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러시아어의 ‘원망’동사의 의미와 상 

최성호 

1. 서론 

본 논문은 현 대 러 시 아어 의 소위 ‘의 지 양상(bouletic/volitive modality, )\(eJIa

TeJIbHa~ MOnaJIbHOCTb)’을 표현하는 동사중의 하나인 XOTeTbhaxOTeTb의 의미론 

적， 상적 관계를 기술함을 그 일차적 목표로 하고， 또한 이 두 동사에 의해서 

통사적으로 지배받는 부정사 보문에서의 상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도 아울러 

살펴보려고 한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사전적 기술이나 문법적 기술은 일치된 

견해를 보여 주지 않는다. 이를테면， YmaKoB (l935/1994) , Forsyth(1970) 등에서 

는 이 두 동사가 상의 쌍(aspectual pair, BHnOBa~ napa)을 이 루는 것 으로 기 술 

하고 있으나， O)\(eroB(1982) , HcalleHKo (l960) , Fielder(l983) 등에 서 는 3aXOTeTb를 

XOTeTb와 ‘시 작사Gnchoative procedural, HallHHaTeJIbHa~ COBepmaeMOCTb)’의 관계 
에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형태적으로 단순 동사(simplex verb)~ XOTeTb 

로부터 접두화(prefixation)라는 파생적 수단에 의해서 형성된 3aXOTeTb가 전자 

의 순수 상 짝으로 기능 하는지， 아니면 특정 ‘동작류(procedural ， aktionsarten, 

cnocoõ nej:jCTB~쩌)’를 표현하는지의 문제는 현대 러시아어의 전반적인 상 체계 

상의 형태론과 의미론의 다양한 견해와 맞물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실， 단순동사와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접두복합동사(prefixed complex verb) 

사이의 상적 관계는 구조주의적 기술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많은 학자들의 관 

심의 초점이 되어 왔다. 예를 들변， MaCJIOB , HcalleHKO 등은 러시아어에서 접두 

화는 어휘론적으로 새로운 단어를 창조하며， 따라서 단순동사와 접두복합동사 

(이를테면， BapHTb와 C-BapHTb)는 순수한 의미에서의 상 쌍을 형성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는 반면， Forsyth는 다양한 논증을 통하여， 접두동사와 그것에서 접 

미화(suffixation)에 의해서 파생된 소위 ‘제2차 불완료상’ 동사가 전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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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상쌍을 형성하는 것처 럼(이를테면， 3amlCaTb와 3anHC-bIBa -Tb) , 이들 단순 

동사와 접두복합동사도 계열상 순수 상 쌍을 형성할 수 있다(혹은， 좀 더 정확 

히 , 맥 락상 ‘상 파트너 (aspectu떠 partner)’로 기 능 한다)고 주장한다. 요컨 대 , 전 

자의 입장은 러시아 동사형태론에서， 접두화는 근본적으로 파생적 (deriva

tional, CJIOBo-o6pa30BaT8JIbH뼈)이라는 것이며， 후자는 접두화도 굴곡적 Gnflec 

tional, CJIOBO-H3M8f써T8JIbHbIη) 일 수 있다는 견해를 견지 한다. 한편， PaCCYIlOBa 

0967/1982, 17-19)는 이 러 한 두 극단적 입 장의 절충적 태도를 보이 는데， 그녀 

는 러 시 아 동사를， 상 쌍을 형 성 하는 동사 부류(BHIlOBbI8 napbl) , 상 쌍을 형 성 하 

지 않는 tantum 동사(OIlHOBHIlOBbI8 rJIarOJIμ) 부류 외 에 , 순수 상 쌍을 형 성 하지 

는 않지만， 불완료상과 완료상의 상관성을 보이는 동사 부류 - ‘의미적 쌍(C8-

MaHTH48CKH8 napbl) ’ - 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동사와 그것과 어휘적으 

로 유사한 특정 접두복합동사(이를테면， JIraTb-COJIraTb , COB8TOBaTb-nOCOB8 

TOBaTb 등)는 의미적 쌍을 보이는 동사 부류에 속하며， 이때， 이들 접두사 C, 

no는 단순동사에 어 휘 적 의 미 를 부가하기 보다는 상적 의 미 를 부가한다고 주장 

한다. PaCCYIlOBa의 분류방식 에 따른다면， 두 동사 XOT8TbhaxOT8Tb는， 만약 3a

XOT8Tb의 3a가 어휘적， 또는 동작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빈 접두사(empty 

prefix)’로는 기능하지 않지만， 완료상의 일반적 기능에 유사한 어떤 문법적 의 

미 기능을 보인다면， ‘의미적 쌍’을 이루는 동사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 이 다，(3장 참고) 

러시아어에서 접두화는， 대체로， 새로운 어휘를 생산하고(그 생산된 어휘가 

동작류 동사이든 새로운 어휘적 단어 (new lexical word)이든)， 따라서 단순동사 

와 그에 해당하는 특정 접두복합동사가 순수 상 쌍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Hca-

48HKO의 주장은 상 쌍을 형성하는， 그리고 형태적으로 관련된， 두 동사는 모든 

가능한 어휘적 의미에 있어서 동일하고 오로지 문법적 범주로서의 상이란 측 

면에서만 차이를 보인다는 (즉， 하나는 완료상형이고， 다른 하나는 불완료상형) 

전통적인 상 대립에 관한 이해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어휘적 의미상의 동 

일성(종종 통사적 형상(syntactic configuration)에 있어서의 동일성도 동반하면 

서)을 상 쌍을 결정하는 제1차적인 요인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인식은 작금의 

거의 모든 상 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이를테면， Hca48HK。

(960) , MaCJIOB(962) , PaccYlloBa0967/1982) , Flier(971), 51caH(1997) 등) 일 례 를 

든다면， 불완료동사 yTB8plKIlaTb는 ‘확언하다， 단언하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 소 

위 imperfectiva tantum 동사이지만， ‘증명하다， 승인하다， 확인시키다’ 동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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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사용될 때는 완료동사 yTBepllllTb와 상 대립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PaccYlloBa (1967/1982, 19) , oll<eroB (I982) , YlllaKoB(1935/1994)등 참고) 요컨 대 , 이 

러한 동사들은 부분적으로 어휘적 동질성을 보이며， 따라서 동사의 어휘의미 

전체에 있어서 상 쌍을 형성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부분적인 어휘적 동일성이 

러시아 동사 어휘에 있어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상으로 상관되어 

있다고 믿어지는 두 개별 동사들의 용법에 대한 면밀한 의미 분석을 요구한다. 

(2장 참고) 

본 논문에서 다룰 두 번째 문제， 즉 XOTeTbhaxOTeTb가 지배하는 부정사보문 

에서의 상의 선택이라는 문제는 부정사형이 통사적으로 정형동사에 ‘내포’되어 

있고， 의미적으로 현실세계에서 실현된 사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형동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상 선택 요인(이를테면， ‘지속’， ‘반복’， ‘시도 

(conation) ’, ‘동시성’ 등은 불완료상을， ‘완료’， ‘연쇄성’ 등은 완료상을 선택)이 

부정사형에서도 그대로 유효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가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Galton 1976, 243 참조) 이러한 가정은 이틀 ‘의지양상’ 동사의 맥락에서 

상의 선택은 부정사보문에서 표현되고 있는 사태의 ‘상성’ 또는 ‘시간성’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거나， 혹은 상의 대립 자체가 중화되어 

(neutralized) 어느 한 상만을 허용할 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낳게 한다. 필자의 

연구는 의지양상 동사의 맥락에서 상의 선택은 유표화이론의 적절한 예증 영 

역의 하나임을 증명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정형동사 XOTeTb의 맥락에서 부정 

사보문에서의 무표적 상은 완료상이며 이 맥락에서 유표인 불완료상의 선택은 

특별한 동기에 의해서 조건 지워진다. 또한， He XOTeTb의 맥락에서는， 유표관계 

의 역전현상(markedness reversal; Andersen 1972, 혹은 local markedness; 

Tiersma 1982) 이 발생해서， 무표상이 불완료상， 유표상이 완료상으로 바뀐다. 

이러한 유/무표 할당은 일차적으로 원망동사의 어휘적 의미에 의해서 결정되 

며， 이차적으로 경험적 자료의 통계적 분석에 의해서 그 타당성이 검증된다.(4 

장 참고) 

본 논문의 주된 연구 대상 동사는 XOTeTb와 3aXOTeTb이지만， 소위 비인칭 동 

사인 XOTeTbC.SI와 3aXOTeTbC .SI도 논지에 관여적일 경우 언급이 될 것이다. 본 논 

문에서 인용되는 예문들 대부분은 현대 러시아어 산문에서 추출된 것이며， 간 

혹 기존의 연구 저술에서， 혹은 사전에서 재인용한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추 

출된 예문들의 수는 XOTeTb-문장이 5987H , 3aXOTeTb-문장이 58, XOTeTbC .SI 문장 

이 206, 그리 고 3aXOTeTbC.SI-문장이 모두 39개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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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지양상’ 동사의 의미와 용법 

러시아어 동사 XOTeTbhaxOTeTb가 소위 ‘양상(mod려ity)’범주 표현에 속하느 

냐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어떤 임의의 언어표현이 어떤 문법 

범주의 한 요소인가 하는 문제는 그 문볍범주의 개념적 특성， 의미적 변별성， 

그리고 그 문법범주에 속하는 기존 표현들의 형태론적 혹은 통사론적 특이성 

등에 근거해서 결정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인데 양상범주는 그 자체로 다양하고 

상호 이질적인 개념들을 총칭하는 범주여서， 학자마다 그 개념적 혹은 의미적 

정의가 다를 뿐 아니라， 양상범주의 언어표현들이라고 보여지는 표현들 사이에 

도 균질적이고 일관된 형태-통사적 특질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1) 본 논문 

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지는 않고， 다만 30JloToBa (1962), BaYJlHHa (1988)2)의 양상 

범주 정의 및 분류를 따라， ‘원망’을 표현하는 위 두 동사도 양상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1. ‘원망’표현으로서의 XOTeTb 

XOTeTb의 주요 어휘 의미는 ‘원망(want)’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XO

TeTb-문장은 주체(문장주어의 지시체)가 부정사보문에 표현된 사태가 현실세계 

에서 실현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진술한다. 그러나 의미상 중요한 것은 XOTeTb 

는 주체의 원망의 근원이 주체 자신에 있음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즉， 주체 스 

스로， 자의에 의해서 부정사 사태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것을 표현한다. 다 

음의 예를 보자. 

