의 차이가 

가장 오래된 러시아어 문헌들에 이미 상당히 명료하게 드러나 있었음을 잘 말 

해 주고 있다 "24) Ky3Hel\OB에 의하면， 고대러시아어 시제는 상에 대해 일정한 

인력(引力)을 지니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임퍼펙트는 주로 후에 불완료상이 되 

는 동사로부터， 아오리스트， 완료시제， 대과거시제， 그리고 선미래 (npelKlle6YllY 

lIlee)는 주로 완료상 동사로부터 형성되었다. 완료상과 불완료상을 구분해 주는 

조어적 표지로는， 접사 a- , -Ba-, -HBa(blBa) 등을 들 수 있다. 즉， 이 접사들 

에 의해 파생된 동사는 (접두사동사이든 무접두사동사이든) 항상 불완료상이 

다. 그러나 KY3Hel\OB의 이 표지는 완료상과 불완료상을 구분해 주는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한다. 고대러시아어 문헌에서 완료상으로부터 임퍼펙트가， 

그리고 불완료상으로부터 아오리스트가 형성된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또한 접 

사 -a-에 의해 파생된 형태들 중 일부는， 예를 들어， npOtlHTaTH, HanHTaTH, or

JIarOJIa TH, BblJIOMa TH 등은 불완료상이 아니라 이중상으로 기능했다. 

A. BaHaH25)은 상과 시제 관계에서 완료상 현재인칭형이 미래시제 의미로 쓰 

이는 것을 완료상의 가장 큰 특징으로 본다. 그러나 ~rrOBeCTb BpeMeHHblX JIeT 

》에 사용된 동사의 상 쓰임을 연구한 P. PYlKHtl l< a 26)는 완료상뿐만 아니라 불완 

료상의 현재인칭형도 미래시제 의미를 표현할 수 있었고， 따라서 고대러시아어 

의 미래시제에는 상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견해이다. 미래시제와 마찬가지 

로 어떤 동사의 현재인칭형이 현재시제로 사용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불완료 

상과 완료상을 구분해주는 절대적인 표지가 되지 못한다. 현대러시아어에서도 

완료상 현재인칭형이 보편적 현재 (Pa3yM CHJIy n06ellHT)나 잠재적 현재 (OH 

Bcerlla HaHlleT BbIXOll)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완료상 현재인칭형이 현대러시아 

24) f1. C. KY3He l1oB(l959), 186-187 

25) A. BailaH, PyI<OBOllCTBO no CTapOCJJaBJlHc l<oMy Jl 3b1l< y. M., 1952, c. 352 

26) P. Pyx<때I<a ， rJJarOJJbH뻐 B때B “f10BeC TlI BpeMeHH꾀X JJeT". - B I<H.: BonpocbI r .naro.nbH 

oro BHDa. M. , 1962, c.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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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마찬가지로 고대러시아어에서도 모든 현재시제 의미를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행위를 지시하는 적 

극적 현재 (HaCTo~~ee aKTyanbHOe) 의미로만 사용될 수 없었다. 이 특정은 완 

료상 의미 그 자체， 즉 완결된 행위에 의해 야기된 것이다. 어떤 동사가 완료 

상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이 동사는 적극적 현재시제 의미로 사용되지 못한다. 

그러나 소극적 현재 (HaCTO때ee HeaKTyanbHOe)나 관습적 현재 (HaCTO때ee y3ya 

nbHoe) 의미는 완료상 현재인청형에 의해 표현될 수 있었다. 따라서 “ptKa BbT 

etæTb Bb …"27) 문장에서 동사 현재인칭형 BbTetIeTb가 현재시제 의미를 표현하 

였다하여 동사 BbTetIH가 불완료상이라 할 수 없다. 왜냐면 이것은 일상적， 항구 

적 현재시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구조가 현대 방언에서도 발견 

된다. 예를 들어， “A Y HaC pe tIKa IþnalleT BOT CYlla"에서 현재인칭형 IþnalleT는 

일상적 현재시제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것은 완료상이다. 

상 고유의 의미로 완료상과 불완료상을 구분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이 경 

우 ‘우선 상 고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부터 해명해야 한다. 완료상이 상황에 따 

라 일시적이거나， 또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불변하는 보 

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의미 

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하다. 예를 들어， 완료상의 

가장 보펀적 의미를 행위가 끝까지 완수되어 더 이상은 진행될 수 없는 종결 

점， 즉 행위가 내부한계 (BHYTpeHHoe npellen)에 도달함으로， 또는 동사가 나타 

내는 행위의 처음이나 중간 동작 둥 행위의 일부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행위 전체를 가리키는 행위의 전체성 (uenOCTHOCTb)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혹 

은 행위가 완료되어 그것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행위의 결과적 종결성 (pe3-

ynbTaTHBHa~ 3aKOHtIHHHOCTb)으로 정 의 하기 도 한다. 그러 나 이 와 같은 여 러 정 

의들 중 어느 것도 완료상의 다양한 상황을 완벽하게 포괄할 수 없다. 이들은 

각각 장단점올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완료상， 혹은 불완료상을 선택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완료상의 보편적 

의미에 대한 정의가 항상 신뢰할 만한 표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체 

적인 연구 목적에 따라 여러 정의들 중 적합한 것올 선돼해야 하는데， 상 역사 

를 연구할 때 가장 합당한 완료상의 정의는 결과적 종결성이다. 왜냐면 이것이 

상 대립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심적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텍스트에 사용된 동사가 완료상의 보편적 의미， 즉 행위의 결과적 

Z7) 이것과 바로 아래 예문은 O. B. Ky I<ym I<HHa, M. JI. PeMHeBa (1984), c. 30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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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성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현대러시아어와 마찬가지로 고대슬라브어와 고대러시아어에서도 완료상 의미 

가 최대한 발현되는 문맥 중의 하나가 연속적이고 일회적인 과거 행위의 고리 

구조이다: “npHmeJI, yBH.neJI, noõe띠)]" . 이 구조에 쓰인 불완료상은 (“npHXOllHJI, B 

H.neJI, noÕell<,llaJI" ) 반복적인 연속 행위 의미를 지닌다. P. PY)!(HGKa에 의하면， <n 
OBeCTb BpeMeHHMX JIeT} 에서 불완료상은 일회적인 과거 행위의 연속 고리 구조 

에 사용되지 않는다. 이 구조에서는 완료상 동사나 이중상 동사28)가 사용된 

다.29) 다시 말해， 일회적이고 연속적인 과거 행위의 고리 의미를 지닌 문맥에 

서 동사의 사용 可/不가 완료상과 불완료상을 구분하는 가장 신뢰할 만한 표지 

라는 것이다. 

불완료상 의미는 완료상 의미의 부재 다시 말해 완료상 의미의 관점에서 볼 

때 무표적인 것으로 정의한다. 이처럼 불완료상 의미는 완료상 의미를 통해 규 

정한다. 그러나 불완료상도 그 고유의 상 의미를 지니고 있고， 반복성 (MHorOKp 

aTHOCTb)과 진행성 (npOQeccyaJIbHOCTb) 이 이에 해당한다.30) 이에 근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상 대립의 의미를 완료상은 결과적 종결성으로， 불완료상은 완료상 

의 관점에서 무표적이고 진행성과 반복성의 관점에서는 유표적인 것으로 규정 

하겠다. 

지금까지 살펴본 차별화된 상 특징 -적극적 현재， 결과적 종결성， 진행성과 

반복성-에 대해 완료상 불완료상 이중상 그리고 상에 의해 특정지워지지 않 

은 동사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표31)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魔깊끓~냄흐쏟 적극적 현재 결과적 종결성 진행성，반복성 

완료상 + 

불완료상 + + 

이중상 + + + 

상에 의해 특정지워지지 않은 동사 + + + 

28) P. Pyll<H'IKa는 용어 “이중상 동사” 대신， 잠재적으로 완료상도， 또는 불완료상도 될 

수 있는 통사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이것은 “이중상 동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용어로 대체했다. 

29) P. Pyll<H'II<a(1962), C. 316. 

30) A. B. 50H.11apI<O, rpa째aTH'IeC I< a~ 3Ha'leHHe H C뻐CJI. JI., 1978. c. 166. 

31) 이 표에서 “+" “ 기호는 해당하는 상 특정의 유.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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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에 나타난 것처럼， 이중상과 상에 의해 특징지워지지 않은 동사는 상 차별 

의 세가지 표지에 의해 완료상， 불완료상과는 구분되지만， 그들 사이는 서로 

차별화되지 않는다. 위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상 범주 발전 과정의 중요한 

특정이 상에 대한 무특정 동사들의 무특징성 상실과 이중상 동사의 감소이므 

로 상 역사 연구에 있어 이 두 통사 그룹을 구분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따라서 

이들을 서로 구분하기 위해 위의 상 특정 이외에 다른 표지가 필요하다. 이 표 

지로 o. B. KYKymKHHa32l는 CD 상 동음이의어로 인식되는 동사의 유.무 @ 완료 

상과 불완료상 두 영역에서 사용되는 동사의 확산 정도 @ 상에 의해 특징지 

워진 동사들의 파생 정도를 틀고 있다. 현대러시아어에서 *eHHTb, 06emaTb, 

HCCJJellOBaTb 유형 동사는 하나의 형 태 가 완료상과 불완료상 용법 을 모두 가지 

고 있는 이중상 동사로 그 의미는 문맥에 따라 결정된다. 언중은 이중상 동사 

를 상 의미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한 형태가 서로 다른 상 의미 

를 표현하는 상 동음이의어로 인식한다. 반면 상에 의해 특징지워지지 않은 동 

사는 상 범주 차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상 동음이의어로 인 

식되지 않는다. 이중상 동사는 고도로 발전한 상 대립 체계를 전제로 한다. 따 

라서 상 대립 체계가 정립되지 않은 단계에서 완료상과 불완료상 영역에서 모 

두 사용될 수 있는 동사 유형이 다양하고 그 수가 많은 경우， 이 동사들은 대 

개 이중상이 아니라 상에 대한 무특정 동사에 해당한다. 이중상 동사는 그와 

파생 관계에 있는 상에 의해 특징지워진 동사들과 광범위한 조어적 관계를 갖 

는다. 예를 들어， 이중상 동사 BblJJOMaTH는 접사 -a-에 의해 BblJJOMHTH에서 파생 

되었고， 또 자신이 파생모가 되어 BblJJOMmlTH와 BblJJaMblBaTH를 파생시겼다. 이중 

상 동사 yCt'lH는 일 회 성 접 사 -HY-를 이 용해 yctKHyTH를， 불완료상화 접 사 -a 

-와 -HBa 로 yctKaTH와 yctKHBaTH를 파생시켰다. 반면 상에 대한 무특징 동사 

는 그와 파생 관계에 있는 상에 의해 특징지워진 동사들과 대단히 제한적인 

조어적 관계를 갖고， 또 이 관계 유형도 다양하지 못하다. 상에 대한 무특징 

동사 HTH의 경우 그와 파생 관계에 있고 상에 의해 특징지워진 동사는 단지 

접두사를 첨가하여 만들어진 완료상들 (nOHTH, npHHTH, OTHTH, 1l0HTH 등) 뿐이 

다. 

지금까지 상에 대한 관계에 따라 동사를 네가지로 분류해 주는 표지들을 살 

펴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표지에도 불구하고 고대러시아어 동사들이 상에 

의해 어느 정도 서로 구분되었는가에 대한 견해는 상당히 다양하다. 상에 의한 

32) O. B. KyKymKHHa, M. J1. PeMHeBa(l984), c. 31-32 



고대러시아어 동사 상 범주에 관한 고찰 115 

동사의 차별화 정도는 불완료상화와 완료상화의 진행과， 상에 의해 특징지워지 

지 않은 동사의 상 범주로의 편입과 그리고 이중상 동사의 이중상성 상실과 

관련한 상 대립 형성 과정에 의해 결정된다. 

11 1.2. 상 대립의 발전 

고대러시아어의 각 발전 단계에서 상 대립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연구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완료상화와 불완료상화 과정이 고대러시아어 동사들 

에 어느 정도로 적용되었느냐，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된 완료상과 불완료상의 상 

쌍 구조가 어떠했고， 그리고 상 차이가 얼마큼 분명하게 표현되었나를 규명하 

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고찰은 우선 접두사동사와 무접두사동사로 나누어 

질 수 있다. 

11 1.2.1. 접 두사동사의 상 대 립 

상 역사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 중 접두사동사의 상 대립 발전 과정은 지금 

까지 가장 잘 연구된 분야 중의 하나이다.잃) 접두사동사의 상 범주 발전 과정 

은 다시 접두사동사 - 접두사동사 대립과 접두사동사 무접두사동사 대립 

으로 분류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전자의 대립 관계를 살펴본 다음， 접두사 

동사 중 불완료상이 아닌 동사 즉 비불완료상 의미 형성 시기를 고찰해 본다. 

불완료상에 대해서는 이미 통일된 견해가 정립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논의 

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접두사동사 - 무접두사동사 대립 구조를 다 

룬다. 

