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어 부탁 구문의 특징

강 성

o.

희.

들어가는 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한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 속에서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부탁이란 피할 수 없는 인
간 행위인 것이다. 부탁을 표현하기
짓， 몸짓， 눈빛에

자와 화자의

위해서 가장 혼하게는 언어에서부터 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또한 행위의 종류， 청

관계， 발화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탁의 강도도 다양해져서 어떤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또 어떤 경우에는 간절하게 또는 대수롭지 않게， 다양
한 강도로 자신의 부탁을 표현한다. 미소를 띤 얼굴이나 진지한 표정， 눈물도
사용되거나 상황에 따라 부탁의 강도를 표현하는 특정

어휘나 특정

구문이

쓰일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어에서 부탁의 BapHaTHBH뼈 Pjjll를 구성
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휘-통사구조 중 기본적인 것을 분류하여 그 구조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어떠한 뉘앙스를 가지고 발현되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부탁을 ‘의지 표명 (BOJleH3bjjBJleHHe)’의

보는데 의지 표명의

한 형태로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약간씩 다른 의견을 보

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그중 가장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는 하나의
의사소통과제 (KOMMYHHKaTHBHoe 3allaHHe) 로 보고자 한다. 의지
로는 화자의

표명은 한편으

원망(:I<eJlaHHe rOBOpjj w.ero) 을 포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떠

한 행위를 요구 (KaY3aQHjj lleRcTBHjj)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화자의 원망 표현과

는 차이를 갖는다. 즉， 본 논문에서 의지표명이란 화자의 원망과 행위 실행의
요구를 동시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1)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은 모놀로그가 아닌 대화인데， 그 기본적 요소로 문장

*
1)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또한 의지표명에는 부탁 외에도 명령， 충고， 제안 동이 들어갈 수 있으며， 학자에 따
라서는 협박이나 경고도 이 범주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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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전달유형 (KOMMYH싸<aTHBHhlß THn npeanO~eHH~) 을 채택한다. “의사전달유

형이란， 예를 들변 질문， 명령， 부탁， 충고， 제안， 협박 등과 같은 일정한 KOMMyHHKaTHBHa~ ueneYCTaHOBKa 와， 내부에

단어의 의미적 분리 (C빠，lcnOBoe Bhllle-

neHHe) 를 갖는 문장을 일컴는다 "2) 각각의 의사전달유형은 BapHaTHBHblß p~ll를

갖는데， 이는 일정한 의사전달유형올 표현하는 동시에， 뉘앙스， 언어수단 사이
의 상호관계， 레지스터，3) 대화상황 둥에 의해 서로 차이가 나는 일련의 구조
들의 집합이다.

의사전달유형 ‘부탁’의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개의
어휘나 형태론적 특성， 문장의 통사적 구조만을 살피는 것으로는 충분치가 않

다. 어떠한 발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모든 언어수단과 억양， 그
리고 문장의 문맥적 의미의 상호작용이 고려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특

정한 어휘-통사구조는 위에서 언급한 상호작용이 없을 경우 일정한 의사전달
유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것을 전달할 잠재적 가능성을 지

닐 뿐이다. 그 잠재적 가능성은 어휘-통사구조

억양

문맥 둥 다양한 수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실제 언어 생활에서 구체화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문
장의 의미를 표현하는 수단들간의 상호관계가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다. 예를 들면， “ 11 xonollHo ~e TaM!" 에서 매체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특징에 대
한 감탄의 의미는 ‘M’와 ‘~e ’， 그리고 ‘무인칭 구문’이라는 어휘-통사구조가 주
도적

역할을 하여 표현한다. 따라서

되어 다양한 타입의

이

문장에서의

억양의

역할은 줄어들게

억양 구조로 발음을 할지라도 문장의

진술적 의미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이번에는 매체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특징에

대한 단순 진술을 표현하는

“ XonOllHO TaM." 이라는 문장올 살펴보자. 이 문장에서는 동일한 어휘-통사구조
의

문장이라도 여러 가지

억양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단순 진술， 감탄，

질문이 표현될 수 있다.4)

2)

의사전달유형과 BapH aT HB l!I.IlI pJlLI의 개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5P"'3ηHOBa (1 977)

와 5p퍼3rYHOBa (1 982) 풍의 저서를 참조할 것.