1) 양상범주에 관한 일반언어학적 논의에 관해서는 Lyons(1977), Chung & Timberlake 

(1985), P머mer(1 986) 등을 참고. 한편， 러시아어에서 양상서술어로는 동사인 MO'ib, 형 

용사 단형 IlOJlll<eH, 비인칭 서술사인 HaIlO, HYlI<HO 등이 있는 바， 이들의 형태-통사적인 

특질이 이질적임은 자영하다 

2) 3oJloToBa(1962)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양상범주(o6beKTHBHa~ MOllaJlbHOCTb, cy6beK-

THBHa~ MOllaJlbHOCTb, J1eKTH'ieCKa~ MOllaJIbHOCTb)를 구분하고， 세 번 째 유형 인 ‘어 휘 적 ’ 

양상범 주에 ‘가능성 (B03MOll<HOCTb)’ ‘원 망성 (lI<eJlaTeJlbHOCTb)’ ‘펼 연성 (Heo6x。때MOCTb)’의 

양상의미들이 속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BayJl뻐a(1988， 16)는 양상범주를 크게 둘로 나 

누고(OHTOJlOn앤eCKa~ MOllaJlbHOCTb, rHOCeOJlOrH'ieCKa~ MOllaJlbHOcTb), 다시 첫째 범주를 

。6beKTHBHa~ MOllaJlbHOCTb와 rrpellMeTHa~ MOllaJlbHOCTb로 나눈 뒤 , rrpellMeTHa~ MOllaJIb

HOCTb에 가능성， 필연성， 혹은 원망생의 양상의미를 포함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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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eXHUKoß OH HUKO,Aa He yBneKanc~ ， HO pa60TaTb Ha 3aBOAe XOTen, e,o 

rrpUBneKano caMO cnOBO <<rrponeTapu꺼>>， rrpUHaMell<HOCTb K BenuKoMy peBonlO

l.lUOHHOMy Knaccy. (Pbl6aKoB, 45) 

그는 기술분야에 홍미를 느낀 적이 없었지만， 공장에서는 일하고 싶었다 

그의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바로 프롤레타리아라는 단어였고， 위대한 혁명 

계급에의 소속이었다. 

109 

이 예문의 전체 내용으로 보아， 두 번째 문장에 표현된 XOTeJI은 주체 ‘그’의 

내적인 심리적 욕구를 묘사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가 기술공학에 전혀 흥미 

를 갖지 않았음에도 공장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인생관， 

정치적인 지향성 등의 결과임을 예문 (1)은 나타내 준다. 즉， 그의 관심을 끈 

것은 프롤레타리아라는 단어이며， 위대한 혁명계급에로의 소속 등이며， 바로 이 

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공장에서 일하고 싶은 것이다. 요컨대， XOTeJI이 표현하 

는 원망의 근원은 바로 주체인 ‘그’ 자신에 있으며， 부정사보문의 사태를 이루 

고 싶어하는 것은 주체 자신의 자의의 결과인 것이다. 

원망의 근원이 주체 자신에 있다는 점에서， XOTeTb의 이러한 용법을 ‘주체 

내적 원망(person-intemal want)’이라 지칭할 수 있겠는데， 주격주어를 하위 범 

주화하는 XOTeTb는 여격주어를 하위 범주화하는 ‘비인칭’ 동사 XOTeTbCjf와 이 

용법에서 그 의미적 차이를 드러내 보인다. 즉， 후자는 다음의 예에서 보듯， 주 

체 내적 원망은 표현할 수 없는 대신， 우리가 앞으로 지칭할 ‘상횡외적 원망 

(situation-extemal want)’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다음 예문의 의미를 음미해 
보자. 

(2) EMY He XOTenOCb ceßqac exaTb Ha Ap6aT. n03AHO, HeT MamUHbI, B coceA

HeM HOMepe lI<AyT APY3b~.(Pbl6aKoB ， 89) 
그는 지 금 아르바트로 가고 싶지 않았다. 이 미 늦었고， 차도 없을 뿐 아니 

라， 옆방에서는 그의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다. 

(2)에서 사용된 XOTeJIOCb는 여격주어 eMY가 지시하는 주체의 원망을 표현하 

고 있지만， 그 원망의 근원은 주체 내적 상태에 있다기보다 외적상황에 있음을 

위의 문맥은 명백히 보여준다. 부연하면 ‘그’가 지금 아르바트가에 안 가고 싶 

은 것은 가기엔 이미 늦은 시각이고， 차도 없을 뿐더러， 옆방에서 그의 친구들 

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외적 상황에 기인한다. 

XOTeTbCjf가 주체 내적 원망을 표현할 수 없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통사-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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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Choi(1994)에서 필자는 Hano , HY*HO , MO*H。 등과 같은 

비인칭 양상서술사(impersonal modal predicative)가 하위 범주화하는 여격주어 

의 참여자역할은 ‘경험주’이며， 따라서 여격주어가 지시하는 주체는 비인칭서술 

사가 나타내는 사태를 피동적으로 경험할 뿐， 그 사태를 역동적으로 행하는 인 

물(‘행위주’)로 묘사되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말하자면， 여격주체는 비인칭서 

술사가 표현하는 사태를 통제하는 인물이 아닌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nO JDl<eH, 

MO tJ b 등과 같은 인칭 양상서술어의 주격주어는 ‘행위주’의 참여자 역할로 기능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격주체는 부정사보문의 사태를 스스로 통제하는 인물 

로 해석될 수 있다.(Be*6HUKa51 1996, 55-) 비인칭 서술사의 하나인 XOTeTbC5I가 
주체 내적 원망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주체 내적 원망이란 원망의 근원이 주체자신의 마음에 있고， 따라서 원망 

을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제어할 수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인칭서술어인 

XOTeTb에 의해서 표현될 수 있지만， 사태를 피동적으로 경험하는 ‘경험주’를 참 

여자역할로 갖는 XOTeTbC5I에 의해서는 표현될 수 없는 것이다. 

2.2. ‘시도된 원망’표현으로서의 XOTeTb 

XOTeTb의 또 다른 주요한 의미영역은 소위 ‘시도된 원망’이라 칭할 수 있는 

것이다 시도된 원망은 부정사보문이 표현하는 사태가 주체의 의지에 의해 부 

분적으로 실현되었음을 나타낸다. ‘단순한’ 원망이 주체가 부정사 보문 사태가 

실현되기를 단순히 원하는 것이라면， ‘시도된’ 원망은 단순한 원망을 넘어서 그 

사태를 실현시키려는 시도를 행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어로 

는 ‘-고 싶(어 하)다’로 번역되기보다는 ‘-려고 하다’로 해석하는 것이 좀더 의 

미적으로 명료하다. 한편， 이러한 시도된 원망을 표현하는 XOTeTb-문장은 종종 

그 뒤에 HO로 시작되는 문장이 뒤따르며， 이때 그 뒤 문장은 앞 문장에서 표현 

된 시도된 사태가 어떤 상황적 요소， 또는 원망의 취소 등의 이유로 완전히 종 

결되지 못했음을 표현한다. 다음의 예문들에서 이 점을 확인해 보자. 

(3) B03Spama5l Cb S CSO~ KOMHaTY, OH XOTeA 3aKpWTb Asepb, HO yrroAHoM04eH

HWlt ASlIlI<eHlleM pyKII rrpllAep ll<aA ee: Asepb AOAlI<Ha OCTaTbC 5! OTKPWTolt.(Pbl6aKos, 

78)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면서 그는 방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수사요원은 손으 

로 문을 잡았다: 방문은 열려진 채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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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HorHe yxonHJlH paHbme , '1TOÕ버 nocneTb 1< TpaMaHJ, H HHHa XOTeJla yllTH, 

HO Bap51 H Cepa빼M ynpOCHJlH ee OC TaTbC 5I .(PblÕa I<OB , 175) 
많은 사람들이 전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일찍 자리를 댔다 니나도 가려고 

했지만 바랴와 세라펌은 계속 았으라고 간청했다. 

(5) OH XOTeJl On5l Tb nOnH5I Tb rOJlOBy H na*e nOCTHr B 3TOM He l<OTOpOro yc • 

nexa, HO He ycneJl ynep*aTb ee, H OHa ynaJla Ha rpynb.(B。αHOBH'I， 226) 
그는 고개를 다시 들려고 했고， 또한 그의 이런 시도에 약간의 성공도 있었 

긴 했지만， 고개를 지속적으로는 들고 있을 수 없었다 그의 고개는 가슴으로 

떨구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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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적으로 XOTeTb-문장은 단순히 ‘그’의 원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 

하다. 만약 순수 원망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뒤에 나오는 문장이 표현하는 내 

용과 의미적으로 조응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3)에서 HO로 이끌리는 문장은 닫 

히려고 하는 방문이 닫히지 않도록 수사요원이 붙잡았음을 표현하며， 따라서， 

그 전 문장은 ‘그’가 적어도 방문을 닫으려는 시도를 행했음을 표현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 예문도 유사하게 해석된다. 만일 HHHa 

가 단순히 가고 싶은 마음만 있고，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원망을 밖으로 표출 

하지 않았다면， 그녀의 친구들로부터의 간청도 없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그녀’ 

의 떠나고 싶은 원망이 행동으로든지， 혹은 말로든지 구현되었기 때문에 친구 

들이 그녀의 마음을 알고 간청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5)에서는 명시적으로 

‘그’의 ‘머리를 들려는’ 시도가 완전히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성공을 이루어냈음 

을 표현한다. 

XOTeTb가 구현된 원망， 즉， 주격주체가 부정사보문의 사태를 실현시키기 위 

해서 시도했다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는 주장은 XOTeTb의 과거형과 함께 소 

사 ÕbIJlO가 연접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관찰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주지하다시 

피， ÕbIJlO는 과거의 어떤 행위가 시작되었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그 행위가 완 

결되지는 않았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XOTeJl이 시도된 원망을 나타낼 때， 소사 

õblJlO와 공기할 수 있다는 것은 의미적으로 자연스럽다. 아래의 예문은 이점을 

예증한다. 

(6) .fI XOTeJl Õ뻐o BI<JlHJ'IHTb CBeT , HO Erop .fII<OBJleBH'I 3anpOTeCTOBaJl: -- HH 

1< '1eMY. OrH5I He yBHnHM, '1TO JlH? .. (TBapnOBC I<뼈， 62) 
나는 불을 켜려고 했지만， 예고르 야코블레비치씨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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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불을 못 볼까 봐서? 