11 1.2.1.1. 접두사동사 - 접두사동사의 삼 대립 

고대슬라브어와 고대러시아어 초기부터 접두사동사의 다양한 불완료상화 수 

단이 존재했고， 또 이 수단들의 생산성도 상당히 높았다. 접두사동사 - 접두 

사동사의 대립 구조는 대부분 파생모 접두사동사에 접사를 이용해 불완료상을 

파생시켜 형성된 것이다. 이 파생 과정에서 어떤 불완료상화 접사가 사용되었 

33) 특히 이 문제 에 대 한 A K. KomeJles (COCTOJlHHe BHDOBO꺼 DHlþtþepeHaHilaHH B 

DpeBHepyccKoM Jl3blKe XI-XIV BB. ABTOpeφ. I<aHll. 1lI!CC. 1-1., 1958)와 B. r. CI!J1I!Ha 

(HCTOpl!~ I<aTerOpl!l! r JlarOJlbHOrO B뻐a. - B I<H.: HCTOpHtleCKilJl rpilMMilπ{Kil 

pyccKoro Jl3EJKil. MO.때0J10rHJI. r JlaroJl. 1-1., 1982. c. 200-273)의 연구가 탁월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주로 이 두 학자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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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에 따라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끝으로 접두사 운동동사의 상 대 

립을 다룬다. 

@ 불완료상화 접사 -ja-/-j- , -Ba-

불완료상화 접사 ~ja-/-j- ， 또는 -Ba-에 의해 파생되는 동사 그룹에는 몇몇 

개별적인 동사， 어근이 -H-/-I>I-로 끝나는 동사， 어간이 -è-j -èj-로 끝나는 동 

사， 어간이 -è-j-ø-로 끝나는 동사， 어근이 -j-로 끝나는 동사가 속한다. 

파생자와 파생모의 대립 쌍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개별적 성격을 띄는 동사 

에 는 -lla-(TH) , -llt-/ -따lI<-(TH) ， -CTa-/-CTaH-(TH)를 어 간으로 하는 동사가 속 

한다. 다른 것에 비해 상당히 오래 전에 형성된 이 대립 쌍은 이미 11세기 이 

전에 큰 변화를 겪었고 이들 중 많은 것이 상실되었으므로 11-12세기 문헌에 

서 발견되는 대립 쌍들은 이전에 존재했었던 것의 잔재였다. 접사 -Ba-34)는 원 

래 부정태동사 접사였던 -ja-/-j- 보다 늦게 생겨 후자에 대한 바리안트로 기 

능했다. 이 결과 이 동사 그룹은 하나의 완료상에 두 개의 불완료상이 대립하 

는 구조를 보였다. 바로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여기에 속하는 통사들의 변천 

과정은 각 동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을 각각 고찰해야 하지만， 본 논문에 

서는 -lla-(TH) 동사를 중심으로 이 유형의 일반적인 상 발전 과정을 살펴보겠 

다-
동사 -lla-(TH)에서 불완료상화 접사 -Ja-와 -Ba-는 일찍부터 공존했으므로， 

이미 11-12세기 문헌에서 다음과 같은 대립 구조를 보인다:BbllaTH - BbllajjTH, 

BbllaBaTH; nOllaTH - nOllajjTH , nOlla-BaTH; npellaTH - npellajjTH, npellaBaTH. 두 

불완료상 형태가 한동안 경쟁하며 공존하다 결국 -llajj-(TH)형태가 llaBa-(TH) 

에 의해 밀려나는데 (이때 제일 먼저 과거시제에서 전자가 후자에 의해 대체되 

었다)， 이 과정 에 서 -llajj- (TH)의 패 러 다임 붕괴35)가 중요한 역 할을 한다. 

34) 일부 학자들은 -Ba-를 독자적인 불완료상화 접사로 보지 않고， -8-를 모음 사이에 
삽입되는 매개자음으로 간주하여 이것올 접사 -a-에 포함시켜 고찰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O. B. KyKymKHHa, M. J1. Peμ-HeBa(1984) ， C. 33-34). 
35) -najl-(TH)의 명령형 -naH-가 완료상 -na-(TH)의 원래 명령형올 밀어냈고， 

-najl-(TH)의 현재시제형 -n애-가 naBaTH의 현재형으로 이전했다. 그러나 과거시제， 

명령형， 부동사 현재는 nasaTH의 원래 형태를 유지했다. 현대러시아어에서 nasaTb 
패 러 다임 (naHJ, naemb , naBal!, naBaJI, naBU)은 -naBa-(TH)와 -nU-(TH)의 

패러다임이 혼합된 것이다. 현대러시아어 방언에서 -nasa-의 원래 현재형인 

。TnaSaemb, SblnaSaHJT, nponaBaHJTb 둥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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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료상화 접사 -ja-j-j-에 대한 -Ba-의 승리의 결과로 어근이 -H-나 -1>1-

로 끝나는 동사들에 서 는 이 미 11-12세 기 에 하나의 완료상에 하나의 불완료상 

이 대립하는 구조였고， 이것은 13-14세기에 급증하였다 Bb3ÕHTH -Bb3ÕHBaTH’ 

H3ÕHTH - H3ÕHBaTH, YÕHTH - YÕHBaTH , 3aKpμTH - 3a-KpI>IBaTH , OTKpblTH -

OTKpblBaTH, YMbITH - ytdbIBaTH, HCIIHTH - HCnHBaTH, no'쩌TH - nO'IHBa TH. 

그러나 이 그룹에서 어근 -재-를 지닌 동사들의 경우에는 접사 -Ba-뿐만 아 

니라 -ja-j-j 에 의해 파생된 형태도 사용되었고， 따라서 -JIfI (TH)에 -JIH.5I (TH)와 

-JIHBa(TH) 형태가 대립하였다. 11-12세기 교회슬라브어 문헌을 보면 -JIH(TH) 동 

사가 대단히 드물게 사용되었고， 13-14세기에도 그 사용 빈도수가 낮다. 이것 

은 - JIH( TH)가 순수 러시아 구어적 색채를 띠므로 문헌가들이 이것의 사용을 회 

피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회슬라브어 문헌에서 -JIH.5I (TH) 동사의 완료상화 

가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이미 11-12세기 문헌에 -JIH.5I (TH)가 완료상으로， -JIH 

Ba(TH)가 불완료상으로 사용된 경우가 발견되고， 13-14세기에 두 개의 완료상 

에 하나의 불완료상이 대립하는 구조가 자주 보인다 BbJIHTH ， BbJIH.5I TH - Bb-

JIHBaTH, HaJIHTH, HaJIH.5I TH - HaJIHBaTH, npOJIHTH, npOJIH.5I TH - npOJIHBaTH , pa3JIH

THC.5I, pa3JIH.5I THC .5I - pa3JIHBaTHC.5I. 

-JIH(TH) 형태가 구어에 자주 사용되었으므로 -JIH.5I TH와의 경쟁에서 더 견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또한 다른 동사 대립， 예를 들어 -ÕH(TH), -nH(TH) 구 

조에 유추하여 JIH(TH)가 완료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반면 제2완료상 -JIH.5I (T 

H)에서의 접사 -ja-j-j-는 13-14세기 러시아어에서 여전히 불완료상화 접사였 

고， 또 -JIH.5I (TH)의 문어체적 색채로 인해 제2완료상은 제1완료상에 의해 밀려 

났다. 그러나 -JIH.5I (TH)는 -JIH(TH)와 함께 17-18세기까지 계속 사용되다 19세기 

에 이르러 러시아 표준어에서 완전히 상실되었다. 

두 개의 완료상과 하나의 불완료상이 대립할 때 -JIH(TH), -JIH.5I (TH) 경우와는 

달리 제1완료상이 제2완료상에 의해 대체되는 경우도 있다 -*v~Hti)나 

-*sÈHti) 어간 동사는 이미 고대러시아 초기 문헌에서도 예증되지 않고 불완 

료상화 접사 -ja-j-j 와 -Ba-에 의해 파생된 -Bt.5l (TH)와 -BtBa(TH), -Ct.5l (TH)와 

-ctBa(TH)가 발견될 뿐이다. -Bt.5l (TH). -Ct.5l (TH)가 완료상화되어 일찌기 제 1완료 

상 -*vÈHti)나 -*se-(ti)를 밀어내고 -BtBa(TH) 형태에 대립했다. 접사 -HBa-j

μBa-가 17-18세기에 이 대립 구조로 침투하여 -Ba- 불완료상의 바리안트로 기 

능했다 HaBeBaTb ， HaBeHBaTb; pa3BeBaTb, pa3BeHBaTb; BblCeBaTb, BμceHBaTb; HaC 

eBaTb, HaCeHBaTb; npOCeBaTb, npOCeHBaTb. 두 불완료상 형 태 는 현 대 까지 유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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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경 우 pa3BeBaTb, pa3BeHBaTb; paCCeBaTb, paCCeHBaTb; OTCeBaTb, 

OTceHBaTb 동사에서와 같이 두 개의 불완료상이 의미상 차별화되어， 더 늦은 

시 기 에 형 성 된 pa3-BeHBaTb, paCCeHBaTb, OTCeHBaTb는 구체 적 , 직 접 적 의 미 가 

아니라 추상적， 전이적 의미를 표현한다. 

어간이 -ê-I -êj-로 끝나는 동사의 상 대 립에서 불완료상은 접사 -Ba-에 의 

해서 만 만들어 졌다 CbrptTH - CbrptBaTH , LlocntTH - LlocntBaTH, HcntTH -

HcntBaTH, npHcntTH - npHcntBaTH , yc-ntTH - ycntBaTH, npoycntTH - npoyc

ntBaTH. 

이 방법은 명사나 형용사에서 파생된 동사의 불완료상에도 대단히 규칙적으 

로 적용되었다 OC-KY마TH - OCKYLltBaTH, OXYLltTH - OXYLlBaTH, OKaMeHtTH -

OKaMeHtBaTH, yTOACTtTH - yToAcTtBaTH. 

불완료상화 접사 -Ba-는 -ê-I-0-을 어간으로 하는 동사의 상 쌍 대립에도 

사용되 었다 B~3-ptTH - B~3ptBaTH ， npeTbpntTH - npeTbpntBaTH, nOxoTtTH 

noxoTtBaTH. 이 대립 쌍에서 몇몇 불완료상 (npeTepneBaTb)은 현재까지 유지되 

고 있고， 다른 것 (noxoTtBa TH)은 상실되었다. 여기에 속하는 동사， 예를 들어 

3axoTtTH, paCxoTtTH에서는 불완료상이 파생되지 않았고， 따라서 이들은 현대러 

시아어에서 상 쌍을 형성하지 못한다 (3aXOTeTb, paCXOTeTb). 승1-0- 동사 

의 불완료상화 접사 -Ba-는 불완료상화 접사 a-j-aj- , -ja-j-jaj-의 바리안트 

로도 기 능하여 LlOCMOTptTH - LlO-CMOTPjfTH, LlOCMoTptBaTH 대 립 구조가 형 성 되 

었고， 17세기 말-18세기 초에 이 구조에 접사 개Ba-가 침투하여 LlOCMOTpHBaTb 

가 만들어졌고， 이것이 현대러시아어의 규범으로 정착했다 (LlOCMOTpeTb - LlO

CMTO띠BaTb). 

-ê-I -0- 동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고대슬라브어 (고대교회슬라브어) 초 

기 문헌에서 어간이 이것으로 끝나는 무접두사동사의 아오리스트 형태가 발견 

되지 않고， 또 이 동사에 접두사가 첨가된 형태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다. 또한 고대러시아어에서 -ê-I-0- 접두사동사로부터 불완료상화 접사 

Ba-를 이용해 파생시킨 동사가 많지 않았다. 이것은 고대러시아어 초기에 tTH 

동사는 무접두사동사뿐만 아니라 접두사통사도 불완료상으로 인식되었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36) 이것은 주로 상태를 표현하는 이 동사들 (-3ptTH, -6bLltTH, 

-MbHtTH)의 의미에 의해 야기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Ba-에 의해 파생된 불완 

료상이 형성되기 전에는 -tTH 접두사동사가 불완료상으로 인식되었고， 이것이 

36) o. B. KyKymKIIHa, M. JI. PeMHeBa (1984), c.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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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 불완료상 형태와 대립하면서 점차 완료상 의미를 획득했다. 이로 인해 t 

TH 접두사동사가 완료상 - 불완료상 대 립 구조로 늦게 들어올 수 밖에 없었 

다. 

어 근이 J-로 끝나는 동사의 불완료상은 -a-j 떠 에 의 해 만들어 지 고， 따라 

서 불완료상은 j-aJj-려의 모습을 띤다 이것은 불완료상화 접사 ja-j-jaj-와 

외형상 동일하므로 이 접사의 바리안트인 -Ba-가 j-aJj-벼의 위치에 사용되기 

도 한다. 이 결과 11-14세 기 에 HanOHTH -- Hana~TH ， HanaBaTH 구조가 일 반적 이 

었으나， 그 후에 -~-와 Ba- 형태가 -HBa-j-μBa- 형태에 의해 밀려나 yCTpaHB 

aTb, OT'laHBaTb, Hanal’BaTb 등이 현대러시아어에 정착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처럼， m 불완료상화 접사 -Ba 의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 

라 원래 부정태동사 형성 수단이었던 접사 -ja-jj 가 불완료상화 수단으로 사 

용되지 않았다. 