3)

레지스터 (perHCTp) 라는 용어는 학자별로 서로 다른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본 논문

에서는 사회적 신분， 나이， 친분정도(가족관계 포함)， 성별에 의해 규정되는， 화자
와 청자의 사회적 관계를 의미한다.

4)

본 논문에서 억양 구조의 타입 (THn HHTOHaUHOHH얘 KOHCTpyKUHH: HK) 이란 기본어조

와 강도， 음색， 장단의 상호관계를 일걷는 말로 쓰인다. 러시아어에는 현재까지 일
곱 가지 타입의 억양구조가 나뉘어져 있는데 각각의 I1K는 중앙 (ueHTp) ， 즉 역점이
오는 음절 (YLIapH뻐 c.nor)을 가지고 있고， 상숭어조 내지 하강어조로의 기본어조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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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XOJIO llHO TaM.

2) -

XOJIO llHO TaM!

3) -

XOJIOnHO TaM?

6

-감탄
질

3

본 논문에서는 문장 러시아어의 위와 같은 특질을 고려하여， 의미파악의 경

우 어휘와 통사구조， 억양 동의

언어 수단과 더불어， 문장의 문맥적 의미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려를 펼수적인 것으로 보는 커뮤니케이션 분석 (kOMMyHH화는 꼭 이 중앙을 기점으로 일어난다. HK-1 에서는 하강어조가 중앙의 모음에서
중앙 이전보다 더 낮게 발성된다 HK-2는 중앙의 모음에서 단어의 역점이 더 강해

지면서 하강어조로 발성되고， HK-3은 중앙의 모음에서 상숭어조가 중앙 이전보다
더 높아진다. HK-4는 상숭어조가 중앙의 모음에서 중앙 이전의 어조보다 낮아지고
중앙 이후의 어조는 중앙 이전보다 높게 발성된다. HK-5는 두 개의 중앙을 가지고

있는데， 첫 중앙에서는 상숭어조로 발성되고， 두 번째 중앙에서는 하강어조가 중앙
이전보다 높게 발성된다. HK-6은 중앙의 모음에서 상숭어조가 중앙 이전보다 높게
발음되는데 중앙 이후의 어조도 계속해서 중앙 이전보다 높다. HK-7은 중앙의 모
음에서 상숭어조가 중앙 이전보다 높아지고 모음을 발음하는 끝 부분에서 목젖이
닫히며 발성된다. 각각의 HK 의 대표적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HK-1: OH 311ecb lI<HBeT.
2

HK-2: rne OH lI<HSeT?
3

HK-3: OH 311ecb lI<HBeT?
4

HK-4: A Ha Tama rlle?
5

HK -5: KaK aJI CerOllHJI norOlla!
6

HK-6: norolla CerOllHJI!
7

HK-7: KaKoß

TaM pecTopaH!

러시아어의 억양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E. A. BpH3rYHoBa(1977)올 참조할 수

있다. 여기서는 러시아어 억양올 기록 (TpaHCKpHnQHJI) 하는 방법만올 간단히 서술하
겠다. 억양구조의 타입은

1, 2,

3과 같이 숫자로 나타내고 그 숫자가 놓인 자리가

QeHTp 이다. 가령， 위의 예에서 “ OH 311eCb 빼BeT." 라는 문장에 1 이 놓여 있는 것은
‘ 311eCb’의 ‘e’라는 중앙의 모음에서 하강 어조가 그 앞의 어조보다 더 낮게 발성된
다는 것올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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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HBH뼈 aHaJlH3) 을 접근방법으로 채택하여 의사전달유형 ‘부탁’을 고찰해 보

고자 한다. 브뢰 즈구노바 (Bpμ3ryHoBa ， 1977 / 1982 참조)에 의 해 정 착된 이 방

법은 억양이나 문맥에 대한 고려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어휘-통사구조의 잠
재적 의미가 어떻게 현실화되는가의 문제를 설명하는 데 적절하다. 즉， 커뮤
니케이션 분석을 통해 우리는 위에서 이미 제기한 바 있었던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1) 주어진 문장에서