이 예문은 ‘내’가 불을 켜고 싶은 원망에서 그 원망을 실현하려고 시도했지 

만， 그 행위의 실현은 다른 인물의 반대에 의해서 성공적으로 완결되지 못했다 

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XOTeJI이 시도된 원망을 표현함은 분명하다 할 것이 

다. 위 예문의 이러한 의미는 소사 ÕblJlO의 첨가에 의해서 더욱 두드러진다 요 

컨대， XOTeJI과 ÕbIJI。의 공기 가능성은 XOTeTb가 시도된 원망을 표현할 수 있음 

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2.3. 관점과 원망 

XOTeTbOI의 담화사용상의 특이 점은， 관점 (perspective， point of view)이 란 측 

면에서 비관여적인 XOTeTb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화자/나레이터가 여격주체의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지시한다는 것이다 즉， 화자/나레이터는 여격주체의 입 

장에서， 또는 여격주체와 더불어， 원망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러한 담화 부분에서는， 청자/독자는 독립적인 나레이터의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묘사되는 인물인 여격주체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나레이터가 

어떤 특정 주인공의 관점을 견지하고， 바로 그 주인공이 다른 인물의 원망에 

대해서 묘사하는 담화부분에서 XOTeTbC$I보다 XOTeTb가 선호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7) 0뻐 -- 3TO ee õnH*aßmHe npy3b~ ， KHPOB H OP~OHHK때3e. OHH ee nOBenH! 

OHH! OHH! .. {XOTenH/?XOTenOCb} '1epe3 Hee BnH~Tb Ha HerO, BCenHnH B Hee He

nOBepHe K HeM)'. (...) HHKOMy Henb3~ BepHTb -- na*e *eHe. {OHH XOUT/'깨M XO

'1eTC~} OCTaBHTb er。 이Horo. HH'IerO! Ero H OnHOrO nOCTaTO'lHO Ha HHX Ha BCeX. 

(...) nO'leM)' OHH 3TO CKp비Ba~T OT HerO? {XOT~T/?XO'leTC~} CKp~Tb CBOH pa3-

nopbl, nOKa3aTb CBOß annapaT enHH~M， MOHO깨TH~.(PμõaKOB ， 153) 
그들， 키로프와 오르죠니키제는 그녀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다. 그들이 

그녀를 유인한 거야! 그들이 1 그들이! .. 그들은 그녀를 통해서 그에게 영향력 

을 행사하려고 했고， 그녀의 마음에 그에 대한 불신을 심어준 거야. (...) 아무 

도， 심지어는 아내도 믿을 수 없다. 그들은 그가 혼자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안될 것이다! 그들 모두는 그 혼자서도 충분하다. (. .. ) 왜 그들은 이것을 그한 

테서 숨기는가?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불화를 숨기면서， 자신의 기구를 

통일되고 잘 짜여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8) npH M~cnH 0 KHpoBe CTanHH nOMOPmHnc~. {He xO'leT/?He XO'leTc~} BK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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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bOI B 60pb6y, {He XO맨T/?He XOl[eTC.$I} yKpenJUlTb pyKOBOLlCTBO napnlH! 

(p꾀6aKOB ， 395) 
키로프에 관한 생각에 스탈린은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투쟁에 관여하고 싶 

어하지 않는다 그는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9) CLlep*HBa.$l Bcn~xHyBmy~ .$IpOCTb, KHPOB onycTHn rna3a. HaMeK Ha TO, l[TO 

OH anl[eT nonyn.$lpHOCTH, 6~n rpy6. Bce .$I CHO: {CTanHH XOl[eT/?CTanHHY XO앤TC.$I} 

3a6paTb ero H3 fleHHHrpaLla, {xOl[eT/?xOl[eTC꺼} HMeTb ero nOLl 60KOM B MocKBe, 
{XOl[eT/?XOl[eTC.$I} nonHoro nOLll[HHeHH.$I .(P~6aKoB ， 4(0) 

불타는 듯한 분노를 억누르면서， 키로프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가 인기를 

갈망한다는 암시는 무례한 것이었다 모든 것은 명확하다. 스탈린은 그를 레 

닌그라드에서 소환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그를 모스크바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하는 것이며， 또한 완전한 복종을 원하는 것이다‘ 

113 

(7)에서 나레이터는 주인공인 CTaJUlH의 관점을 취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즉， 

그들(KHpOB ， Op~oHKHLl3e ， CTanHT의 아내)이 CTanHH 자신에 게 영향력을 행사하 

려고 했고， 자신을 혼자되게 만들려고 했다는 등의 그들의 원망을 CTanHH의 관 

점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나레이터가 그들 다른 인물들의 관점에서 그들 

의 원망을 말하고 있지 않음은 명백하다. (8)에서도 유사한 설명을 할 수 있다. 

나레이터는 KHpOB의 관점에서 그의 원망의 부재， 즉， 투쟁에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고， 당의 지도력을 강화하려고 하지 않은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CTanHH 

의 관점에서， CTanHH의 KHpOB에 대한 판단， 평가를 묘사한다. 이와 반대로， (9) 
에서 관점은 CTanßH에 있는 것이 아니라， KHpOB에 있다- 즉， KßPOB의 관점에서 

본 CTanßH의 원망에 대해서 기술되고 있다. CTanHH자신이 자신의 주관적 원망 

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KßpOB가 객관적 정황으로 보아 CTanßH이 그 

러한 원망을 가지고 있음을 판단하는 내용인 것이다. 이러한 담화맥락에서 

XOTeTbCj!의 사용은， 예문에 표시된 것처럼， 부적절한 담화를 산출한다. 

XOTeTbCj!가 출현하는 담화부분을 면밀히 살펴보면， 나레이터의 관점은 원망 

의 주체인 여격주체에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10) Cama yB뻐en orOHeK B OKHe, 3HLla *Llana ero. OH cnycTHnc.$I K peKe, 
。TTYLla 06뻐HO nOLlHHManc .$I K ee 1l0MY. Ho He XOTenOCb HllTH.(P~6aKoB ， 414) 
사샤는 창문의 불빛을 보았다. 지다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는 강 

으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그는 그녀의 집으로 올라가곤 했다. 그러나 가고 싶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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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npOB。마IB Bepe3 l1Ha, BYIUlrllH npomeJl Ha KyXHIO, 3aBapllJl ceôe KpenKIIl! 

4al!. ~aJlb ， 4TO AmXeH CTenaHOBa B OTbe3ne, eMY XOTeJlOCb C Hel! oôcynllTb CO

。 ômeHlle Bepe3 l1Ha, COOÔmeHlle TpeBO :l<Hoe.(PblôaKoB , 384) 
베레진을 배웅하고 나서， 부자긴은 부엌으로 가서 진한 차를 끓였다 아슈 

헨이 없는 것이 유감스러웠다. 그는 그녀와 더불어 베레진이 전한 걱정스러운 

소식을 협의해 보고 싶었다. 

(10)에서 나레이터는 주인공인 Cawa의 관점을， (ll)에서는 BYJl.ll rllH의 관점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인물 아닌， 바로 그들의 원망이 표현되고 있다. 

XOTeTbC.lI가 하위 범주화하는 여격주체가 자신의 관점에서 (즉， 나레이터가 

여격주체의 관점에서) 그 자신의 원망을 표현한다는 진술은， 그러나， XOTeTbC .lI 

가 타자 관점에서 본 원망을 전혀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함의하지 않는다. 다 

만， 이 경우， 타자의 관점에서 여격주체의 원망을 표현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언어적 표현이 나타난다 다음의 예문에서 화자의 인식적 태도를 표현하는 삽 

입 어 구 BIIJlIIMO의 사용에 주목하라. 

(12) B ero rOJloce OHa yCJlblmaJla O:l<lInaHlle OTKa3a, eMY, BllnIlMO , He XOTeJlO

Cb, 4TOÔbl OHa KypllJla. Ho OHa B3 .l1J1a nanllpocy.(PblôaKoB, 278) 
그의 목소리에서 그녀는 거절의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다 필시， 그로서는 

그녀가 담배 피우는 것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려나 그녀는 담배 하나를 

집었다. 

이 담화부분이 맥락적으로 ‘그녀’의 관점을 취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표현 

된 원망은 여격주체 ‘그’의 원망이다. 여기에서 BIIJlIIM。의 사용은 ‘그’의 원망이 

‘그녀’의 추측의 결과이며 ‘그’의 관점에서 표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적 

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예문은， 따라서 우리의 관찰 - XOTeTbC.lI는 여격주체의 

관점에서 본 여격주체 자신의 원망을 표현한다는 관찰 - 에 대한 반례로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주장을 보다 정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또는， ‘무표적으로’) XOTeTbC.lI는 여 격주체의 관 

점에서 원망을 표현한다는 담화사용적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인식적 태도 등 

을 나타내는 삽입어귀등의 사용은 원망이 여격주체의 관점에서 표현된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유표적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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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의 무 ’양상과 XOTeTb 

의무적 양상(deontic modality)은 허가， 금지， 의무 등의 개념 등을 표현하는 

양상을 지칭한다. 의무적 가능성의 일종인 ‘허가(permission)’의 경우， 허가를 

내주는 사람의 권위， 또는 사회적으로 유효한 도덕이나 법률에 의해서， 사태의 

실현 가능성이 보장되며， 의무적 필연성의 일종인 ‘의무 (obligation)’는 사태의 

실현 필연성이 의무를 부과하는 사람의 권위， 또는 도덕， 법률에 의해서 획득 

된다. 요컨대， 부정사보문의 실현은 어떤 특정적인 의무적 원천 (deontic source) 

에 기인한다는 것이 의무적 양상범주의 의미인 것이다. 가령， 예문 “MO:l<HO MHe 

noiíTIl B K IlH07"는 화자가 청 자(허 가권자)에 게 영 화구경 가도 좋으냐는 허 가를 

요청한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흥미로운 것은 MO:l<HO가 허가의 의미로 사용되는 

위의 문장은 다음과 같은 통사적 변이제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MO:l<HO , ~ 

noiíny B Kl’Ho7" 이 러 한 구조의 문장에 서 MO:l<HO가 통사적 으로 어 떠 한 성 분으로 

기능 하는지의 문제는 분명하지 않지만， 불변적으로 ‘허가’를 의미한다는 것은 

의섬의 여지가 없다. 예문 “MO:l<eT. OH noiíneT B KIlHO 7"에서 MO:l<eT 이 소위 ‘인식 

적 양상’을 표현하는 것과 비교하라. 