æ -ja-j-j-에 의해 파생된 불완료상 중 완료상화가 일어난 동사 (3aceHb, 

pa3BeHb)틀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다른 거의 모든 경우에는 -Ba 형태에 

의해 완전히 대체되었다. 드물게는 이 두 형태가 한 어휘로 통합되어 혼합된 

패러다임을 보이기도 했다 (-llaBaTH의 경우) . 

Q) 17세기경에는 불완료상화 접사 -HBa 가 이 구조로 들어와 지금까지의 불 

완료상 형태를 대체하기도 했다 (현대의 llOCMOTpeTb -- llOCMOTpHBaTb 유형). 그 

러나 -HBa- 형태와 다른 불완료상이 의미상 차별화되면서 두 형태가 현재까지 

유지 된 경 우 (pacceBaTb, pacceHBaTb 유형 )도 있다. 

@ 가끔 -ja-j-j-에 의 해 파생 된 불완료상 형 태 (BbJlH꺼 TH)가 완료상화되 어 

한동안 두 개 의 완료상 (BbJlHTH, BbJlH~TH)이 공존하다 -ja-j-j- 형 태 (BbJlH~TH) 

가 상실되었거나 (이 결과 BJlHTb -- BJlH-BaTb) , 혹은 이 형태 (HaB없TH)에 의해 

원래의 완료상 (HaBtTH) 이 밀려났다 (이 결과 HaBe~Tb -- HaBeBaTb). 

@ -é- I/ - 0- 어간 동사 중 상태동사 (Bbl3ptTH)는 자신의 의미로 인해 불완 

료상으로 인식되었고， 이것은 -Ba-에 의해 파생된 불완료상 (BLI3ptBaTH)과 대 

립하면서 완료상 의미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이 동사 유형에서 -Ba- 불완료상 

형태가 다른 동사의 경우에서 보다 늦게 나타났고， 따라서 -é- I/ - 0- 어간 동 

사가 완료상 - 불완료상 대립 구조로 들어온 것은 늦은 시기에 해당한다. 

@ 불완료상화 접 사 a-j-aj- , -*ja 

불완료상이 접 사 -a-j-aj-에 의 해 파생 되 는 동사는 다음 세 그룹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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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D 어 근동사 (ÓJJIOCTH, rpeCTH , paCTH, lKel{H, pel{H, MO 'lH 등)Cî) 과거 

시제형과 현재시제형이 다른 어간으로 끝나는 동사 (lKbaaTH, ÓbpaTH, 3bBaTH’ 
cTynHTH 둥)@ 접 사 -HY-를 지 닌 동사 (Bb3aBHrHYTH, aO-CTHrHYTH, H3baxHyTH 

동). 

11-12세기 문헌에서 다음과 같은 동사 @과 @ 그룹에 속하는 대립 구조가 

발견된다 CbÓJIIOCTH -- CbÓJIIOaaTH, Bb3paCTH -- Bb3paCTaTH, BblKe 'lH -- BblKraTH , 

nOpe 'lH -- noptKaTH, nOMO 'lH -- nOMaraTH, nOlKbaaTH -- nOlKHaaTH, H3ÓbpaTH -

H3ÓHpaTH, Cb3baaTH -- Cb3HaaTH, npHcTynHTH -- npHcTynaTH. 

이 대립 구조의 특정은 불완료상화의 부차적 수단으로 어근에서 모음이 교 

체 한다는 것 이 다 <b/H> nOlKbaaTH-nOlKHaaTH, H3ÓbpaTH-H3ÓHpaTH, Cb3baaTH-Cb-

3HaaTH; <e/t> nOpe 'lH-noptKaTH; <o/a> nOMO 'lH-nOMaraTH. 

이 구조에서 불완료상화 접사 -a-는 견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립 구조의 대부분은 완료상과 불완료상의 일대일 대웅 구조37)였고， 이것 

들 중 많은 것이 변화없이 현대까지 유지되고 있다 H3ópaTb -- H3ÓHpaTb, 

npH3BaTb -- npH3~BaTb ， HaJJOlKHTb -- HaJJaraTb, B03paCTH-- B03paCTaTH, Ha'laTb 

-- Ha'lHHaTb, HanaCTb -- HanaaaTb, CnaCTH -- CnaCaTb. 

이 대립 구조에서 변화를 겪은 몇 쌍의 동사들을 살펴보겠다. 고대러시아어 

의 nO lKbaaTH -- nOlKHaaTH, npHlKbaaTH -- npHlKHaaTH , CblKHaaTH -- CblKHaaTH는 현 

대러시아어에 존재하지 않지만 -lKbaaTH -- -lKHaaTH의 대립이 다른 접두사와 

결합하여 유지되고 있다 B없aaTb -- B없HaaTb， nepelKaaTb -- nepelKHaaTb. 어간 

-3baaTH -- -3HaaTH의 대 립 은 어 근 -3ba- -- -3Ha-가 상실 됨 에 따라 C03aaTb 

-- C03HaaTb를 제외한 모든 대립 쌍이 사라졌다. 어간 -naCTH -- -naaaTH의 대 

립 관계 에 서 는 추상적 어 휘 의 미 를 지 닌 동사 쌍 (nponaCTb -- npOnaaaTb, CO

BnaCTb -- COBnaaaTb)이 동장했고 반면 구체적 의미를 지닌 동사들의 대립 구 

조에서는 그것의 한 구성 성분 (CbnaCTH, ynaaaTH)이 상실되었고， 따라서 남아 

있는 다른 구성 성분 (cnaaaTb, ynaCTb)은 개별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동사들의 

변화 과정의 특징은 접두사의 어휘적 의미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어휘 생성과 

오래된 몇몇 어휘 상실로 요약할 수 있다. 

접사 -a-는 불완료상화 접사로서의 위치가 확고했지만， 그러나 그에 대한 바 

리 안트 -*ja- , 혹은 -HBa-/-~Ba-가 11-14세 기 에 산발적 으로 나타나 하나의 완 

'rl) 11-12세기에 이 대립 구조의 완료상이 가끔 상에 대한 무특정성을 지니기도 했지 

만， 이 수는 극히 미미하고 이것은 후에 완전히 상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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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상에 세 개의 불완료상이 대립하는 구조를 보이기도 했다 cbnycTIiTIi - Cb-

nycKaTIi, CbnYlI\aTIi, cbnycKIiBaTIi’ BOCXIiTIiTIi - BOCXIiTaTIi, BOCXlill\aTIi, BOCXIiThl

BaTIi; BCTpt깨TIi - BCTptTaTIi, BCTptqaTIi, BCTptqIiBaTIi. 이 구조에 서 완료상이 

-1i-(TIi)로 끝나는 동사의 불완료상은 -*ja-에 의해 파생된 동사 (BOCX때aTIi， 

BCTpeqaTli)가 주로 사용되 었고， -KynIiTb, -cTynIiTb, -py6IiTb, -mIi6IiTb, -nycTIiTb 

을 어간으로 하는 동사에서만 -a-에 의해 파생된 불완료상이 현대까지 유지되 

고 있다 BhlKynliTb - BWKynaTb, 3anycTliTb - 3anycKaTb, oTnycTIiTb - oTnyc

KaTb. 어간 -lI<eqli나 -ceqli를 지닌 동사의 불완료상은 -a-에 의해 파생된 형태 

가 현대까지 사용되고 있다 3all<eqb - 3all<liraTb, paCCeqb - paCCeKaTb. -Kna

CTb, -KpaCTb를 어간으로 하는 동사의 불완료상은 -IiBa-에 의해 파생된 형태가 

-a- 형태를 밀어내고 규범으로 고착되었다. 그러나 현대러시아어에서는 어간 

KnaCTb를 지 닌 파생 모가 -nOll<liTb로 대 체 되 어 HanO ll<liTb - HaKna뻐BaTb (< Ha

KnaCTb - HaKnaJlblBaTb) , yno ll<liTb - yKnanμBaTb (< yKnacTb - YKnaJlblBaTb) 

쌍이 형성되었다. 고대러시아어의 -nOll<liTIi - -naraTIi 쌍은 단지 추상적 의미 

를 표현하는 경우에만 현대까지 유지되고 있다. 즉 ‘Hano째Tb - HanaraTb 

(세， 벌 따위를 과하다)， cno뼈Tb - CnaraTb (책임， 의무 등을 벗다)’ 대 립 구조 

에서의 불완료상 -naraTb는 ‘HanO ll<liTb - HaKnaJlblBaT b (위에 놓다， 없다)， 

CnO ll<liTb - CKnaJlblBaTb (한군데 놓다， 넣다， 간수하다)’에서 불완료상 -Knanμ

BaTb와 어휘 의미상 차별화 되고， 반면 이 두 구조의 완료상 HanO ll<liTb, CnOll<liTb 

는 모든 의미를 표현한다. 

어간 -nOMIiTIi - -naMaTIi 의 대립 구조에서는 접사 -a-에 대해 -*ja- , -IiBa 

-가 바리안트로 기능하다 -a- 불완료상 형태가 완료상화 됨으로써 다음과 같 

은 대 립 구조가 형 성 되 었다 BhlnOM때， BhlnOMaTIi - B뻐OM.Jlll TIi， BWnaMhlBa TIi. 여 

기에서 제1완료상과 -*ja- 불완료상이 상실되어 BhlnOMaTIi - BbUlaMhlBaTIi 구조 

가 된다. 두 개의 완료상이 통일한 의미를 지닌 채 현대까지 유지된 경우도 있 

지만 (OTnOMIiTb , OTnOMaTb) , 두 완료상 형태가 유지된 대부분의 경우는 이들은 

어 휘 상 서 로 구분된 다 non。뻐Tb， nOnOMaTb; npOnOMIiTb, npOnOMaTb; pa3nOMIiTb, p 

a3-nOMaTb. 

11-14세기 문헌에서 발견되는 -qbCTIi - -qliTaTIi 대립 쌍은 다음과 같다: 

BbqIiCTIi-BbqIiTaTIi, nOqbCTIi - nOqliTaTIi, npOqbCTIi - npOqliTaTIi, paCqbCTIi -

pac째TaTIi， CbqbCTIi - Cb'써TaTIi. 이 구조에 서 불완료상 형 태 의 완료상화가 일 

어 났으나， 이 과정 은 대 단히 느려 15-17세 기 에 IiCqliTa TIi, npliqliTa TIi, npOqliTa T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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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 l{HTaTH 둥은 이중상으로 사용되었다. 이들의 이중상성은 접사 -HBa-에 의한 

새로운 불완료상 형태 npOl{HT비BaTb ， pacc째TblBaTb의 출현을 야기시켰다. 18-19 
세기에 npO l{H-TaTb, paCl{HTaTb가 완료상으로 완전히 전환되었다. 현대러시아어 

에서는 이 형태들이 원래의 완료상 npO l{eCTb, paC l{eCTb의 바리안트로 기능한다. 

이와는 달리 Cb째TaTH에서는 완료상화가 일어나지 않아 이것은 여전히 불완료 

상으로 남게 되 었다. 불완료상 Cl{HTaTb가 ‘수를 세 다’라는 의 미 로 사용될 경 우 

에 는 접 두사와 결 합하여 새 로운 상 쌍을 형 성 하지 만 (nepec째TaTb ， nOllC l{HTaTb, 

COC l{HTaTb) , 이것이 ‘ ... 라고 생각하다， 간주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원래의 

완료상 Cl{eCTb와 상 쌍을 이 룬다. 

접사 *ja-에 의해 파생된 불완료상의 역사는 a- 불완료상의 역사와 유사 

하다. 그러나 -a-는 불완료상화 접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이것을 이용해 명사 

로부터 동사를 파생 (06tll • 06빼aTH ， pa60Ta • pa60TaTH)시킬수 있는 다기능 

접사였으므로 불완료상화 접사로서의 a 의 생산성은 -*ja-보다 훨씬 낮았다. 

11-12세기 문헌에서 -*ja-에 의한 상 쌍이 예증되기 시작하여 13-14세기에 급 

증한다 H3Ba6HTH -- H3Ba6~TH， yracHTH -- yramaTH, npHrnaCHTH --npHrnamaTH, 

norpy3HTH -- nOrpy:l<aTH, HCnpaBHTH -- HCnpaB~TH ， nopyl{HTH -- nopyl{aTH. 

14-17세 기 에 는 -H-(TH)로 끝나는 모든 동사에 -*ja-를 첨 가하여 불완료상을 만 

들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의 생산성은 상승했다. 이 시기에 -*ja-보다 생산성이 

더 높은 것은 개Ba-였기 때문에， 후자가 전자의 바리안트로 사용되어 B03paCTH 

TH -- B03pamaTH , B03pamHBaTH와 같은 대 립 구조를 보였으나， 많은 경우에 -HBa 

- 불완료상이 상실되고 -*ja- 형태가 정착되었다. 현대러시아어에 이 두 불완 

료상이 유지 되 고 있는 동사는 다음과 같다 HaKonHTb--HaKonn~Tb， HaKannHBaTb; 

nepepe3aTb -- nepepe3aTb, nepepe3 b1BaTb, Ol..leHHTb -- Ol..leH~Tb ， Ol..leHHBaTb. 

어간이 -HY-로 끝나는 동사는 접사 -a-를 이용하여 불완료상을 만들었다. 

접사 -HY-를 지닌 무접두사동사는 CD 순간적-일회적 동작상 (KÆfKHYTH)과 @ 

어떤 성질 획득이나 상실 의미를 지닌 동사 그룹 (BHCHYTH , racHyTH)으로 나쉰 

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접두사가 첨가되면 @ 그룹에서는 추상 

적， 전이적 의미가 발달하고 일회성 의미를 상실하여 보편적 결과동사 (Bb3 -llB 

HHyTH)가 되고， CV 그룹에서도 성질， 특성 등이 상실되어 전자에서와 마찬가지 

로 결과성이 형성된다 (norH6HYTH). 따라서 접사 -HY-를 지닌 모든 접두사동사 

는 결과성을 표현하므로 상 개념 발달에 있어 통일한 과정을 거친다. 

접 사 -HY-에 의 해 파생 된 완료상 동사 (YCtKHYTH)는 파생 모 동사 (YCtllH)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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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로 하는데， 이 파생모 동사는 처음에는 이중상， 혹은 완료상으로 기능했다. 

11-14세기 문헌에 나타난 이 두 완료상의 쓰임을 보면 접사 -HY-를 지닌 완료 

상은 주로 현재시제형에， -HY-가 없는 완료상은 과거시제형에 사용되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이 두 완료상의 쓰임은 시제에 따라 상호 보완적 경향을 

보였다. yCtKHyTIi 유형은 현재시제형과 미정형에， ycttlli 유형은 과거시제에 정 

착하면서 하나의 어휘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은 계속 진행되었다. 현대러시아어 

에서 -HY-를 지닌 완료상 패러다임의 혼합성 (예를 들어， HaMoKHyTb, HaMoKHy, 

HaMOKHemb ... HaMOK, HaMOKJIa, HaMoKmlill:)은 여 기 에 기 인 한다. 그러 나 몇 몇 동사 
들에서는 이 통합 과정이 종결되지 않았다. 19세기에도 HacTlirHyTb, Ha-CTIi4b; 

HacTHrHy, HacTliry; HacTlirHyJI, HaCTlir와 같이 두 형태가 나란히 사용되기도 하 

였다. 현대러시아어에서 형태의 이중성， 예를 들어 nOCTIi4b, nocTlirHyTb; HaC-

T1i4b, HacTlirHyTb; B03nBlir , B03-nBlirHYJI; OTBepr, OTBeprHyJI; rrpli6er , rrpli6erHyJI 

등이 이것의 흔적이다. 다른 한편， 현대러시아어 과거시제에 Hy 를 지닌 형태 

가 정착된 것이 있다 3aMKHÝJI ， 3aTKHÝJI, rrplic~rHÝJI ， rroc~rHÝJI. 이 경우 대부분 

은 -HY-에 강세가 있고， 이 때문에 이것들이 과거시제로 정착되었다고 추측한 

다. 

이 동사들의 불완료상은 접사 -a-j-aj-에 의해 만들어졌고， 이 시기의 문헌 

에서 다음과 같은 상 쌍이 발견된다 Bb3BbpHyTIiC~ - Bb3BpamaTIiC~ ， BbIH싸<HyTIi 

- BblHIiKan’, nocTlirHyTIi - nOCTIi -3aTIi, 3aMbKHyTIi - 3aMbIKaTIi, 06bIKHyTIi -

06b1KaTIi, rroc~rHyT Ii - rrOC~raT Ii， rrocTlirHyTIi - rrOCTIi-raTIi, rrpliHIiKHyTIi -

rrpliHIiKaTIi. 이 상 대립은 11세기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그 구조가 대단히 확고 

했으므로 이 들 중 많은 것이 현대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14세기에 접사 -IiBa-가 이‘ 구조로 침투하여 새로운 불완료상을 만들 

었고， 15-17세기 에는 그 수가 급증했다 B3rJI~HyTIi - B3rJI~naTIi， B3rllillbIBaTIi; 

BocToprHyTIi - BOCTOpraTIi, BOCTOp-rIiBaTIi. 이 동사들 중 일 반적 으로 이 른 시 

기 에 형 성 된 동사에 서 는 -a-j-aj 불완료상이 (B03HIiK-HYTb - B03HIiKaTb, 

IicToprHyTb - IiCTOpraTb, 3aMKHyTb - 3aMbIKaTb, rroKIiHyTb - rrOKlinaTb) , 늦게 

나타난 동사에 서 는 -IiBa - 형 태 (BCKpIiKHYTb - BCKpIiKIiBaTb, rrplicTerHyTb -

rrpliCTerliBaTb, rronKIiHyTb - rrOn재뻐BaTb)가 규범 으로 정 착했다. 

접사 a-j-aj-, 또는 -*ja-에 의해 파생된 불완료상 형태의 상 대립 발전 과 

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CD -a-j-aj- 불완료상 형태를 지닌 



124 러시아연구 체7권 

상 대립 구조에서는 불완료상화 접사이외에 어근에서의 모음 교체가 부차적인 

불완료상화 수단으로 동장한다 (H36bpaTH - H36HpaTH. nOpe'lH - noptKaTH 

둥). 

@ 이 구조에서는 다른 불완료상 형태가 허용되지 않올 정도로 접사 -a-의 

위치가 견고했고， 따라서 이 대립 쌍 중 많은 것이 변화없이 현대까지 유지되 

었다 (H36paTH - 뼈아paTH. B~paCTH - B~aCTaTH 둥). 

@ 이 구조에서 변화를 겪은 동사들의 특정은 접두사의 어휘적 의미가 발전 

함으로 오래된 어휘가 상실 (nO*b~aTH - nO*H~aTH. npH*b~aTH - npH*H~aTH)되 

고， 새 로운 어 휘 가 생 성 (B없~aTb - B뼈~aTb ， nepe*~aTb - nepe*H~aTb)되 었 

다는 것이다. 

@ 접사 -*ja-는 단지 불완료상화 기능만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접사의 

생산성이 다기능 접사인 -a-/-aj-보다 높았다. 

@ 접사 -a-/-aj- , -*ja-에 대해 -HBa-가 바리안트로 기능했다. 이 결과 하 

나의 완료상에 세 개 의 불완료상이 대 립 했다 (BO대깨TH - BOCXHTaTH , BOCXH

띠aTH ， BOCXHTblBaTH). 

@ 몇몇 불완료상 형태가 완료상화되어 원래 완료상을 밀어내고 -HBa- 형태 

와 대립하였고 (BbI-JIOMaTH - B~JIaMblBaTH) ， 경우에 따라서는 완료상화 과정이 

오 랜 시 간에 걸 쳐 진 행 되 었으므로 불완료상 형 태 (npo째TaTH)가 이 중상성 을 유 

지하였고， 이로 인해 새로운 불완료상 (np。째T~BaTH)이 형성될 수 밖에 없었다. 

@ 두 형태의 완료상， 혹은 불완료상이 계속 유지된 경우에는 두 형태가 의 

미상 차별화되었다 (npOJIOMHTb, npOJIOMaTb; HaJIaraTb, HaI<JIa~BaTb). 

@ 접사 -HY-에 의해 파생된 접두사동사 (YCt I<HYTH)는 파생모 동사 (YCtCH) 

와 더불어 완료상으로 사용되었고 이 두 완료상은 하나의 어휘로 통합되었다. 

이 과정은 현대의 -HY- 접두사동사의 패러다임 혼합성 (HaMO I<HYTb, HaMO I< HY, Ha 

MO I<Hemb … HaMO I<, HaMO I<JIa, HaMOI<m뼈)에 잘 반영되어 있다. 

CID -HY- 접두사동사의 불완료상은 -a-/-aj-에 의해 파생되었고， 14세기 경 

-HBa-가 이 구조로 침투하여 바리안트로 기능했다 (BμHH I<HYTH - B~HH I< aTH ， BbI 

HH I<HBaTH). 

@ 불완료상화 접사 -HBa-/-blBa-

순수 러시아어 토대위에서 생긴 접사 -HBa-/-blBa-는 러시아어에서 상이 문 

법적 범주로서 정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접사를 지닌 불완료상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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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에 처음 발견되어 14세기 말에 널리 사용되었다.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 

이， 접사 -HBa-는 이 시기에 주로 다른 불완료상화 접사의 바리안트로 기능하 

였다. 

접사 HBa-는 우선 접사 -a-! -*j 로 끝나는 접두사동사 (예를 들어 CbKa-

3aTH! CbKall<YTb)의 불완료상에 대한 바리안트 (CbKa3b1Ba TH)로 사용되었다. 원래 

-a-! -*j 로 끝나는 접두사동사의 불완료상은 접사 -OBa-에 의해 파생되거나 

(CbKa30BaTH), 또는 -며-를 현재시제 어간에 첨가하여 만들었다 (CbKa3aTH! Cb

Ka3aIOTb). 이리하여 11-14세기에 다음과 같은 대립 구조가 발견된다 yKa3aTH 

(YKall<YTb) -- yKa3aTH (YKa3aIOTb), yKa3oBaTH, yKa3 b1BaTH; HanHCaTH (HanHmYTb) 

-- HanHCaTH (HanH-CaIOTb), HanHCOBaTH, HanHCblBaTH; o6pt3aTH (06ptll<YTb) -

o6pt3aTH (06pt3aIOTb), 06pt30BaTH, 06pt-3b1BaTH. 그러 나 불완료상 -aTH- (YKa-

3aTH! yKa3alOTb 유형) 형태에서 접사 -a 는 완료상 (YKa3aTH! YKall<YTb)과 차별 

화되는 독자적인 불완료상화 접사로서 기능하지 못했고， -OBa- 형태는 문어체 

적 성격을 지녔고， 또 -HBa- 형태는 14세기가 되서야 활발하게 사용되었으므 

로， 13세기 말 까지 이 구조에서 명확하게 불완료상을 표현하는 수단이 발전하 

지 못했다. 이것은 YKa3aTH!YKa3aIOTb 유형이 이중상으로 널리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잘 나타나 있다. 이 이중상성의 원인 중의 하나를 A. K. KOmeJJeB는 아오 

리스트와 임퍼펙트에서 완료상과 불완료상의 어간 형태가 전혀 구분되지 않는 

데서 찾고 있다. 예를 들어， 임퍼펙트 yKa3ame는 완료상일 수도， 불완료상일 수 

도 있다. 

14세기 말에 접사 -HBa-의 생산성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 형태가 점차 다 

른 불완료상을 밀어내기 시작하여 18세기에 -aTH! -alOTb가 완전히 상실되었다. 

이것은 이 동사 유형의 이중상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강세에 의해 완료상과 불 

완료상의 과거 시제형이 구분될 때는 -aTH! -alOTb 형태가 현대까지 유지되었 

다 BbI'pe3aT b (Bblpell<YT, Bllpe3aJJ) -- Bblpe3a'Tb (Bμpe3alOT ， Bμpe3a'JJ); 3aCbI'naTb 

(3 aCblITJJIOT , 3aC따IaJJ) -- 3aCblna'Tb(3aCblITaIOT, 3aCblna'JJ); HaKJJH'KaTb (HaKJJHtly, 

HaKJJH'KaJJ) -- HaKJJHKa'Tb (HaKJJHKalO, HaKJJHKa'JJ). 이 경 우에 도 종종 -HBa- 불완 

료상이 바리 안트로 사용된다 Bμ'KJJHKa Tb -- BblKJJHKa'Tb, BblKJJHn’BaTb; yTb!'KaTb 

-- yTblKa'Tb, y TbIKHBaTb. 

-OBa- 불완료상의 미정형과 과거시제형은 -HBa-에 의해 18세기 중엽에 밀려 

났으나， -YJ- 접사를 지닌 현재시제형은 여전히 사용되었다. 이 결과 HBa-(Tb) 

동사 (예를 들어， llOKa3 b1BaTb)의 현재 시제형 (llOKa3μBalO， llOKa3YIO), 형동사(ll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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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μBae~뻐lt ， lloKa3yeMLIlt) , 부동사(1l0Ka3hlBa~ ， lloKa3ym)에서 두 가지 형태가 등장 

했다. 이 때 -HBa- 형태는 문체상 중립적이고， -yj- 형태는 고상한 문어체에 

사용되다 점차 상실되었다. 후자는 현대러시아어에 다음과 같은 흔적을 남겼는 

데 이것들은 분명히 문어체적 색채를 띤다:B3μCKylO， yKa3ylO, OÕ~3yIOT ， HaKa3y1OT, 

CB~3yml따ilt ， HcnhlTylOlIlHlt, 1l0Ka -3yeMLIlt. 