이와 유사하게， XOTeTb도 2인칭 단수/복수 현재형으로， 그리고 부정사 보문 

대신에 1인칭 미래형의 정동사 의문문과 함께 사용되어， 의무적 양상의 하나인 

‘허가’를 요청하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화자는 자신의 행위를 실 

현하기 위해서， 청자의 원망이 전제조건임을 표현한다. 즉， 청자의 원망이 화자 

자신의 행위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임을 표현한다. 예를 들면， 다음의 예문에서; 

(13) - X04emb/*Xo앤TC5I， 51 CBaplO K때e? 

“커피 끓여 줄까?" 

‘나’의 미래 행위 - 커피 끓이는 것 - 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너’ 

의 원망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XOyelIl b는 사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 

요한 청자의 원망， 즉 일종의 ‘허가’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MO:l<HO가 청자의 

허가권자로서의 권위에 사태 실현의 원천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XOyelIlb 

는 청자의 원망에 사태 실현의 원천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예문에 

표시된 것처럼 XOTeTbC~에 이러한 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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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인 식 양상과 XOTeTb 

XOTeTb는 구어적 용법으로 화자의 명제에 대한 추측， 추정 등의 개념을 지칭 

하는 인식 양상(epistemic mod떠ity)을 표현할 수 있다. 원망을 그 기본적 의미 

로 하는 XOTeTb가 인식양상을 표현하는 것은 러시아어에 국한된 고립된 현상 

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어에서도 원망의 어휘적 의미를 표현하는 싶다 

가 인식양상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예: 그는 내일 서울에 가지 싶다) 

고대영어에서 원망 또는 의지를 표현했던 wi11이 현대영어에서 화자의 추측을 

표현하는 용법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 That w i11 be Goerge at the 

door ‘문간에 와 있는 사람은 조지일 것이다’) 다음의 러시아어 예문을 참고하 

라 

(14) - r JUl.llH, nOTelolHeJJO, - CKa3aJJ CH.nyjjH, - HHKaK B caMOM .1leJJe .1l0:l<.1lb 

때깨 X04eT K Be4epy.(MAC) 

“봐， 어두워졌어 실루얀이 말했다 “정말로 저녁 무렵까지는 비가 올 것 

같아 

(15) - 써6a 3aBaJJHTbCjj X04eT, Toro H rJJjj .1lH y6beT KOro.(MAC) 

“농가가 무너지지 싶어， 곧 누군가가 죽을 거야 

이 예문들에서 XOTeTb-문장의 주어가 무생물체를 지시하며， 따라서 의지나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수행하는 행위주의 참여자역할로 해석되지 않음은 자명 

하다. 첫 번째 예문에서 HHKaK ‘-인 듯하다’ 그리고 두 번째 예문에서 Toro H 

rmUIH ‘곧 일 것이다’의 존재는 이들 예문에서 XOTeTb가 인식양상을 표현한다 

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러시아어에서 인식양상을 표현하는 XOTeTb가 [무의지성]의 의미자질을 보이 

는 무생물 비행위주 주어와 함께 사용된다는 관찰은 일반적인 언어 보편적 인 

식양상의 발달 추이로 볼 때 예측 가능한 사실이다. 우선， XOTeTb의 이러한 용 

법은 구어에 한정된다는 사실은 이 용법이 최근에 발달한 용법임을 암시한다.3) 

언어 보편적인 시각에서도 의지양상 또는 의무양상을 표현하는 동사가 인식양 

상을 표현하면서 그 의미영역을 확장할 때 이와 더불어 그 동사의 주어의 참 

여자 역할에서의 변화도 목격된다. 다시 말하면 의지양상이나 의무양상을 표 

3) 필자가 참고한 모든 러시아어 사전은 -MAS를 제외하고 - XOTeTb의 이 용법을 기 

술하고 있지 않으며， 필자 자신이 산문 등에서 추출한 예문들에도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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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서술어는， 전술했던 바와 같이， 그 의미적 특성상， 문장의 주어가 의지 

적 행위주(willful agent)의 참여자역할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메타퍼 

등의 이유로 의지/의무양상 서술어가 인식양상을 표현하게 되는 첫 단계에서는 

무의지적인 무생물명사가 주어로 나타난다. 말하자면 의지/의무양상은 행위주 

의 참여자역할과 인식양상은 무의지적-비행위주의 참여자역할과 상관관계를 

가진다. (Heine, et al. 1991, 171)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인식양상적 용법이 좀더 

일반화되면서， 의지적 행위자와도 공기하는 등 인식양상이 실현될 수 있는 통 

사적 환경이 확대된다. XOTeTb의 인식양상적 용법이 구어에 한정되어 있고， 그 

리고 무의지-무생물 주어와만 공기한다는 사실은 XOTeTb가 바로 이러한 발전 

단계의 시초에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2.6. 3aXOTeTb의 의 미 
2.6.1. 어휘적 의미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XOTeTb는 주체 내적 원망， 시도된 원망， 허가의 

개념과 관련 있는 의무적 양상， 그리고 적어도 구어적으로는 인식적 양상 등， 

다양한 용법을 가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3aXOTeTb는 그 의미영역에 있어 

상대적으로 좁은 것으로 드러난다. 

우선， 3aXOTeTb의 2인칭 단수 비과거형은， XOTeTb처럼 의무적 양상을 표현하 

는 통사 구조에 나타나지 못한다. 

(16) - XO'lemb/*3axo'lemb, 1I0LlseLlY?(Pbl l5aKos, 313) 

“데려다 줄까?" 

또한， 3aXOTeTb는 무생물 주어와 공기하지 않으며， 따라서 인식적 양상을 표 

현하지 못한다. 

(17) - 113 l5a 3aSaJlHTbCj! xOlleT/*3aXO'leT, Toro H r Jlj!L1H y l5beT Koro.(MAC) 

“농가가 무너지지 싶어， 곧 누군가가 죽을 거야” 

뿐만 아니라， 3aXOTeTb는 그 자체로 시도된 원망의 의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 

로 관찰된다.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명백하게 시도된 원망을 표현하는 XOTeTb 

-문장의 경우， 3aXOTeTb로의 대체는 부적절한 담화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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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MapK AJ1eKCaHllpoBHQ XOTeJ1/*3axOTeJ1 rrpOIlOJDl<HTb IlOKJ1all, HO CTaJ1HH 

TpOHyJ1 ero J10KOTb , - 51 Bac CJ1ymaJ1, Terrepb Bμ MeH$I rroCJ1ymaßTe.(PblôaKoB, 
18) 
마르크 알렉산드로비치는 보고를 계속하려고 했지만， 스탈린은 그의 팔꿈치 

를 쳤다 “내가 당신 말을 들었으니 이젠 당신이 내 말을 들으시오 

본 예문에서 XOTeJl이 시도된 원망을 표현함은 분명하다. 만약 순수원망을 의 

미하는 것이라면， 즉， MapK AJleKCaHDpOBHq가 보고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 

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뒤 문장이 의미하는 바와 의미적으로 조응되 

지 않는다. 왜냐하면 CTaJlHH이 MapK AJleKCaHDPOBHq의 팔꿈치를 건드린 것은 후 

자가 보고를 하려고 어떤 행동을 취했기 때문이며， 따라서 XOTeTb는 주격주체 

의 원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다는 시도된 원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 

해해야 적절한 의미 해석이 된다. 이러한 문맥에서 3aXOTeTb의 사용은 어색한 

것으로 드러난다. 

결국， 3aXOTeTb는 주체의 순수 원망만을 자신의 어휘의미로 가지는 것으로 

판명된다. 그리고 원망의 원천은 주체 자신의 내부의 심적 상태일 수도 있고， 

외적으로 주어진 어떤 상황일 수도 있다. 비인칭 서술어 3aXOTeTbC$I 역시 주체 

의 순수 원망을 표현하되， XOTeTbC$I처럼 상황외적 원망을 표현한다. 다음의 예 

문을 살펴보자. 

(19) 11, BcrrOMHHB 0 ôe3Horoll, llaHHJ10B 3aXOTeJ1 rrOBHllaTb ee , (naHoBa, 288) 
그리고， 다리 없는 여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는， 다닐로프는 그녀가 보 

고 싶어졌다. 

(20) CaMOlle$l TeJ1bHa$l rpyrrrra oôpa30BaJ1aCb, ellBa llaHHJ10B llaJ1 Ileny TOJ1QOK , 

nepcoHany rrOe31la OHa ÔμJ1a Hy*Hee, QeM paHeH뻐， Bce Bllpyr 3aXOTeJ1H rreTb H 

TaHueBaTb , 3arrHCaJ1C$I H HH3BeUKHß, H ceCTpa φaHHa ， H Ila*e CyxoelloB , (naHoBa, 
243) 
아마추어 그룹이 형성되었는데， 다닐로프는 그 일에 약간의 동인만 제공했 

다. 그것은 부상자들에게보다 오히려 기차의 직원들에게 더 필요했다. 갑자기 

모두 노래부르고 춤추고 싶어졌다. 니즈베츠키와 파인의 누나， 그리고 수호예 

도프조차도 참여했다 

(21) BHTaJ1HKy 。앤Hb rrOHpaBHJ10Cb, KaK OH CBHCTHT , EMY 3aXOTeJ10Cb HMeTb 

CBHCTOK, HO OH He Mor cpa3y pemHTbC꺼 H CKa3aJ1 :(HocOB,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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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는 다닐로프의 원망 자체를 표현하며， 그 원망이 자신의 심적 상태의 변 

화에 기인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즉， 다닐로프가 ‘그녀’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든 

것은 다리 없는 여인에 관한 기억 때문인 것이다. 3aXOTeJI이 순수 원망을 표현 

하는 것은 자명하다. (20)에서도 역시 3aXOTeTb는 사람들이 노래부르고 춤추고 

싶어하는 원망 자체를 표현하지만， 원망의 근원은 자율적인 아마추어 그룹이 

형성된 외적 상황에 있음을 문맥은 보여 준다. 3aXOTeJIOCb가 쓰인 (21)에서 비 

딸리까가 호루라기를 가지고 싶어한다는 원망은 그 호루라기가 소리를 잘 내 

기 때문에 생겨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XOTeTb와 3aXOTeTb가 표현 가능한 모든 어휘의미를 

공유하고 있지 않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불완료상 동사인 

XOTeTb와 완료상 동사인 3aXOTeTb는 순수 원망의 의미만을 공유하며， 적어도， 

이러한 어휘의미를 표현할 때， 이들은 넓은 의미의 ‘상’적 상관 관계에 있다고 

결론 내렬 수 있다. 즉， 접두화로 관련된 이 두 동사는 부분적인 상관(4aCHI'-!