이미 언급하였듯이， 접사 -HBa-는 -OBaTH로 끝나는 동사의 불완료상 바리안 

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OBaTH/-eBaTH로 끝나는 동사는 원래 명사나 형용 

사， 또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이다. 명사， 형용사에서 파생된 -oBa-j -yj-를 어 

간으로 하는 동사 (õectlla • õectlloBaTH)는 접두사와 결합하여 비불완료상 

(일반적으로 완료상)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것에 대립하는 불완료상은 -oBa-j 

-oBaj-에 의해 파생되었다 (-õectlloBaTHj -õectlloBalO). 동사로부터 파생된 -OB 

a-j-yj- 어간 동사 (-MHHYTH • -MHHOBaTH)에서 접사 -oBa-j -yj 는 처음에 

는 다회성 접사였다. 고대슬라브어와 고대러시아어에서 다회성 접사가 불완료 

상화 접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동사 그룹에서 -oBa-j -yj-는 접사 -blBa -

와 함께 불완료상의 표지로 기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접사 -OBa-는 불완료 

상과 비불완료상을 표현하는 상 동음이의어 접사였고， 이로 인해 명사나 형용 

사에서 파생된 일련의 -OBa- 접두사동사가 고대슬라브어와 고대러시아어에서 

불완료상 (nOCJItlloBa TH)으로， 또는 이 중상 (npeOõpa30BaTH 완료상， 불완료상; 

npeoõpa3ylO 완료상， npeOÕpa30BalO 불완료상)으로 인식되었다. 접사 -HBa-에 의 

해 새로운 불완료상 (npeOõpa30BbIBaTH) 이 형성되어 -OBa- 형태가 완료상화 됨 

으로써 이 동사 그룹의 이중상성은 상실된다. nOCJItlloBaTH 유형에서는 접두사 

가 완료상 의미를 표현하는 순수한 형식적 기능을 갖게 되었을 때 새로운 대 

립 쌍 CJItlloBaTH -- nOCJIt-lloBaTH이 형성되었다. 

접사 -HBa-는 위에서 살펴본 동사 이외에도， 어간이 -a-j 며 로 끝나는 동 

사 (-nhlTaTH, -l!tJIa-TH)의 불완료상 바리안트로 기능했다. 이 동사들에서 접사 

-a-j -aj-의 제 1기능은 매개모음 동사화(-nbITaTH)와 병사나 형용사로부터 동사 

를 파생시키는 것이다 (-l!tJIaTH, -paÕOTaTH). 그런데 접사 -aj-떠 는 또한 불 

완료상화 기능도 지녔기 때문에， 어간이 -aj 매-로 끝나는 동사에 접두사가 

부착 (예를 들어， HanHTan’, OnpaBblla TH, or JIarOJIa TH, on삐TaTH)되어도， 이것이 바 

로 완료상으로 인식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형태들은 다른 완료상들에 비해 더 

오랫 동안 이중상으로 남아 있었다. 이 동사들의 불완료상은 -OBa-에 의해 만 

들어졌으나 이미 12세기부터 개Ba- 불완료상이 발견된다 HCllbITaTH -- HCllbI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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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H, HCnblTbIBaTH; Ha3HaMeHaTH - Ha3HaMeHOBaTH , Ha3HaMeHblBaTH; Cb-lltJIaTH 

cb}ltJIOBaTH, CblltJ뻐BaTH. 이 구조에 서 -OBa- 형 태 는 -HBa 형 태 에 의 해 점 

차 밀려난다. 

-HBa- 접사에서 한가지 더 언급되어야 할 것은 다음 사실이다: 14세기부터 

무접두사동사， 예를 들어， ðHTH , 'lHTaTH에 개Ba-가 첨가된 형태 ðHBanl , 'lHTbI 

BaTH가 발견되는데， 이 경우 파생모 동사는 완료상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 즉， 

여기에서 접사 -HBa-는 불완료상화 접사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복 

상， 혹은 다회상을 표현했다. 이. 동작상의 동사가 확산되면서 16-17세기에 접 

두사동사에 -HBa-가 첨 가된 BblðoJITblBaTb, BblTaJIKHBaTb 형 태 역 시 반복성 , 다회 

성 의미를 획득하였다.잃) 다회성을 표현하기 위해 무접두사동사에 -HBa'-를 첨 

가하는 방식이 생산성을 잃자， 불완료상화가 -HBa-의 유일한 기능이 되었다. 

즉， -HBa-는 순수한 불완료상 표지가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 처 럼， CD -aTH 접두사동사 (YKa3aTH , yKalI<YTb)는 접사 -a 

-에 의해 불완료상 (YKa3aTH , YKa3a~Tb) 이 파생되었으나， 이 불완료상 형태는 

완료상과 명확하게 차별화되지 못했으므로 새로운 불완료상 형태가 활발히 사 

용되기 전까지는 이중상으로 기능했다. 

@ 새로운 불완료상화 접사로 -OBa-와 HBa-가 등장했는데， 전자가 교회슬 

라브어적 색채를 띠므로 주로 개Ba- 형태가 규범으로 고착되었다. 

CD -OBa- (1l0Ka30BaTH)는 18세기 중엽에 상실되었으나， -yj- 현재형(1l0 I< a3Y~) 

은 유지 되 어 HBaTH 통사가 형 태 의 이 중성 (1l0Ka3bIBa~ ， 1l0Ka3~)을 띠 게 되 었 

다. 

@) 명사에서 파생된 -OBa- 접두사동사 (no ðectllo Ba TH)는 완료상이었고， 동사 

에서 파생된 것 (npOMHHOBa TH)은 -OBa- 접사가 다회성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불완료상이 었다. 따라서 -OBa-는 완료상괴 불완료상을 표현하는 상 동음이 의 

접사로 인식되었고， 이로 인해 OBaTH 통사의 일부가 이중상성을 지녔다. 

@ -HBa 형 태 (npeoðpa30BbIBaTH)가 발전하면서 -OBaTH 동사 (npeoðpa30Ba T 

H)는 완료상으로 전환되었다. 

@ 명사에서 파생된 -aTH 무접두사동사 (rJIarOJIaTH)에 접두사 (0-)가 첨가되 

어도 이 형태 (orJIa-rOJIaTH)는 접사 -a-의 다른 기능 즉 불완료상화 기능으로 

38) 자세 한 것 은 c. n. 06HOPCK뼈， O'lepKH no MO때OJJor깨 pycCKoro rJJarOJJa, M, 1953, c ‘ 

43-58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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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바로 완료상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중상성올 지녔다. -HBa- 불 

완료상 형태가 활발히 사용되면서 -aTH 접두사동사는 완료상으로 인식되었다. 

(j) 접사 -HBa-는 다회성올 표현하기도 했지만 17세기경 이 기능을 상실하였 

고， 따라서 불완료상화가 -HBa-의 유일 한 기 능이 되 었다. 

@ 접두사 운동동사의 상 대립 

접 두사 운동동사의 상 대 립 (npHBeCTH - npHBO.llHTH’ H3HeCTH - H3HOCHH’ 

OTrbHaTH - OTrOHH-TH)은 정태성 - 부정태성에 의해 쌍을 이루는 무접두사 

운동동사 대 립 (BeCTH - BOllHTH. HeCTH - HOCHTH. rbHaTH - rOHHTH 유형 )으 

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npHBec깨 - npHBOllHTH 유형에서 불완료상은 무접두사 

정태동사에 접두사를 첨가하여 생긴 완료상에 불완료상화 접사를 이용하여 직 

접 불완료상화 시 킨 것 이 아니 라 (npHBeCTH ~ npHBO뻐깨)， -HTH로 끝나는 무 

접두사 부정태동사에 접두사를 첨가하여 만들어졌다 (BO띠TH • npHBO따TH). 

이처럼 접두사 운동동사는 완료상화에 의해 형성된 것이지만， 결국 접두사동사 

- 접두사동사 대립 구조로 일정한 불완료상 접사의 유.무가 이 두 구성 성분 

을 구분해 주는 표지이다. 즉 운동통사 상 대립 구조에서도 불완료상의 접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불완료상화 접사에 의해 상 대립을 형 

성하는 동사 유형과 같이 살펴 본다. 

이와 같이 형성된 몇몇 운동동사 불완료상이 이미 11-12세기부터 완료상 의 

미로 사용된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예를 들어， npOBO따TH가 ‘npOBeCTH, conpo

BO뻐Tb’ 의 미 로， CbXO마깨가 ‘nOaTH’로， HaHOCTH가 ‘HaHeCTH’ 의 미 로 사용되 기 도 

했다，39) 

13-14세기의 접두사 운동동사들의 대립을 11-12세기와 비교할 때 특기할 만 

한 것은 -txa-(TH)와 -t311H-(TH) 어간으로부터 만들어진 접두사동사 쌍이 형성 

되 었다는 것 이 다 Bb3btxaTH - Bb3bt3매TH ， BbtxaTH - Bb3t3 .llHTH, np뼈xaTH 

- npHt3 .llHTH. 다른 운동동사와 마찬가지 로 어 간 -t3.llH- (TH)를 가진 접 두사동 

사들의 일부가 완료상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있다. 

13-14세 기 에 npOBOllHTH, CbXOllHTH, Bhlt3따iTH 유형 이 불완료상 영 역 과 완료상 

영역에 모두 사용된 것이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현상은 새로 

운， 즉 제2불완료상의 출현을 야기시켰다. 이것은 제1불완료상에 불완료상화 

접사 -*ja- , -*j머-를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Oõbxa*llaTH ， npOBa*aTH, npHHOmaTH, 

39) 구체적인 예문은 B. r. CHJlHHa(1981), C. 2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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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t3 :1(aTH. 이리하여 14세기 말 접두사 운동동사 중 많은 것이 제2불완료상을 

갖게 됨 으로 다음과 같은 대 립 구조가 발견되 었다 npOBeCTH -- npOBO따TH ， np 

OBO:l(aTH; H3HeCTH -- H3HOCHTH, H3HamaTH; nOHTH -- nOXOllHTH, nOXO:l(aTH. 여 기 에 

서 제 1불완료상은 이중상성을 지녔고， 제2불완료상은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립 구조는 견고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완료상화된 제1불완료상과 

제2불완료상이 대립하는 새로운 관계， 즉 npOBO따TH -- npOBO:l(aTH 유형이 형성 

되었고， 이것은 npOBeCTH -- npOBOnHTH와 의미상 차별화되었다. 현대러시아어에 

서 npOBeCTH -- npOB。띠Tb ， npOBOnHTb -- npOBO:l(aTb 유형 의 상 쌍과 이 들의 의 

미상의 차이가 여기에 기인한다. 

15-17세기에 제2불완료상 형태는 급증했고， 이것은 계속 제1불완료상의 바리 

안트로 기능했다. 상 체계에서 제2불완료상의 운명은 제1불완료상의 기능에 달 

려 있다. 제 1불완료상의 완료상화가 밀도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여전히 불완료 

상으로 계속 사용되는 경우， 제2불완료상은 사용 범위를 확대하지 못한다. 반 

면 제1불완료상이 자주 완료상 의미로 사용되면서 계속 이중상성을 유지하는 

경우， 제2불완료상이 제 1불완료상을 밀어내고 유일한 불완료상 형태가 된다. 

이리하여 17세기 말-18세기 초에 다음과 같은 상 쌍이 형성되었다 OT넓xaTb 

-- oTbt3:1(aTb, nepetxaTb -- nepet3l1<aTb, ytXaTb -- yt3:1(aTb. 

13-14세기에 불완료상화 접사 -HBa-/-b1Ba- 역시 접두사 운동동사에 사용되 

어 npOBall<HBaTH, yra-HHBaTH 등이 이 시기의 문헌에서 발견된다. 15-17세기에 

는 모든 접두사 운동동사에서 이 접사를 이용하여 불완료상을 파생시킬 수 있 

었고， 이 결과 접두사 운동동사는 하나의 완료상에 세 개의 불완료상이 대립하 

는 구조를 보였다. BHeCTH-BHO대깨 BHama TH. BHOI뻐BaTH. 그러나 이 구조에서 -

HBa- 불완료상의 위치는 견고하지 못했고， 따라서 이 형태는 점차 상실되기 시 

작 하였다.40) 그러나 제1불완료상 (nOHOCHTH) 이 완료상화된 경우에는 -HBa- 불 

완료상 (nOHa뻐BaTH) 이 제2불완료상 (nOHamaTH)을 밀어내고 완료상화된 제1불 

완료상 형태 (nOHOCH깨)에 대립하는 유일한 불완료상이 되었다. 현대러시아어 

의 다음과 같은 상 쌍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형성된 것이다 nOHO대Tb -- nO-

HamHBaTb, H3HOCHTb -- H3HamHBaTb, Bt.lXOnHTb -- Bt.lXa ll<HBaTb, nOXOnHTb -- nO

Xall<HBaTb, HCXOnHTb -- H3Xa:l(HBaTb. 

40) 몇몇 현대러시아어 방언에서 BblB 8.lI<HBaTb, nOllHamHBaTb, 3aX8.lI<HBaTb 등이 보존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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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1) 접두사 운동통사의 상 대립은 정태성 - 부정태 

성 무접두사 운동동사의 대립에서 발전된 것이다. 

@ 일부 불완료상 (npHHOCHTH) 이 이중상으로 기능했고， 이것은 새로운 불완 

료상 (npHHomaTH)의 출현을 야기시켰다. 

Q) 접두사 운동동사에 거의 모든 불완료상화 접사를 이용하여 불완료상 형 

태를 파생시킬 수 있었고， 따라서 불완료상의 여러 바리안트가 존재했다. 이때 

제 1불완료상의 완료상화가 밀도있게 진행되지 못한 경우 이것이 유일한 불완 

료상으로 남게 되었고 (npHHeCTH - npHHOCHTH), 반면 제 1불완료상이 자주 완료 

상으로 사용된 경우는 이것이 제2불완료상에 의해 상 쌍에서 밀려났다 (nepe 

exaTH - nepet3l1<aTH). -H-형태가 완료상화된 경우 이것에 -HBa-/-blBa- 불완료 

상 형 태가 대 립하였다 (./lOHOCHTH - ./lOHamHBaTH). 

川.2.1.2. 접두사동사 비불완료상의 의미 형성 

지금까지 접두사동사들의 상 대립이 형성되는 과정을 불완료상화 접사에 의 

해 분류된 세 유형과 접두사 운동동사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여기에서 한가지 

더 종합적으로 고찰되어야 할 문제는 완료상 의미의 형성 시기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고대슬라브어와 고대러시아어 초기부터 불완료상화 접사에 

의해 접두사동사에서 파생된 형태는 명확히 불완료상 의미를 지녔다’는 점에는 

견해를 같이 하지만， 그러나 불완료상이 아닌 동사에 대해서는 통일된 견해가 

없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러시아어에서 완료상인 동사가 고대러 

시아어에서는 완료상이 아닌 것처럼 기능하는 통사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이 

다. 이 물음의 해결에 ‘접두사의 상 기능이 어느 정도로 발전했는가， 또 이 결 

과 고대러시아어에서 상 체계의 전반적 발전 정도는 어떠했는가’와 같은 문제 

의 해결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상의 역사적 발전 과정 

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A. K. KOmeJIeB는 현대에서는 완료상인 동사가 고대에서는 비완료상으로 기능 

하는 접두사동사， 무엇보다도 @ 완료상과 불완료상 두 영역， 혹은 단지 불완 

료상 영역에서만 쓰이는 동사 @ 현재인칭형이 현재시제 의미로 사용되는 동 

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낸다: “이와 같은 상황은 상 체계의 발 

전에서 접두사가 통사 어간에 아직 완료상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일정한 어 

휘적 의미 ... 를 부여하던 시기가 일정 기간 유지되었음을 말해 준다."41) B. E. C 

41) A. K. KomeJles (1958), c.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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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IHHa 역시 10/11-12세기 초 상 체계의 특정을 요약하면서 이와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 ... (다양한 불완료상화 모델에 따라 만들어진 동사들은) 이미 분명 

한 불완료상 의미를 지녔다. 그러나 이 불완료상 동사들에 일부 공통상 (상에 

대한 무특정 동사)들이 대립했는데 이 동사들에서 완료상 의미는 아직 형성 

단계에 있었다. 이 시기에 접두사는 조어적 기능을 수행했고， 동사 어간에 완 

료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42) B. E. CHJIHHa의 견해에 의하면， 이와 같은 현 

상은 14세기가 되서야 완전히 상실되었다; “(14세기 말에) 완료상 의미가 ... 완 

전히 형성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상에 대한 무특징 동사의 잔재가 완전 상실되 

었고， 서로 대립하는 상 쌍의 의미가 양극화되었다. 완료상 의미가 형성됨으로 

써 접두사는 동사 어간에 완료상 의미를 부여하는 상 형성 수단으로 인식되었 
다 "43)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현대는 완료상인데 고대슬라브어나 고대러시아어 

에서는 완료상과 불완료상 두 영역 혹은 단지 불완료상으로 쓰이는 접두사동 

사는 주로 e-j-ø- , -a-j-aj-, -oBa-j-yj- 어 간 동사 (OÔb3ptTH, cKa3aTH, 

nocJIt.llOBaTH 경우)이다. 여기에서 두 상 영역에서 기능한 동사는 결코 상에 의 

해 특징지워지지 않은 동사가 아니라 이중상 동사에 해당하고， 이 동사들의 이 

중상성은 이들이 지닌 접사를 불완료상화 접사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완료상으로 사용된 동사는 그 동사 (대부분 상태동사)의 의미 자체에 의해 

야기되었다. 이 동사들은 불완료상화 수단이 발전함에 따라 완료상 의미를 획 

득하였다. 

초기 고대러시아어에서 완료상의 의미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견해의 또 

다른 근거는 현대의 완료상이 고대러시아어에서 현재시제 의미로 사용되었다 

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이미 언급되었등이 고대러시아어에서 완료상의 현 

재인칭형이 소극적 현재 의미로 상당히 자주 사용되었고， 따라서 이것은 완료 

상/비완료상의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한다. 

현대의 완료상 접두사동사의 일부가 고대러시아어에서는 상에 대한 무특정 

동사였다면， 이 동사들이 적극적 현재 의미를 표현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이들이 시작동사와 규칙적으로 결합하여 사용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법은 대단히 드물고 산발적인 현상이었다. 예를 들어 B. E. CHJIHHa의 {HCTO

pHqeCKa~ rpaMMaTHKa. Mop~OJIOrH~. rJIarOJI} 에서 Ha뻐TH와 결합한 동사는 단지 

42) B. 5. CIl재Ha (1982) ， C. 277-278 
43) B. 5. CIlJlIlHa(1982), C.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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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에 불과하다 Haq.ll … no6t때TH 뼈 Haq.llXb CbBnaqHTH ~.M) 그러나 이 예문 

에서 동사 no-6tJlHTH는 명사 no6tna에서 파생된 분명한 무접두사동사이고， 

CbBnaqHTH는 BOnOqH -- BOnOqHTH 관계의 영향으로 생긴 제2불완료상일 수 있 

다. 

이처럼 현대러시아어에서 완료상 의미를 지닌 접두사동사들이 고대러시아어 

에서는 이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고 하여 완료상 의미가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못했고， 일부 비불완료상 접두사동사들이 상에 의해 특징지워지지 않았다고 말 

할 수 없다. 이것은 이 동사들이 상 의미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현 

대와는 다른 의미를 지녔고 완료상 현재인칭형이 현대와는 다른 기능을 지녔 

기 때문이다. 

접두사 비불완료상 동사들은 이미 11-12세기에 대부분 완료상이었고， 이것은 

이미 이 시기에 완료상 의미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현대러 

시아어와 다른 점은 이중상으로 기능한 동사의 수가 고대러시아어에 훨씬 많 

았다는 것이다. 이 동사들의 이중상성은 불완료상화 수단의 불명확성에 의해 

야기되었다. 따라서 고대러시아어의 모든 접두사동사들은 완료상 - 불완료상 

대립 구조속에 있었고 이들 중 일부가 상 통음이의어 즉 이중상으로 인식되 

었다. 

川. 2. 1.3. 무접두사동사 - 접두사동사의 상 대립 

접두사는 원래 공간적 의미를 표현하는 전치사에서 기원했다. 접두사를 첨가 

하여 새로운 동사를 파생시킬 수 있는 조어 방법이 발전되어 있는 인도유럽어 

에서 접두사동사가 (상 관점에서 볼 때) 결과적 종결성 (pe3ynbTaTHBHa.ll 3a

KOHqeHHOCTb) 의미를 지니는 것은 보편적 현상이다.45) 이 경우 접두사의 공간 

적 의미는 유지될 수도 (B뼈TH ， ausgehen), 또는 완전히 상실될 수도 있다 (BbI

.ayMaTb, ausde따{en). 이와 같은 상황은 고대러시아어 시기에도 해당한다. 즉， 

이 시기에 모든 접두사는 결과적 종결성 의미를 지닌다. 이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심지어 현대러시아어에서는 예외없이 항상 공간적 의미를 지닌 접두사 

Bb-도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고대러시아어에서 BbrHH-THC.lI가 ‘npoHHKHyTbC.lI 

rHHnb~’ 의미로， BbKblCHyTH는 ‘CKHCHyTb’ 의미로 사용되었다. 즉 이 동사들에는 

접두사 Bb-의 공간적 의미가 전혀 없다). 결과성올 표현하기 위해 모든 접두사 

44) B. B. CHJlHHa(1982), c. 194. 

45) 이것에 대한 자세한 것은 11. llaMôpKlHac (1962), B. M. lKHPMYHCKHR(l948)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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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될 수 있었고， 이 결과 이음동의 접두사가 생겼다 BHHHTH -- rrOBHHHTH’ 
06BHHHTH, CBHHHTH (06BHHTb 의 미 ); J<paCTH -- rrOJ<paCTH, o J<pac깨， y J<paCTH (YJ<

paCTb 의 미 ); rrHcaTH -- HarrHCaTH, HcrrHcaTH, 3arrHcaTH (HarrHcaTb 의 미 ). 

고대러시아어에서 이음동의 접두사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점차 상실되 

어 갔다:CD 이음동의 접두사동사들의 의미가 차별화， 구체화되었고， 이 결과 

이 동사들은 의미상 (어휘 의미뿐만 아니라 상 의미 역시) 서로 분리되었다. 

이제 접두사가 지금까지의 보편적인 상 의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 의미도 

전달하게 되었다. 이 결과 현대러시아어에서 HarrHcaTb, 3arrHcaTb, ~orrHcaTb ， 

HcrrHcaTb 등 사이의 의미상의 차이가 생겼다.(2) 여러 이음동의 접두사 중 하 

나만 계속 사용되고 다른 것들은 사라졌다 (현대러시아어 HaqaTb 의미로 고대 

러시아어에서는 rrOqaTH’ yqaTH, HaqaTH가 사용되었다).뼈) 

접두사 의미가 차별화， 구체화된 것은 늦은 시기이다. 접두사 rro- , 3a- , B03-

에 시작의 의미， OT-, ~O-에 행위나 상태의 종결， rro-에 한계 의미， 3a-에 동작 

의 극한， 과도， rrpo-에 행위의 완전한 종료 의미 등이 고착된 것은 16-18세기 

에 해당한다. 이 결과 현대러시아어에서 대부분의 접두사들이 엄격하게 정해진 

상 의미， 또는 상 기능을 지니게 되었다. 

이음동의 접두사들의 상 의미가 차별화되면서 이들 중 하나가 자신의 어휘 

적 의미를 완전 중성화하고， 무접두사동사에 완료상 의미를 부여하는 순수한 

형식적 기능을 지니게 되어 이것이 무접두사동사와 상 쌍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상 쌍 대립 구조에서 atnaTH -- c~tnaTH ， rrHcaTH -- HarrHcaTH 

구조는 부차적인 것이었다. 접두사동사 상 대립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cb~t

naTH, HarrHcaTH에 서 파생 된 여 러 불완료상 형 태 들 (c~tnoBaTH ， cb~tnblBaTH; Ha

rrHC aTHj HanHcalOTb, HarrHcOBaTH, HanHcblBaTH)이 17세기경 모두 상실되고 이들을 

무접두사동사atnaTH ， rrHcaTH가 대체하게 되었을 때， 비로서 현대와 같은 ~enaTb 

-- c~enaTb ， rrHcaTb -- HarrHcaTb 상 쌍 대 립 이 형 성 되 었다. 

위와는 달리， 접두사가 일정하고 분명한 의미로 구체화된 경우에는 이 접두 

사동사 완료상에서 파생된 불완료상이 계속 유지되었다. 현대의 ~o~enaTb -

~O~enblBaTb ， rrepenHcaTb -- rreperrHcblBaTb가 여 기 에 속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을 토대로 고대러시아어에서 접두사동사의 상 대립 구 

조의 형성과 발전 과정 그리고 보펀적인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46) o. B. KyKymKHHa, M. 끼. Pe"lHesa(l984), c.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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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 이미 고대러시아 초기에 다양한 불완료상화 수단들이 존재했고， 이것 

들에 의해 하나의 파생모 동사에서 여러 불완료상들이 파생되었다. 이들은 서 

로의 바리안트로 공존하며 경쟁하다 (이 관계는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고， 몇몇 

동사 그룹에서는 19세기 초까지 계속되었다)， 대개 이들 중 하나가 규범으로 

정착되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완료상에 두 개 이상의 불완료상이 대립하는 

구조가 하나의 완료상에 하나의 불완료상이 대립하는 구조로 변화되어 갔다. 

2) 일대일 대응 구조로의 변화 과정은 공존하던 여러 형태들 중 하나가 다른 
것들을 밀어내거나 (BOCXHTHTH - BOCXHTaTH, BOCX때aTH ， BOCXHThlBaTH • BOC

XHTHTH - BOCXHm.aTH) , 혹은 두 바리안트가 하나의 형태로 혼합되거나( -.llaBaTb , 

OBaTb로 끝나는 동사， 접사 -HY-를 지닌 동사 등)， 또는 공존하는 형태들 사 

이에 의미상의 차별화가 일어나 이것들이 각각 다른 대립 구조를 형성 (npHBe

CTH - npHBO.llHTH; npHBO.llHTH - npHBO~aTH)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3) 여러 불완료상화 바리안트 접사 중 규범으로 고착된 것은 불완료상화 이 

외에 다른 기능을 지닌 다기능 접사나 또는 교회슬라브어적 색채를 띠는 접사 

가 아니라， 대개 불완료상화가 그것의 유일한 기능이고 구조적으로 명확한 접 

사이다. 