Ha~ COOTHOCHTeJIbHOCTb)을 보일 뿐， 전체적인 상 쌍을 형성하지 못한다. 이 주 

장은 결국 XOTeTb가 시도된 원망， 의무양상， 인식양상 등의 어휘의미를 표현할 

때는 자신에 대립되는 상 짝을 가지지 못하는 imperfectiva tantum 동사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우리는 예의 상관 관계가 순수 상적 (pure aspectuaD ~ 

가 혹은 동작류적 (procedural)인가 하는 문제， 다시 말하면， 접두사 3a가 어떠한 

파생적， 어휘적 의미도 지니지 않고， 완료상의 문법적 의미만을 표현하는 소위 

‘빈 접두사(empty prefix)’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동작류적 의미를 보이는지 하 

는 문제에 대한 논의의 펼요성을 요구받게 된다. 

3. XOTeTb와 3aXOTeTb의 ‘상’적 관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두 동사의 ‘상’적 관계의 본질을 밝히는 문제는 

결국 3aXOTeTb(C~)가 사용되는 예문의 상적 맥락(aspectual context)에 대한 면 

밀한 검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의 결과， 필자는 3a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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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Tb가 본질적으로는 ‘시작사Gnchoative procedural)’라는 동작류 중의 한 요소 

이지만， 맥락에 따라서는 ‘시작’의 의미는 약해지고(또는 사라지고)， 순수 상 쌍 

의 대립되는 한 요소로서의 보편적인 완료상이 가지는 상적 의미를 표현함으 

로써， 소위 동작류의 상화(aspectualization)현상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3aXOTeTb 

는 Durst-Andersen (1990, 177)의 표현을 빌리자면， 상의 문법적 확장(grarn 

matical extension of pure aspect)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영역의 하나인 것이 

다. IIO 또는 3a 등의 접두사를 가지는 시작사가 종종 순수 상 쌍의 완료상이 

보이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일반적인 사실(Forsyth 1974; 41 , 74) 역시 3aXOTeTb 

가 시작사임을 시사한다. 

YmaKOB 사전에서는 3aXOTeTbC.!I의 의미를 HaqaTb XOTeTbC.!I로 정의 내리면서 

두 동사를 별개의 어휘항목으로 등재하지만， 3aXOTeTb는 XOTeTb의 완료상으로 

취 급하고 있다. 한편， HcaqeHKo(1960, 227)에 서 는 3aXOTeTbC.!I뿐만 아니 라， 3axo

TeTb도 시작사로 보고 있고， Fielder(1983, 177-78) 역시 3aXOTeTb가 원망의 ‘시 

작’의 의미를 갖는 동작류 동사임을 예문을 통해서 보이고 있다. 

(22) rOBOpJlT, '1TO OJlHa.:!<JII>I KynpHH 3aXOTeJl Hcn퍼TaTb ， KaK '1yBCTByeT ceõJI 
npoiþeCCHOHaJlbH뼈 rpaÕHTeJlb, 3aõpaBmHl!CJI HO 'lblO B '1y:t<y1O KBapTHpy. (Fielder, 
1983에서 재인용) 

쿠프린이 언젠가 밤에 남의 집을 침입한 직업 도둑이 어떻게 느끼는지 경 

험해 보고 싶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본 예문은 맥락상， 남의 집에 침입한 직업적인 도둑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는 

가를 경험하고 싶은 원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언 

젠가 이 원망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를 표현한다. 다음의 예문에서 보는 것처 

럼， 3aXOTeT~가 종종 부사어 BllPyr( sudden1y )와 결합하여 쓰인다는 사실 또한 

이 동사가 시작사중의 하나임을 드러내 준다. 

(23) A OHa ymJla B JlPyro l! KOHeu BarOHa, nOTOMY '1TO el! BJlpyr y*aCHO 3a
XOTeJlOCb nOrJlaJlHTb rnymKoBa no ÕpHTO l! rOJlOBe.(naHoBa, 148) 
그녀는 객차의 다른 쪽 끝으로 갔다. 왜냐하면， 갑자기 그녀는 글루쉬코프 

의 면도한 머리를 쓰다듬고 싶어졌기 때문이었다. 

한편， 원망이 사건이 묘사되는 시점 - 참조시점 (reference time) - 이전에 

이미 존재했으며， 그 시점까지 지속(duration)되고 있는 것임을 표현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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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XOTeTb (CS)가 사용된다. 이는 y*e( 이미)， .llaBHO(오래 전부터) 등의 부 

사어가 XOTeTb(CS)와 연접된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24) H Bllpyr OH CnpOCHJ1, HO He 따51 O'lepI< a, a 1lJ15! ce65!, - TO , '1TO eMy 

llaBHO XOTeJ10Cb cnpOCHTb y KOCTpoBa.(MepI<YJ10B , 76) 

그리고 갑자기 그는 보고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가 오래 

전부터 코스트로프에 게 불어 보고 싶었던 것을 불어 보았다 

(25) OH y :l<e XOTeJ1 npH3HaTbC5! MaMe BO BceM, HO y Hero He XBaTHJ10 CMe 

J10CTb, H OH HH'IerO He CI< a3aJ1 .(HocoB, 31) 

그는 벌써부터 엄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에게는 용기가 부 

족했고， 그래서 아무말도 하지 못했다. 

요컨대， 3aXOTeTb는 참조시점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부정사 보문의 사태에 

대한 원망이 없었다가， 참조 시점에 그 원망이 새롭게 나타났을 때 사용되는， 

시작사의 동작류 동사이다. 완료상의 일반의미 (general meaning)를 ‘상태의 변 

화(change of state)’로 이해한다면， 완료상 동사 3aXOTeTb는 [-원망]에서 [+원 

망]으로 변화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상태의 순간적인 질적 변 

모를 보인다는 점에서， 3aXOTeTb는， 상태 (state) 동사인 XOTeTb와 달리， 달성 

(achievement) 동사로 간주될 수 있다. 

‘-하고 싶은 생각/마음이 생기다/들다하고 싶어지다’의 한국어로 번역될 

수 있는 시작사 3aXOTeTb는， 그러나， 그 실제 용례에 있어서 순수 상 쌍의 완료 

상 동사가 갖는 의미만 나타나고， ‘시작’의 의미는 약해지는(또는， 사라지는) 경 

우가 종종 발견된다. 다음의 대화예문에서 3aXOTeJl은 원망의 ‘시작’의 의미보다 

는 소위 ‘완료’의 의미가 더 강하게 감지된다. 

(26) - HopMa nporOHH~X yTBep:l<lleHa HapOIlH뻐 I<OMHCCapOM BHyTpeHHHX lleJ1, 

- CIlep:l<HBa5! ce65!, 06b5! BHJ1 Ha'laJ1bHHI<. 

- nycTb Bam HapoIlH~R I<OMHCCap H e31lHT no TaI<HM nporOHH~. 

- Tμ '1TO , 05paTHo B J1arepb 3aXOTeJ1? 

B0J101l5l yceJ1C5! Ha I<OpTO'lI<H B03 J1e CTeH~ 

- OmpaBJ15l꺼 Te!(P~5aI<OB ， 202) 

“적정 운임은 내무 인민위원회에서 가결된 겁니다” 화를 억누르면서， 책임 

자가 말했다 “당신의 그 인민위원회가 그러한 운임으로 가게 해 보시지 그 

래 “당신 뭐야， 다시 수용소에 가고 싶어졌나?" 발로자는 벽 옆에 웅크리고 



122 러시아연구 제8권 제 1 호 

앉았다. “보내보시지!" 

이 대 화에 서 3aXOTeJI-문장이 표현하는 바는 발로자가 수용소로 되 돌아가고 

싶은 원망이 시작되었는가 라는 의문보다는 발화시보다 과거 어느 시점에 그 

러한 원망이 생겨， 발화시 지금까지 그 원망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느냐라는 

‘(현재)완료’의 의미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이렇듯， 시작사 

가 ‘완료’의 용법을 가짐은 Forsyth(1974, 74)에서 지적된 바 있다. 그의 예문을 

재인용하면， 

(27) - BaM rrOHpaBHJIaCb 3Ta KapTHHa? 

- HeT, He rrOHpaBHJIaCb 

“당신 이 그립 마음에 드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시작의 과거 완료형 동사 nOHpaBHJIaCb는 이 문장에서 어떤 행위의 결과 발 

생한 상태의 지속이라는 ‘완료’의 의미를 표현한다. 

또한， 아래의 예문에 사용된 모든 시작사 동사들(3aCBHCTeJI， nOHpaBHJIOcb)은 

시작의 동작류적 의미를 표현하기보다는 일련의 사건들이 시간적으로 연속적 

으로 발생했음을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쓰여진 3aXOTeJIOCb의 용법 역시 전 

형적인 상 쌍의 완료상 동사가 보이는 용법， 즉 연쇄성 (sequentiality)의 용법이 

라 할 수 있다. 시 작사의 하나인 3aCMeJJTbCjj가 CMeJJTbCjj의 상 짝으로 기 능할 

수 있다는 Forsyth(1974, 42)의 지적을 상기하면， 우리의 이러한 의미 해석은 

쉽게 수긍이 간다 하겠다. 

(28) OH B351JI CBHCTOK H rroll)'JI B Hero. CBHCTOK 3BOHKO, rrepeJIHBlIaTO 3a

CBHCTeJl. BHTaJJHKy OlleHb nOHpaBHJlOCb, KaK OH CBHCTHT. EMY 3aXOTeJlOCb 

뻐eTb CBHCTOK, HO OH He Mor cpa3y pemHTbC5I H cKa3 aJJ :(HocOB, 28) 

그는 호루라기를 쥐고 불었다 호루라기는 소리를 잘 냈고， 또한 소리는 떨 

림이 좋았다. 비탈리카는 호루라기 소리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그는 호루라 

기가 갖고 싶어졌지만， 그는 금방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서 말했다: 

한편， 3aXOTeTb의 부정은 시작의 부정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완료상 

동사의 부정이 보이는 의미해석을 받는다. 주지하다시피 완료상의 부정은 소위 

‘기대된 사건’의 부정을 표현할 수 있다.(참고 PaCCYJlOBa 1967/1982,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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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syth 1970, 104) 다음의 인용된 예문에서 이점을 확인해 보라. 

(29) OH He npHmeJl, XOTJI o !5elI1aJI.(Rassudova 1982, 70에서 재인용) 
그는 약속했음에 도 오지 않았다. 

(30) Mw y3HaJlH Camy EropoBa, napeHbKa C MaC Jl03aBo~a. 