4) 러시아어에 상이 문법적 범주로 정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접사 -HBa-/-hlBa- 이다. 처음에는 다른 접사의 바리안트로 등장했던 이 접사는 

14세기 말 그것의 생산성이 급증되었고 17세기에는 이 접사를 첨가하여 모든 

동사로부터 불완료상을 파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 생산성이 극대화되었다. 

즉， 접사 -HBa-를 이용하여 모든 동사를 상 대 립으로 들어 오게 할 수 있었다. 

또 접사 -HBa-는 다른 불완료상화 접사를 대체하며 유일한 불완료상화 접사가 

되어 불완료상의 파생 방법을 단일화시켰다. 이 접사의 생산성이 17세기 이후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러시아어에서 가장 주요한 불완료 

상화 수단이었다 

5) 불완료상화 접사에 의해 파생된 불완료상 형태가 완료상화되어 두 개의 

완료상이 공존하기도 했지만 이것은 극히 드문 현상이었다. 

6) 접두사동사 중 일부가 상 동음이의어 즉 이중상으로 기능했다. 이것은 불 

완료상화 수단이 그것에 의해 파생된 불완료상을 완료상과 명확하게 구분해 

줄 만큼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기되었다. 따라서 불완료상화 수단 

이 발전함에 따라 접두사동사의 이중상성은 상실되었다. 몇몇 동사는 16-17세 

기까지 이중상성을 유지 47)했으나 그러나 이 시기에 이 동사들은 결코 체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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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 규칙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7) 이미 고대러시아어 초기에 불완료상 의미뿐만 아니라 완료상 의미도 형성 

되어 있었다. 

8) 11-14세기에 모든 유형의 접두사동사에서 불완료상 - 비불완료상 (완료 

상， 이중상) 대립 구조가 상당히 발전된 단계였고， 이것은 (일부 동사들의 이중 

상성이 계속 유지되었지만) 점차 불완료상 - 완료상 대립으로 발전해갔다. 따 

라서 고대러시아어에서 접두사동사의 상 체계 발전 과정은 불완료상， 완료상， 

이중상 • 완료상， 불완료상으로 특정지울 수 있다. 

9) 고대슬라브어와 고대러시아어의 접두사는 결과적 종결성이라는 보편적 의 
미를 지녔고， 따라서 결과성을 표현하기 위해 모든 접두사를 사용할 수 있었 

다. 이 결과 이음동의 접두사가 생겼고， 이것들은 의미의 차별화， 구체화 과정 

을 거쳐 16-18세기에 각 접두사들에 고유의 의미가 고착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음동의 접두사 중 하나가 자신의 어휘적 의미를 완전 상실하고 동사 어간에 

단지 완료상 의미를 부여하는 순수한 형식적 기능을 갖게 되어， 이것이 불완료 

상 의미를 획득한 무접두사동사와 상 쌍을 형성하였다 (cnenaTH -- nenaTH 유 

형). 고대러시아어 전기에 이 대립 구조 즉 접두사동사 - 무접두사동사 (cne 

naTH -- nenaTH 유형)의 상 대립은 형성되고 있던 단계였고， 이것이 완결된 것 

은 17세기 경이다. 

11 1. 2. 2. 무접 두사동사의 상 대 립 
무접두사동사의 상 대립 발전 과정을 밝히는 것은 간단하지 않고， 따라서 이 

것에 대한 견해도 다양하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대슬라브어와 

고대러시아어에서 무접두사동사의 상은 무었이었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접 

두사동사는 완료상， 혹은 불완료상 의미를 지녔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것은 무 

접두사동사의 다음과 같은 특징에 주목한다:CD 현대러시아어에서는 완료상인 

동사의 현재인칭형이 고대러시아어에서는 종종 현재시제 의미를 표현했고，CZ) 

불완료상인 현재인칭형이 고대러시아어에서 미래시제 의미로 사용되었다. 

A. A. nOTeÕHjj는 ‘현대러시아어의 완료상과 불완료상 동사가 고대슬라브어와 

47) c. ll. HHK빼OpOB (r.π'él.ro끼 ero Kél. TerOpHH H ØOPMN B pyCCKO저 nHCbMeHHOCTH BTOpOη no 

π'OBHH.“ XVI BeKéI.. M. , 1952)는 16세기 후반부 문헌들에 사용된 동사를 분석하면서 
이중상 기능을 지난 접두사동사들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 

았듯이， 일부 접두사동사는 이 시기에도 이중상성을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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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러시아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완료상과 불완료상이었는가’라는 물음올 제기 

하면서 고대러시아어의 무접두사통사에 대한 문제에 접근한다. 그의 견해에 의 

하면， 고대러시아어에서 예를 들어， npOCHTb가 현대의 npomy, nonpomy, 혹은 6yZl 

y npo대Tb 의미를 표현하였고， 이것은 고대러시아어의 모든 무접두사동사가 상 

범주로 들어온 것은 아니었음올 의미한다. 즉， 고대러시아어의 현재인칭형 npom 

y는 현 대 의 nonpomy, 6yllY npOCHTb 의 미 를 표현 한 것 이 아니 라， 완료상과 불완 

료상 범주의 미래시제를 표현하지 못하는 단지 현재인칭형 미래시제일 뿐이다. 

현대러시아어에서는 일정한 문맥속에 있는 모든 동사는 (그 동사에 완료상성과 

불완료상성의 범주가 형식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다할 지라도) 반드시 완료상 

과 불완료상 중의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것도 저것도 아닐 수는 없다. A. 

A. nOTe6HjJ에 의하면， 이것이 현대러시아어와 고대러시아어의 가장 큰 차이 중 

의 하나이다.얘) 이 견해에는 A. A. nOTe6HjJ가 이중상성과 상에 의한 무특징성이 

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둘을 분명히 구분했고 npOCHTb와 같은 

동사는 상에 의해 특정지워지지 않은 동사로 간주했음이 드러난다. 

P. P]'lI<H1.J1< a49J도 고대러시아어에 상에 의해 특정지워지지 않은 동사들이 존재 

했다는 견 해 이 고 (nOBeCTb BpeMeHHMX neT) 에 서 완료상과 불완료상 두 영 역 

에서 모두 사용되는 동사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1) 정태 운동동사 -

HeCTH, HZlTH, BeCTH; 2) -HTH로 끝나는 무접 두사동사 MbCTHTH, rptmHTH, cy

띠TH， l<ynHTH; 3) 무접두사 무매개모음 동사 - ZlaTH, jJCTH, ne1.JH, pe1.JH. 분명하 

게 분류되 는 이 세 그룹이 외 에 BHntTH, 띠hIIIIaTH ， 6HTH, H3bHMan’, nOCTpHraTH 둥 

이 있다. P. P]'lI<-뻐I<a는 위에서 살펴본 이중상과 상에 대한 무특정 동사를 구 

분하는 표지를 적용하여， 이 동사들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 

한다. 그에 의하면， 이 동사들이 완료상과 불완료상 영역에서 다 사용되었다는 

것올 현대러시아어에서 l<a3HHTb, Tenerp빼HpOBaTb 경우에 유추하여 이중상성으 

로 설명하는데， 만일 이것이 옳다면 HeCTH, MbCTHTH, jJCTH 둥이 언어 의식에서 

다양한 상 의미를 지닌 상 동음이의어로 인식되었어야 할 것이다. 두 상 영역 

에서 동시에 사용되는 동사는 단지 고도로 발전한 상 대립 체계에서만 상 동 

음이의어로 인식되는데， 위에서 언급된 여러 유형의 동사들 (-HTH , -tTH, -aTH, 

자음어간 동사， 무매개모음 동사)이 이중상 동사라 한다면， 이것은 현대의 이중 

상 동사들 (대부분 -OBaTb와 드물게는 개Tb， -aTb 동사에 국한되어 있고， 이들 

48) B. O. KyKymKHHa. M. R. PeMHesa(l984). c. 44 재인용. 
49) P. 야Jl<H'IKa(1962). C. 30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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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많은 것이 외래어， 또는 새로운 어휘에 속한다)보다 훨씬 다양하므로 고대 

러시아어가 현대보다 더 발전된 상 체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말해야만 한다.밍) 

그러나 현대러시아어의 상 범주가 고대보다 발전된 단계에 있다는 것은 자명 

한 사실이다. 이중상 동사와 상에 대한 무특정 동사를 구분하는 다른 표지， 즉 

상에 의해 특정지워진 동사들과 갖는 광범위한 조어적 관계 유.무도 위 동사들 

이 후자에 해당했음을 보여준다.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고대러시아어에서 이 

중상 동사들은 그와 파생 관계에 있는 상에 의해 특징지워진 동사들과의 조어 

적 관계가 다양하다.51) 반면 HeCTH , MbC-THTH , rpt뻐TH 유형의 대부분에서는 단 

지 접두사를 첨가하여 만들어진 완료상 형태들만 예증될 뿐이다 HTH -nOHTH 

npHHTH , OTHTH , llOHT“ rptwHTH - norptwHTH, CbrptwHTH; MbCTHTH - nOMbCTHTH , 

OTbMbCTHTH. 

P. P~H'IKa는 이처럼 고대러시아어에서 상에 의해 특정지워지지 않은 무접두 

사동사가 존재했음을 설득력있게 증명했고， 또 이 결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 

은 견해를 피력했다: 많은 고대러시아 무접두사동사가 접두사 완료상 통사에 

대 립 (nOHeCTH - HeCTH, pa311aTH - llaTH, yBHlltTH - BH-l!tTH)한다. 그러 나 

이것은 현대러시아어에서와 같은 대립 즉 완료상에 불완료상으로 대립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nOHeCTH - HeCTH는 완료상 - 완료상도 아니고 불완료상도 

아닌 것의 대립일 뿐， 아직 완료상 불완료상의 대립 관계로 발전하지 못했 

다.52) 

고대러시아어에서 상에 의해 특정지워지지 않은 무접두사동사들이 어떻게 

상 범주로 들어오게 되었는가， 즉 상에 대한 무특징성이 어떻게 상실되어 갔나 

를 밝혀내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무접두사동사들은 특별한 형식적 표지를 가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발전 과정은 단지 상 관점에서 언중이 이 동사 

들을 어떻게 이해했느냐의 결과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이 동사들에 대 

한 언중의 이해 과정을 보여 주는 고대러시아어 문헌들이 존재하는데， 특히 시 

기 를 달리 하는 MCTHcnaBOBO eBaHrenHe 필사본들53)에 이 과정 이 명 확히 반영 되 

어 있다: 

50) P. Pyll<H'IKa (1962), CTp. 310-311. 
51) 구체적인 예는 본 논문 9쪽을 참조할 것. 
52) P. 꺼뼈'1I<a(1962) ， CTp. 313-314 

53) MCTHCAaBOBa eBaHreAHe 필사본들은 π n. Jl<y I<OBC I< ajl 에 의해 그의 책 (Te I<CTOAOn쩌 

H jl3~ I< llpeBHeAwHX CAaBjlHC I<뻐 naMjlTHH I<OB. M. , 1976) 에서 편집되었는데， 본 논문 

의 예문은 O. B. Ky I<yW I<HHa, M. JI. PeMHeBa(1984) c. 48에서 재인용했음을 일러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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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효E효HC~ Bb MOpe KTO TH ~효 BJlaCTb H 믿브二 §보g효E효HC~ Bb MOpe KTO TH ~낌효 BJlaCTb 

말쁘효 6t*ama OTb rpo6a 쁘E쁘 CHlle HMaTb H 으I쁘많쁘효 6t*ama OTb rpo5a g액뽀쁘 CJI

ill효쁘TH Bb lIHb BbHb *e He 쁘효뜨 lla 1二 Hlle HMaTb 쁘ill효쁘객 Bb llHb BbHb 

쁘R전~ BaMb Hlle *e rracxoy 핸브 ... He 쁘二 *e He 쁘쁘얀브 lla 쁘쁘으댄뜨 BaMb Hlle 

쁘약걷 *e rracxoy 쁘쁘쁘 ... He y양띤뜨걷 

이른 시기의 필사본에서의 무접두사동사가 늦은 시기의 필사본에서는 접두 

사동사로 대체되었다. 이와 같은 대체는 고대러시아어에서 무접두사동사가 종 

결된 행위， 즉 완료상 의미를 표현하는 영역에서 접두사동사에 의해 점차 밀려 

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접두사가 행위의 결과적 완결성이라는 보편적 의미 

를 지녔기 때문에 완료상 의미 영역에서 무접두사동사가 접두사동사에 의해 

대체되었다. 접두사의 유.무가 결과적 종결성 의미의 유.무에 대한 징표가 되었 

고， 이 결과 처음에는 상에 의해 특징지워지지 않은 무접두사동사가 완료상 영 

역에서 밀려나며 불완료상 의미를 획득하였다. 이리하여 새로운 상 대립， 즉 

접두사동사 - 무접두사동사 대립이 형성되었다. 