Tw He yexaJl? - y~HBHJlCJI BeHbKa .. .(Forsyth 1970, 104에 서 재 인용) 
우리는 버터공장에 다니는 청년인 사샤 예고로프를 알아보았다 

“너 안 떠났니?" 벤차는 놀랐다. 

123 

불완료상 동사는 표현된 사건을 단순히 부정할 뿐， 완료상 동사가 보이는 이 

러한 ‘기대된 사건’의 부정이라는 의미요소를 내포하지 않는다. 과거부정형 He 

3aXOTeJl은， 대부분의 경우， 화자는 주격/여격 주체가 부정사보문의 사건을 수행 

하기를 기대하였으나， 실제로 그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따라서 보문 사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인다. 

(31) OH npHeXaJl B CCCP! nYMaJl, OKa3aJl !50Jlbm)'lO lIeCTb COBeTcKoMy COI03Y, a 

3~eCb， KaK B퍼JlCHHJlOCb， Ha~o pa!5oTaTb. He 3aXOTeJl pa!5oTaTb, H o!5lI1eCTBO BW

TOJlKHyJlO, B버:l<aJIO ero H3 ce !5J1 .(P뼈aKOB ， 186) 
그는 소련에 도착한 것이다! 그는 소련에 큰 경의를 표했다고 생각했다. 그 

러나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여기선 일해야 한다. 그러나 그는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회는 그를 밀어냈던 것이었다. 

(32) - lJJleHW !5lOpo npe~J1araJlH npHHJlTb pemeHHe, a Bμ， TOBapHII1 BayJlHH, He 

3aXOTeJlH. (Pw!5aKoB, 54) 

“위원회 위원들은 결정을 받아들일 것을 제안했죠. 그렇지만 바울린 동지 

당신은 그러고 싶어하지 않았소” 

외국생활을 하다 소련으로 온 ‘그’는 외국에서와는 다른 생활을 요구받는다 

는， 즉， 소련에서는 사람들은 일해야한다는(Ha.oo pa6oTaTb) 일반적인 사실로부 

터， ‘그’도 역시 일할 것을 기대하였다는 것을 (3D의 문맥에서 추출해 낼 수 있 

다. 이러한 맥락에서 He 3aXOTeJl은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는) ‘그’가 일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한다. (32)도 유사한 해석을 받아서， 위원회 회 

원들은 결정사항을 받아들이라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린은 받아들 

이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위 예문들에서 He 3aXOTeJl이 기대된 행위의 거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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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점에서， He 3aXOTeJl의 문장에서， 부정 

되는 것은 바로 원망의 시작(inception of wanting)이라는 Fielder0983, 218) 의 

주장은 도식적이고 인위적인 의미 해석이며， 따라서 재고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에서， 우리는 3aXOTeTb가 어휘 의미적 특성상 시작사의 동 

작류 동사에 속하지만， 실제 용법에 있어서는 상 쌍을 형성하는 일반적인 완료 

상 동사가 보이는 여러 용법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찰은 현 

대러시아어에서 XOTeTb와 3aXOTeTb의 ‘상’적 관계는， 공시적으로는， 논문 서두에 

서 언급한 PaCCYIlOBa의 분류 중， 소위 의미적 쌍의 관계를 이루며， 통시적인 시 

각에서 보자면， 동작류의 상화(Durst-Andersen (1990, 177)의 용어로는， ‘상의 

문법적 확대’， BHHorpalloB(1972, 395)의 용어로는 ‘접두사의 문법화로의 경향’)를 

보이는 예 중의 하나라는 결론을 가능케 한다 

4. 부정사보문에서의 상의 선택 

본 장에서 논의될 사항은 XOTeTbhaxOTeTb가 하위 범주화하는 부정사 보문에 

서 상의 선택이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하는 점이다. 모두에 언급되 

어야 할 점은 여기에서 상의 선택이라는 문제에 관여적인 동사들은 [정점성 

(telicity)]의 어휘 내재적 상적 특질을 가지는 행동(action) 동사들이며， 즉 상 

쌍을 형성하는 동사들이라는 것이다. 예를 틀면， 3anHcaTb/3anHchlBaTb, 3acHYTb/ 

3aCbITIaTb, BCTaTb/BcTaBaTb, rOBopHTb/cKa3aTb, pemHTb/pemaTb 등의 형태론적으 

로 접미화에 의해서 불완료상을 만드는 동사들 및 CTpOHTb/nOCTpOHTb, lleJlaTb/ 

ClleJlaTb 등 접 두화에 의 해 서 완료상을 만드는 동사들. 따라서 , 상태 (state) 또는 

행위 (activity)의 어휘 내재적 상적 특질을 가지는 imperfectiva tantum 동사들 

(예를 들면， HMeTb , npHHallJle*aTb, neTb, pa60TaTb 등)이 나， perfectiva tantum 

동사들(예를 들면， OqyTHTbC~ ， pyXHyTb , B03HeHaBHlleTb, nonro6HTb 등 대다수 동 

작류의 접두동사 및 Hy 일회동사들)은 우리의 일차적인 관심 대상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들 tantum동사는 당연하게도 상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그 

러나， 참고적으로 필자의 통계표에 언급은 될 것이다. 

필자의 자료 분석에 의하면， xOTeTb(c~) 및 3aXOTeTb (C~)의 부정사 보문에 나 

타나는 동사의 상은 긍정문과 부정문사이에서 대조적인 분포를 보인다. 그 통 

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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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사 보문에서의 상의 분포 

-----------
XOTeTb(C lI) He XOTeTb(C lI) 3aXOTeTb(C lI) He 3aXOTeTb(ClI) 

완료상/짝 412 25 41 5 

불완료상/짝 14 99 3 

완료상/tantum 39 2 6 

불완료상/tantum 103 108 15 6 

Tantum 동사들을 논의에서 제외 시켜 놓으면， 긍정의 경우 완료상 동사가 

주로 나타난다. 

XOTeTb(C .H) - 완료상 412 (96.7%) 대 불완료상 14 (3.3%), 3aXOTeTb (C .H) -

완료상 41 (97.6%) 대 불완료상 1 (2.4%). 부정의 경우에는， 그러나， 긍정의 경 

우와 거의 대칭적인 분포를 보인다. 조사된 예문의 수가 적은 관계로 결정적인 

판단이 유보된 He 3axoTeTb(C.H)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He XOTeTb (C .H)는 부정사 

보문에서 불완료상 동사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완료상 25 (20%) 대 불완료상 

99 (80%). 긍정의 경우처럼， 두 대립되는 상의 분포의 퍼센트 차이가 크진 않 

지만， 부정에서 보이는 상 분포의 역전 현상은 뚜렷하다. 본고에서의 이러한 

관찰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대체로 일치된다.(참고: Forsyth 1970; 231-32, 252, 

Fielder 1983; 208) 

긍정 원망의 양상 동사 (3a)XOTeTb(C.H)의 맥락에서 완료상이 불완료상보다 

월등히 높은 빈도수를 보인다는 사실은， 다른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원망의 

의미구조가 완료상을 의미적으로 동기화한다는 가정을 낳게 한다. 즉， 의미적 

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원망은 완료상이 가지는 문법적 의미를 선호한다는 것 

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논의하기로 하자. 

상 쌍을 형성하는 동사는 [정점성]이라는 어휘상적(어휘 내재적 상적) 특질 

을 가진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동사의 어휘소가 표현하는 사태는 (선택적 

인) 과정 (process)과 (필수적인) 정점 (telic point)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태는 혹은 완전한 모습으로， 즉 정점이 도달된 모습으로， 현 

실에서 구현될 수도 있고， 혹은 불완전한 모습으로， 즉 과정은 실현되었지만 

정점에는 도달되지 못한 모습으로，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다. 러시아어에서 전 

자의 사태는 완료상으로 표현되며， 후자의 사태는 불완료상으로 표현된다. 이 

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XOTeTb (C.H)가 완료상을 선호하는 것은 자명하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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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TeTb(C>l)가 부정사보문을 하위 범주화할 때， 그것이 표현하는 원망이란， 다른 

특별한 의미적 부가조건이 없을 때， 부정사보문 사태를 완전한 모습으로 실현 

하고 싶다는 원망이며， 따라서 완료상 동사가 선택되는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 

로 어떤 행위를 하고 싶다함은 그 행위의 완전한 수행을 원하는 것이지， 부분 

적인 또는 불완전한 수행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설명은 

XOTeTb (C>l)와 완료상 동사와의 무표적 상관관계의 설정을 가능케 하며， 위에서 

보인 완료상의 지배적인 분포가 통계적 우연 (statistic chance)이 아님을 증명한 

다. 

부정의 원망 동사가 불완료상을 선호하는 것 역시 유사하게 설명된다. 전 문 

단에서 진술되었듯이， 상 쌍을 형성하는 동사가 표현하는 사태는 과정과 정점 

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사태가 실현되지 않기를 원한다함은， 다 

른 특별한 부가적 의미요소가 없다면， 그 사태의 정점은 물론 과정도 실현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행위의 수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은 그 행위의 정점을 향한 어떠한 시도(과정)조차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만약 과정의 부정은 필연적으로 정점의 부정을 함의한다는 것을 이해 

한다면， 러시아어에서 부정의 원망동사 맥락에서 불완료상의 사용도 쉽게 이해 

됨 직하다. 왜냐하면， 불완료상동사의 부정으로 표현된 과정의 부정은 정점을 

포함하는 사태 전체의 성공적인 부정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은 의미 

론적 논증은 부정의 양상동사 맥락에서는 불완료상이 무표적인 상이며， 따라서 

위에서 보인 불완료상의 지배적 분포 역시 통계적 우연이 아님을 보인다. 

긍정 양상동사 맥락에서 완료상 부정사보문이 무표적이고， 부정 양상동사 맥 

락에서는 소위 유표화 역전(markedness reversal)현상이 나타나서 불완료상이 

무표상이라는 주장은， 그렇다면 각각의 맥락에서 유표상이 출현하게 되는 이유 

는 무엇인가 하는 유표상의 동기화의 문제점을 고찰할 필요성을 대두시킨다. 