O. B. KyKym때Ha는 무접두사동사가 불완료상 의미를 획득하는데 접두사동사 

의 의미이외에 무접두사동사의 자체 의미도 작용했다고 주장한다. 일련의 상태 

동사 (MbJl'iaTH, TpbrrtTH, 60~TH C~ 동)와 부정 태동사 (HOCHTH, 6traTH, J1tTaTH 

등)는 종결성을 지닌 문맥에서는 결코 사용될 수 없었고， 따라서 이 동사들의 

사용 영역은 처음부터 접두사동사 불완료상과 일치했으므로 이 동사들은 불완 

료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렇다면 고대러시아어에서 접두사동사는 항상 완료상으로， 무접두사동사는 

항상 불완료상으로 인식 되 었나? cTynHcTH. XB aTHTH. CTptJleTH 등은 불완료상 의 

미를 획득한 동사들과 형태상 전혀 차이가 없지만 이들은 완료상으로 인식되 

었다. 10. C. MaCJlOB는 접두사동사를 완료상으로， 무접두사동사를 불완료상으로 

인식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로 쌍을 이루는 다회동사의 존재와 무접두사동사의 

완료상적 의미를 들고 있다. 고대러시아어에서 무접두사 완료상 동사의 대부분 

은 그에 대응하는 다회동사， 혹은 부정태동사를 지니고 있다 llaTH - lla~TH ， JI 

e 'iH - J1eraTH, XBaTHTH - xBaTaTH, nycnTHTH - nycKaTH, $I TH - HMaTH. 후자 

에 속하는 동사들은 상 대립이 발전하면서 점차 불완료상으로 인식되었고， 이 

결과 그 형태가 현대까지 유지되고 있거나 (예를 들어， XBaTHTb - xBaTa-Tb, n 

ycnTHTb - nycKaTb), 혹은 불완료상화 접사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형태에 의 

해 빌 려 났다 (llaTH - lla$l T“ > llaTH - llaBaTH; J1e 'iH - J1eraTaH > J1e 'iH - 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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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l<HTHC.lI). 

무접두사동사가 완료상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일회 

성 (OTHOKpaTHOCTb)과 종결성 (3 aKOHlIeHHOCTb)은 의미상 서로 근접해 있고， 이것 

이 일회성 의미를 지닌 무접두사동사를 완료상으로 인식하게 했다. A. A. nOTe6 

H.lI는 일회성과 종결성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일회적 행위와 종결된 행위는 현 

재시제와 관련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또한 생산적인 완료상화 접사인 -HY-의 

생성 과정 역시 완료상과 일회성 의미의 근접성을 말해 준다. 위에서 언급되었 

듯이， 고대러시아어에서 접사 -HY-는 φ 상태， 특성 형성 (S.llHYTb), @ 일회성 
(TOJJKHYTb)의 의미를 표현한다. 일회성과 관계가 없고， 따라서 그에 대응하는 

다회동사를 지니지 못하는 전자 그룹에 속하는 동사는 불완료상으로 인식되었 

고， 여기에서 파생된 접두사동사와 상 쌍을 형성하게 된다. 후자에 속하는 동 

사는 원래 다회동사에서 일회성을 표현하는 접사 -HY-에 의해 파생 (현대러시 

아어의 MaxaTb -- MaXHYTb, KHsaTb -- KHSHyTb 관계)되었고， 파생모 동사는 불 

완료상으로， 일회성 접사 -HY-에 의해 파생된 동사는 완료상으로 인식되었다. 

점차 접사 -HY-는 완료상화 접사로 인식되면서 이것은 다양한 무접두사동사에 

첨가되어 새로운 완료상을 만들어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대러시아 초기에는 무접두사동사 중 많은 것이 

상에 의해 특정지워지지 않았지만， 점차 이 동사들도 상 범주로 들어오게 되었 

다. 즉， 상에 대한 무특정 동사들이 점차 상실되어 갔다. 그렇다면 ‘이 동사들이 

언제 완전히 상실되어 현대러시아어와 같은 모습을 띠었는가’라는 물음이 제기 

된다. C. ll. HHKHIþOpos54J는 상당 수의 동사가 이전의 상에 대한 ‘중립적 관계’를 

16세기 말까지 유지하였고， 이 동사들의 상 의미는 문맥에 의해 규정된다고 주 

장한다. 무 엇 보다도 -HTb로 끝나는 동사가 여 기 에 속한다. SeplllHTb, SeCHTb, Kp 

eCTHTb, lI<eHHTb, KyrrHTb, SeJJeTb, SeHlIaTb, KOHlIaTb, cyaHTb 등. C. ll. HHK때。pos 

가 ‘상에 대한 중립성’으로 표현한 이 동사들이 상에 대한 무특징 동사인지， 아 

니면 이중상을 의미하는지 규명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상에 대한 무특정 동사 

가 이중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오랜 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전환 시기를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 B. KyK 

ylll재Ha55J에 의 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 릴 수 있다 c. ll. HHKHIþOpOS가 지 적 

한 동사들 중 많은 것 이 현 대 러 시 아어 에 서 이 중상에 해 당 (seJJeTb, seHlIa Tb, cy 

54) c. n. HHK빼opoB (l952) ， c. 76-79 

55) o. B. KyKywKHHa, M. J1. PeMHesa (1984), c.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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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Tb, *eHHTb, ka3HHTb kpeCTHTb, pO뻐Tb)한다. 16-17세 기 에 완료상과 불완료상 

두 영역에서 기능한 동사들은 11-14세기에 비해 훨씬 적고， 그리고 이들의 형 

태적 다양성도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 -HTb. -aTb 동사). 또한 이 동사들 중 

대부분이 대립하는 상 쌍을 지니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근거하여 

16세 기 말-17세기 초 완료상과 불완료상 두 영 역 에 서 기 능하는 동사들은 상에 

대한 무특정 동사가 아니라 이중상이었고， 무접두사동사들은 이미 상 관점에서 

보게 되어 상 둥음이의어로 인식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불완료상 의미를 

획득한 무접두사동사가 완료상 접두사동사에 대립함으로 이 시기에 접두사동 

사 - 무접두사동사 (no-rptmHTH -- rptmHTH) 대립 구조가 완결되었다. 따라서 

무접두사동사의 상 대립 발전 과정은 ‘상에 대한 무특징성 (상 범주가 형성되 

기 이전) • 상에 대한 무특정성， 불완료상， 완료상 (11-14세기) • 이중상， 불 

완료상， 완료상 06세기 말-17세기 초)’으로 특정지울 수 있다. 

무접두사동사의 상 대립 발전 과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고대러시아어 전기에 여러 유형의 많은 무접두사동사들이 상에 의해 특정지 

워지지 않았다. 

2) 이와 같은 무접두사동사가 완료상 의미 영역에서 접두사동사에 의해 밀려 

났다. 이 결과 완료상 의미가 접두사동사에 의해 표현되었고， 무접두사동사는 

점차 불완료상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3) 17세 기 에 접 두사동사 (norptmHTH)와 무접 두사동사 (rpt뻐TH)가 완료상 -

불완료상 대립 관계로의 형성이 종결되었다. 

4) 그러나 고대러시아어에서 무접두사동사는 항상 불완료상， 접두사동사는 

항상 완료상인 것은 아니었다. 무접두사동사가 다회동사， 혹은 부정태동사와 

쌍을 이 룰 경 우 (naTH -- na~TH. XBaTHTH -- XBaTaTH) 이 것 은 상 쌍 대 립 이 발 

전하면서 완료상 - 불완료상 대립이 되었다. 일회성 접사 -HY-를 지닌 무접두 

사동사는 완료상으로， 그리고 이것의 파생모 동사인 다회동사는 불완료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리하여 고대러시아어에서 두 무접두사동사 사이에 상 쌍 대립이 

형성되었다. 

5) 상에 의해 특징지워지지 않은 무접두사동사가 대부분 불완료상화되었지 

만， 이들 중 일부는 16세기 말-17세기 초에 이중상화 되었다. 따라서 17세기 

무접두사동사는 불완료상 완료상， 이중상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6) 접두사통사와 무접두사동사의 상 범주 발전 과정을 비교하면， 고대러시아 

어의 상 체계 역사에서 중심적이고 형태상 가장 체계화된 동사 그룹은 접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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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상 쌍이었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접사에 의한 불완 

료상화 방법 이 었다고 말할 수 있다. 

7) 현대러시아어와 유사한 상 체계 즉 모든 동사가 상에 의해 특정지워진 

체계가 확립된 시기는 17세기 초 이후에 해당한다. 

IV. 맺는 말 

슬라브어의 상 범주가 원인도유럽어의 아오리스트 - 현재시제의 대립에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슬라브어 시기 (아마도 후기 공통슬라브어 시기)에 생성 

되었다는 주장이 현 러시아어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상 범주의 

슬라브어 기원설에서 불완료상화 이론이 완료상화 이론보다 많은 현상들을 설 

명해주므로 더 설득력있는 것으로 인정되지만 이 이론 역시 모든 문제를 발혀 

주지는 못한다. 이것은 상 범주 기원에 대한 물음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계속 

적인 연구， 논의 대상임을 의미한다 

고대러시아어 동사들이 상에 의해 차별화되는 과정과 상 대립 발전 과정은 

비교적 연구가 잘 된 분야이다. 그러나 완료상과 불완료상을 구분해 주는 명확 

한 표지가 확립되지 못했고 또 이중상 동사와 상에 대한 무특징 동사가 아직 

분명하게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고대러시아어의 각 발전 단계에서 

상에 의한 동사의 차별화 정도에 대한 여러 이견이 존재하는 주 원인이다. 

상 의미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관한 문제는 많은 점에서 아직 밝혀지지 않 

고 있다. 불완료상의 기본적인 의미 형성 시기에 대해서는 통일된 견해가 정립 

되어 있지만， 완료상의 경우에는 11-12세기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는 견해와 

이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여 14세기경 종결되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더우기 

현대러시아어에 존재하는 완료상과 불완료상의 특수한 의미 (qaCTHqHOe 3Haqe

HHe) , 예를 들어 완료상의 구체적-사실적 의미 (KoHKpeTHo-~aKTHqeCKOe 3Haqe

HHe) , 직관적-실제적 의미 (HarR~nHO-npHMepHoe 3HaqeHHe) , 잠재적 의미 (noTeH

QHaRbHoe 3HaqeHHe)나 불완료상의 보편 적 사실 확언 의 미 (o606~eHHo-~aKTHqe

CKoe 3HaqeHHe), 항구적-지속적 의미 (noCTo~HHo-He-npepWBHoe 3HaqeHHe) 둥이 

언제 형성되었고 어떻게 발전되었나에 관한 물음들은 거의 밝혀지지 않은 상 

태이다. 

이처럽 슬라브어의 상 범주의 기원과 발전 과정은 그동안의 많은 연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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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아직 설명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것을 형식과 내용면에서 

나누어 볼 때， 고대러시아어의 거의 모든 언어적 현상과 마찬가지로， 특히 후 

자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욱 밀도있게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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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Do1E 

к категории глагольного вида 

в древнерусском и старорусском языке 

КИМ ЙОНГ Фа 

Данная работа посвящена вопросу становления категории глагольного вида 

в слаВЯН-СI<ИХ языках и ее развития 8 древнерусском и старорусском языке, 

Разделяя основные положения гипотезы Ю. С. Маслова о происхожении 

категории гла-гольного вида, рассматриваем проблему о ее развитии 

применительно к древнерусскому и старорусскому языку. Мо*но представить 

ее общее направление развития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редвидовое СОСТ. исходное сост. соет. Xl-XIV ". современное соет. 
неохарактеризов-

IIРlIстаВОl!ные ,неохарактер. двувидовые, 
нев, св анность, 

iНCB, СВ нев, СВ глагоl1ы 

НСВ 

бесприставочные ! H€OXapaктep., двувидовые, 

:неохарактер. iHeoxaPIikTep. 
нев, СВ НСВ, св глаголы , 

~1Я него характерны процесс утраты видовой неохарактеризованности 

приставочными глаголами " бесприставочиыми глаголами " процесс 

возникновения противопоставления по виду между приставочными или между 

приставочным и бесприставочным. В старорусский период (ХУ -ХУН вв.) 

прошли такие процессы, }(а}( процесс утраты двувидовости приставочными 

глаголами и утраты видовой неохарактеРИЗ0ванности бесприставочными, 

процесс дифференциации и конкретизации видовой функций приставок, и 

процесс УНИФИl(ации средств имперфеl(тивации, связанной с превращением 

СуффИl(са -ива-/-ыва- в самый проду}(тивный и регулярный имперфективный 

показатель и в чисто видовой суффикс. Все эти процессы, которые подходят к 

своему завершению или завершаются примерно к ХУН - сер. XVIH вв., 

привели к возникновению аналогичного современому состояния категории 

ви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