어떤 계열상의 범주나 통합상의 맥락에서 대립되는 두 요소가 있을 때， 일반적 

으로 유표항은 무표항보다 더 ‘정보적 Onformative)’이라는 사실은 다수의 언어 

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예 How old/tall are you?-무표 

대 How young/short are you?-유표)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양상동사 맥 

락에서 유표적으로 행동하는 상의 출현은 어떤 특별한 요인 문장 의미적， 

담화적， 혹은 화용적인 요인 둥 - 에 의해서 동기화되었고， 또 바로 이러한 

점에서 무표상보다 더 정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긍정의 양상동사 XOTeTb(C>l)의 맥락에서 유표항인 불완료상의 출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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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논의해 보자. 우선 부정사보문이 일회적이고 구체적이면서 유일한 사태 

가 아닌， 다회적이고 일반적인 사실을 표현할 때 불완료상이 선택된다. 이때 

XOTeTb-문장은 주격주체의 ‘실존적인’ 원망을 표현한다기보다， 오히려 주체의 

‘성격’， ‘기질’， ‘품성’ 등을 표현한다. 

(33) - BbI, Cama, 6e3yCJlOBHO, '1eJlOBeK , HaCTOJlD\IIH '1eJlOBeK! (…) Ho BbI XOTIITe 

TaKOB비M OCTaBaTbCJI tla:l<e B BamllM OC060M nOJlO:l<eHIIII, XOTIITe nocTynaTb TaK , 
KaK tlOJl:l<eH nocTynaTb COBeTCKlllí '1eJlOBeK ， (P빼6aKOB ， 351) 
“사샤， 당신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참된 분이 

죠 I (. .. ) 그러나 당신은 당신이 처한 특별한 상황에서조차 그러한 사람으로 남 

아 있기를 원하고 있소， 소비에트 사람이 행동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 

하기를 원하는 거죠 

본 예문의 내용은 CaIIJa라는 인물의 인물 됨됨이를 표현한다. 이러한 맥락에 

서 사용된 XOTeTb는 CaIIJa의 지금 발화하는 순간의 원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님 

은 병백하다. 오히려 그처럼 특별한 상황에서도 참된 인간으로， 그리고 소비에 

트의 전형적인 인물로 행동하고 싶어하는 CaIIJa의 기질， 품성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불완료상 동사， OCTaBaTbC5I, nocTyrJaTb의 사용은 바로 이 러 한 점 에 

서 동기화된다. 

두 번째로 불완료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맥락은 ‘복제 (replica) ’ 또는 ‘인용 

(citation)’의 경우이다. 담화의 전 발화에서 불완료상으로 표현된 사태 자체를 

다시 표현할 때， 그 언어표현 자체를 그대로 부정사보문으로 복제， 인용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복제된 불완료상 부정사를 포함하는 문장은 화자에 의해서 

감지된 사건을 표현한다기보다， 다른 사람의 발화나 혹은 자기 자신의 전 발화 

를 인용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전위문(displaced speech)’으로 파악할 수 있 

다，(J밟obson 1957/1971 , 130) 다음의 예문을 음미 하라. 

(34) - 0 tla! Tortla OHa 6ytleT CTOJlTb pJl tlOM C To6olí, 6ytleT pa3tleJIJITb TBOlí 

TpllyMiþ! 

OH BHIIMaTeJlbHO nOCMOTpeJl Ha Hee , nOHJlJI ee HaMeK: OHa caMa XO 'leT CTOJlTb 

P꺼tlOM C HIIM, caMa XO 'leT pa3tleJlJlTb ero TpIlYMiþ , (Pbl6aKoB , 338) 
“오， 맞아요! 그러면 그녀는 당신 옆에 서게 될 것이고， 당선의 승리를 나누 

어 가지게 될 거예요 그는 주의 갚게 그녀를 쳐다보곤， 그녀의 말을 이해했 

다: 그녀 자신의 그와 함께 서기를 원하고 있으며， 그녀 자신이 그의 송리를 

나누어 가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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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녀’의 발화를 듣고 ‘그녀’의 숨은 의도를 파악한다. 이때 예문에 나 

타난 두 XOTeTb-문장은 ‘그’의 생각을 표현하며， ‘그’는 이미 발화된 ‘그녀’의 언 

어표현(CTO~Tb p~aOM C HHM, pa3aefl~Tb ero TPHYM~)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물론， 

간접화법에서처럼， 인칭대명사의 변화는 동반되지만)， 불완료상을 부정사보문에 

사용하는 것이다. 

마지 막으로， 불완료상은 원망의 긴급한 실현(exigency)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될 수 있다. 불완료상이 긴급을 요하는 사태의 명령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Forsyth(1970, 208-209)에서 지적된 바 있거니와， 원망문이 간접 명 

령 또는 요청의 의미로 사용되고(예 51 X04Y, 4TOÕbI BbI Bceraa npHxoaHflH B 3 

4aca), 또한 명령이 화자의 의지나 원망을 전제한다는 사실은 원망문과 명령문 

이 의미적으로 매우 유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XOTeTb-문 

장에서도， 명령문에서처럼， [긴급성]이라는 화용 상황적 요인에 의한 불완료상 

의 사용은 예측 가능하다 하겠다. 다음의 예문에서 이러한 용법을 확인해 보 

자. 

(35) npHMepHO OKono nonOBHHM n~Toro e꺼 [=MaTepH] CDenanOCb nnoxo, Haqa 

nHCb 6onH, JIopa 04eHb nepenyranacb H XOTena Bμ3MBaTb HeOTnO:l<Ky, HO MaTb 

CKa3ana, qTO 6ecnone3Ho, HaDO 3BaTb Hc‘iDopa MapKOBHqa HnH Bpaqa H3 60nb 

HHllbl.(TpHφ。HOB ， 52) 

대략 4시 반 경에 그녀[=어머니]는 나빠졌고， 아울러 고통이 시작되었다. 

로라는 매우 놀랐고， 웅급차를 부르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소용없는 일이며， 

이시도르 마르코비치씨나 병원에서 의사를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J!opa는 그녀의 어머니가 새벽에 병이 악화되어 통증이 시작되자， 놀란 나머 

지 응급차를 부르려고 한다는 것이 위 예문의 대체적인 내용이다. 병세 악화라 

는 상황으로 보아 응급차의 펼요는 주체인 J!opa에 의해서 급박한 것으로 인식 

되었음에 틀림없으며， 이러한 상황의 급박성을 표현하기 위해 나레이터는 불완 

료상 통사 Bbl3bIBaTb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긍정의 양상동사 맥락에서 유표상인 불완료상 동사 

의 출현은 여러 문맥적 요인， 즉， 부정사보문 사태의 일반성， 사태 표현의 인용 

성， 사태의 긴급성 등의 요인에 의해서 동기화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부정의 양상동사 맥락에서 유표상인 완료상의 선택 요인에 대해서는 이미 

PaccY.lloBa (1967/1982), Forsyth (1970) , Fielder(983) 등에 서 논의 된 바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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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이들의 견해는 상호 양립 불가능한 측면이 있어 흥미롭고， 따라서 면밀한 

자료 분석이 요구된다. PaccynoBa(1967/1982, 126)는 본 맥락에서 완료상은 (1) 

부정사보문이 이미 실현된 사태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화자는 주체에 의해서 

그 사태가 무의지적으로(HeBOJIbH이 또는 무의식적으로(He c03HaTeJIbHo) 수행 

되었음을 강조할 때， (2) 청자가 부정사보문 사태를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화자가 비난의 뉘앙스를 부가할 때에 사용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반면， 

Forsyth(1970, 253)에 서 는 PaccynoBa의 조건 (1)과는 모순되 는 진술을 하고 있 

는 바， 그는 주체가 결정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행사하여 (decisively exer

cising his [the subject’ s] will) 부정사보문의 사태 수행을 거부함을 표현하고 

자 할 때 완료상을 사용한다고 기술한다. Fielder(1983, 210)는 완료상은 부정사 

보문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단언적인 부정 (categorical negation)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또한 PaccynoBa의 조건 (1)의 완료상은 실현된 

사태를 나타낸다는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다. 

펼자는 He XOTeJI+완료상동사는 주체의 의지에 의한 부정사보문 사태의 비 

실현의 원망이라는 부가적 의미에 의해 유인되며， 부정사보문 사태의 실현여부 

는 완료상동사의 선택에 비관여적인 요소라고 판단한다. 다시 말하면， 주체가 

자의에 의해서 사태를 실현하기를 원하지 않음이라는 의미만을 완료상동사는 

적극적으로 표현할 뿐이지， 부정사사태의 실현 여부는 전적으로 언어외적 상황 

에 의한다는 것이다. 주체의 의지의 결과 실제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 

고， 또한 주체의 의지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사태는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Gnevitably) 혹은 반의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실현되었을 수도 있 

다 이점 예문을 통하여 확인해 보자. 

(36) 3Ty KOMHaTy DaBHO CJIeDaBaITO OTDaTb Cawe. B3POCJI뼈 MYJI<'IHHa, eM)' 6ω1。

HeYDo6HO B o6m.eR KOMHaTe, a OHa He OTDaJIa, He XOTeJIa JIHmHTb ce6~ YDo6cTBa. 

(P뼈aKOB ， 126) 

이방은 오래 전부터 사샤에게 주었어야 했다. 다 큰 아들인 그에게 함께 쓰 

는 방이란 불편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주지 않았다. 자신의 편의를 잃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다. 

(37) -TeM 60JIee qTO B버 He XOTeJIH nOJIHTHqeCKH oueHHTb CBOH omH6KH. Ho 

oueHHTb HX, naHKpaToB, em.e He n03DHo.(Pbl6aKoB, 163) 

“더구나 당신은 자신의 잘못을 정치적으로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았소 그러 

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직 늦지 않았소， 판크라토바 



130 러시아연구 재8권 쩨 1 호 

(38) - OocnymaRTe, -- CKa3an ~ KOMMYHH~ ， -- H 3anOMHHTe pa3 H HaBCerna 

B MOeM npHcyTcTB싸i ~ HHKOMY He n03BOn~ oTnycKaTb TaKHe cKa6pe3H~e 3aMe

~aHH~ 06 HCKpHHe POMaHoBHe , 

4TO B~! 4TO B~! -- Hcnyranc~ [KOMMYHI깨] CMep~eB ， -- R HH~ero nnoxor。

CKa3aTb He XOTen, R caM y Hee He 06C JJYlI<HBanC~ ， HO npyrHe" ， (B얘H。뻐~， 189) 
“이보시오 나는 콤무니야에게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시오‘ 내 

가 있는 데서 나는 아무도 이스크리나 로마노브나에 대해서 추잡한 말을 하 

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요 “무슨 말씀이세요1" 콤무니야] 스메르체브는 

놀랐다 “저는 좋지 않은 말을 하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 

그녀의 서비스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 

부정의 원망동사 맥락에서 완료상이 사용된 위 예문들은 부정사보문의 사태 

를 실현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주체의 단순한 원망의 결과가 아니라 적극적 

인 의지 또는 의도의 행사였음을 공통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36)에서 ‘그녀’가 

성장한 자신의 아들에게 남은 방 하나를 주지 않은 것은 자신의 편의를 계속 

해서 유지하려는 그녀의 적극적인 의지 때문이었음을 표현하며， (37)에서 화자 

는 주체인 naHKpaTO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38)에서도 화자인 CMepqeB는 자신이 그러한 좋지 않 

은 추잡한 발언을 한 것이 자신의 의도가 아니었음을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36)와 (37)에서는 그러한 주체의 의지의 행사로 인해 부정사보문 사태가 실제 

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음을 문맥은 암시하고 있는 반면， (38)에서는 부정사보문 

사태가 실제적으로 설현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36)에서 ‘그녀’는 아들에 

게 방을 주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자신의 편의를 잃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으 

며， (37)에서도 지금 잘못을 시인해도 늦지 않다는 언급으로 미루어 보아， ‘그’ 

naHKpaTOB - 가 아직까지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8)에서 

CMepqeB가 이미 좋지 않은 발언을 이미 행했다는 것은 ‘나’의 발화중의 ‘TaKHe 

cKa6pe3Hhle 3aMeqaHH~(그러한 추잡한 말)’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분명하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필자는 부정의 원망동사 맥락에서 유표상인 완료상의 출 

현은 주체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한 부정사사태의 비-원망이라는 부가적인 의 

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결론 내리며， 부정사보문 사태의 실현성 여부는 문법 

적으로 비관여적이며， 따라서 상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4) 

4) 3aXOTeTb의 맥락에서 상의 선택문제는 본 논문에서 특별히 다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Fielder(1983, 178-183)에서 이미 지적한 것처 럼， 3aXOTeTb는(엄밀하게 말하면， 과거형 

3aXOTen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완료상의 동사와만 공기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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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에서 필자는 원망의 양상을 표현하는 동사들 중 XOTeTb와 3aXOTeTb 

의 ‘상’적 관계를 그들의 어휘적 의미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고찰함으로써 규명 

하려고 했으며， 이들이 통사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부정사보문에서의 상이 어 

떠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XOTeTb는 다양한 의미영역을 보이고 있어，(1) 주체 내적 원망 (2) 시도된 원 

인 의미에서의 ‘불완료상’ 부정사와 3aXOTeTb가 공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 

의 두 경우에 한정된다 첫째 [과정]이나 [상태]등의 어휘 내적 상적 특질을 보이는 

단순 불완료상 동사(이를테연， eCTb, paÕOTaTb, HMeTb, :l<HTb 등; 예 (1i))와 불완료상으 

로만 사용되는 접두화동사의 경우(이를테면， C'-!HTaTbCJI ‘고려하다’ 등， 예 (lii)) , 둘째， 

3aXOTeTb의 비과거형이 본동사로 나타났을 경우. 첫째의 경우는 특별한 논의를 필요 

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 동사는 근본적으로 imperfectiva tantum동사들이고， 

따라서 상 쌍을 형성하지 않기 때문이다.(Durst-Andersen 1992) 두 번째 경우애는 그 

러나 약간의 논의가 요구된다 현대 러시아어에서 XOTeTb는 분석적 미래형을 형성하 

지 않으며 (*ÕYIlY XOTeTb 등)， 이 러 한 이 유로 미 래 의 원 망은 3aXOTeTb의 비 과거 형 (3a • 

XOllY 등)으로 표현된다. 다시 말하면， 3aXOllY는 3aXOTeTb뿐 아니라 XOTeTb의 미 래형으 

로도 기능 한다. 긍정의 XOTeTb 맥락에서 유표적이긴 하지만 불완료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상기 한다면， XOTeTb의 미 래 형 으로 기 능 하는 3aXOllY의 맥 락에 서 불완료상이 

나타날 수 있음은 이해 가능한 현상이라 하겠다(예 (2i)) 한편， 부정의 XOTeTb 맥락에 

서는 불완료상이 무표적이고， 따라서 부정의 3aXOllY와 불완료상 부정사가 공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예 (2ii , iii)) 다음의 예를 참고하라. 

(1) 첫 번째 경우 

i. EMY 3aXOTeJIOCb HMeTb CBHCTOK, HO OH He MOí cpa3Y pemHTbCJI.(HocOB, 28) 

그는 호루라기를 가지고 싶었지만 바로 결정을 내렬 수 없었다 

ii. KOHellHO, eCJIH :l<eHa 3aXOlleT ClIHTa TbCJI C eíO npHB버lIKaMH H TpeÕOBa

HHJlMH.(naHOBa, 232) 

물론， 아내가 그의 습관과 요구를 고려하기를 원하게 된다변， 그렇다 

(2) 두 번째 경우 
i. BIlPyí OHa 3aXOlleT Ka:l<llI>I꺼 Bellep npHHHMaTb íOCTel! .(naHoBa, 232) 

갑자기 그녀는 매일 저녁 손님을 맞이하고 싶어할 것이다. 

ii. HOBble X03 J1eBa He 3aXOTJlT CllaBaTb, 3TO HaBepHJl Ka.(TpHφOHOB ， 429) 

새 주인들은 세를 내놓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확실하다. 

iii. HO nOllllHHJlTbCJI KHpOBy BnpJlMYIO He 3axo맨r.(PblõaKOB ， 253) 

그러나 직접적으로 키로프에 복종하고는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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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3) ‘허가’의 의무적 원망， 그리고 (4) (구어적으로는) 인식적 양상 등의 용 

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3aXOTeTb는 오로지 주체 내적 원망의 의미만을 표 

현할 수 있다(제2장 참고). 따라서， 이 두 동사의 ‘상’적 관계는 XOTeTb가 오직 

(1)의 의미를 보이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논의의 적절성이 보장될 뿐이다: 왜 

냐하면， (2) , (3) 또는 (4)의 의 미 를 보이 는 XOTeTb는 이 른바 imperfectiva tan

tum동사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XOTeTb가 구어에서 인식적 양상을 표현할 수 

있으며， 그때 문장주어로는 비행위주의 무생물명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인식 

양상의 일반적 발전 과정에서 볼 때 러시아어에서 XOTeTb의 이러한 용법은 최 

근에 (20세기 7)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연구의 결과， 완료상인 3aXOTeTb는 어휘의미 자체적으로는 시작사라는 동작 

류동사의 하나이지만， 특정 맥락에서는 순수 상 쌍의 완료상이 가지는 여러 기 

능을 보여， 소위 ‘동작류의 상화’라는 현상을 예증하는 접두동사의 하나임을 밝 

혔다(제3장 참고) 이러한 점에서 접두동사 3aXOTeTb는 XOTeTb와 부분적 상관 

관계 (4aCTI찌Ha~ COOTHOCHTenbHOCTb)를 보이면서 이른바 의미적 쌍(ceMaHTH4ec

Ka~ napa)을 형성하는 동사들이라고 볼 수 있다. 

XOTeTb가 통사적으로 하위 범주화하는 부정사보문에서의 상의 선택은 유표 

화이론의 유효한 예증영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즉 긍정의 원망동사 맥락에서 

는 완료상이， 부정의 맥락에서는 불완료상이 무표적이다. 이러한 무표적 상관 

관계는 원망동사자체의 어휘의미와 상 쌍을 형성하는 [정점성] 동사의 상적 형 

상에 관한 의미론적 논증의 결과 확립되었고 통계적 분포의 관찰에 의해서 확 

인되었다(제4장 참고) 한편 긍정의 맥락에서의 유표상인 불완료상의 출현은 

부정사보문 사태의 일반성 사태 표현의 인용성 사태의 긴급성 등의 의미적 

부가에 의해서 유인되며 부정의 맥락에서의 유표상인 완료상은 주체의 적극적 

의지 행사에 의한 부정사 사태의 비-원망이라는 요인에 의해 동기화됨을 보였 

다. 그러나， 필자는 본 논문에서 제시한 이러한 요인들 이외에 다른 요인들도 

유표상의 동기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 

은 좀 더 세밀하고 광범위한 자료분석에 의해서 도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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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mantics and Aspect of ‘Volition’ Verbs 

in Russian 

Sung-Ho Choi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s the ‘aspectua1’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olition verbs in Russian, xotet ’ and zaxotet ’, focusing on the similari

ties and differences in lexica1 and aspectua1 semantics between them, and 

further touches on the issue of aspect selection in the infinitiva1 complement 

govemed syntactica11y by them 

The morphologica11y simplex verb, xotet ’, shows a wide range of lexica1 

senses; (1) the sense of person-intema1 want, (2) the sense of ‘attempted’ 

want, (3) the deontic modal sense of ‘permission’, and (4) (colloquially) the 

sense of epistemic possibility. In contrast, the prefixed verb, zaxotet’ 1S 

very restricted in its usage, its only lexical sense appe때ng person-intemal 

want, which means that the two volition verbs could be examined with 
respect to ‘aspectua1’ relationship, only when xotet ’ is used as expressing 
person-intemal want. In other words, xotet ’ used in the sense of (2) , (3) , 

and (4) is a imperfectiva tantum verb. In this respect, the pair, xotet ’ and 

zaxotet ’, belong to those pairs of verbs, which show ‘partia1 correlation 

(chastichnaja sootnositel ’ nost ’ )’. 

The study argues that the perfective zaxotet’ is one of the ‘inceptive’ 
verbs, which is thus related with the imperfective xotet’ procedura11y. How

ever, in the specific context, zaxotet’ shows some aspectua11y-related func-



136 러시아연구 제8권 제 1 호 

tions of the perfective verb that constitutes a purely aspectua1 pair. This 

makes one to assume that zaxotet ’ is one of those verbs which i1lustrate 
the phenomenon of ‘aspectua1ization of procedura1s’. 

From the lexico-semantic argument to the effect that the positive volition 

verb of xotet' 띠ggers as a rule the perfective in the infinitiva1 complent, 

while in the negative context the imperfective is preferred, it follows that 

markedness relation can be established in the context of volitive moda1 

verb; i. e., in the positive context, the perfective is unmarked, while in the 

negative context, the imperfective is unmarked. This is confirmed by the 

statistica1 ana1ysis of the extensive data available to the author. This 

markedness relation, however, can be reversed in some specifiable contexts. 

Thus, the appearance of the marked member - the imperfective - in the 

positive context is induced by some semantic and discourse-pragmatic fac

tors such as the genera1ity of the infinitive situation, the replication of the 

previous utterance, and the exigency of the infinitive situation. The perfec

tive, which is marked in the negative context, is motivated by the meaning 

of the subject-referent’ s strong will not to perform the infinitive, a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