어휘-통사구조가 과연 어떠한 잠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2)

실재 언어생활에서 그 잠재적 의미는 어떠한 언어 수단의 도움으로 발

현되는가?
본 논문에서는 우선 의지표명과 의사전달유형 부탁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

과에 대 해 간략하게 살펴 보고 커 뮤니 케 이 션 분석 을 통해 부탁의 BapHaTHBH뼈
p5lJl에 속하는 구조를 나누어 그 구조의 언어수단들간의 상호관계， 의미상 뉘
앙스의 문제， 그리고 그 구문들이 쓰이는 담화 범위나 레지스터의 문제를 다

루어 보려한다.

1.

의지표명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의사전달유형 부닥에 대한 관심은 화용론이나 의미론을 중심으로 점점 늘
어나서

현재 다양한 학파에 속하는 러시아의

학자들이 서로 다른 방향성과

접근방법， 또 연구과제를 설정하여 이 주제에 접근하고 있다.5) 러시아 언어학

에서 의지표명에 대한 연구는 아주 오래 전에 시작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다
각적 방법으로 지속되었다. 19 세기에 이미 보스똑 (A. X. BOCTOK) 이나 그레치 (H.

H. rpe 'l) 등은 명 령 문 (no6YJlHTeJlbHoe npeJlJlO%eHHe) 을 하나의 독자적 인 형 태 로
분리하여 살폈던 것이다.6) 그들의 논문을 살펴보면 의지표명을 명령법 (nOBe-

5)

이 주제에 대한 접근 방법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화행이론이다. ]. L. Austin (1962)
이나 ]. R. Searle(1 969 / 1975),

Z.

Ven버er(1976) 둥의 연구 논문 자체도 의사전달

유형에 주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뿐더러， 이들의 화행이론은 러시아내의 학자들
에게 영향을 미쳐， 현대 러시아 언어학자들 중 많은 이들이 사실상 화행이론의 전
문용어를 받아들였고， 또 러시아어를 대상으로 이론을 자기화하여 심화시켰다. 대
표적인 예로는

H. ll. ApYTIOHoBa(I981 / 1988), M. H. r Jl oBHHcKa5l (1992 / 1993), T. r.

BHHoKyp(I993) , B. r. raK(1987) , T. B. lIlMeJleBa(1981 / 1990)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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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TeRbHoe HaKROHeHHe) 과 관련시켜 바라보는 형태론적

접근방법 (MoplþoROrH'I eC

KHR nOl\XOll) 이

주로 나타난다. 형태론적 접근 방법은 이후 빼쉬꼬프스끼 (A. M.

nemKOBCKHR) ,7) 이스뜨리나 (E. C. HCTpHHa)8) 둥에

의해 이어진다. 예를 들어

빼

쉬꼬프스끼는 일차적으로 H3b~BHTeRbHoe HaKROHeHHe 와 KOCBeHHμe HaKROHeHH~
를 나누고 nOBeRHTeRbHoe HaKROHeHHe 를 후자에 포함시 켰는데 무엇보다도 동

사의 형태상의 특질에 의해 법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9)
한편， 악사꼬프 (K. C. AKCaKOB) 는 부슬라예프 (φ. H. EYCRaeB) 의 HCTOpH'IeCKa~
rpa뻐aTHKa 를 비판하면서 형태론적 법 (MO때OROrH'I eCKOe HaKROHeHHe) 과 통사론
적 법 (CHHTaKCH'IeCKOe HaKROHeHHe) 을 구분할 펼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10) 악
사꼬프의

이 러 한 주장은 이 후 샤흐마또프 (A. A. WaXMaTOB) 11)나 라스뽀뽀프 (H.

n. PaCnonoB)12) 등에

의해 심화 발전된다. 예를 들어 라스뽀뽀프는 형태론적

법 으로 H3b~BHTeRbHoe ， nOBeRHTeRbHOe , COCRaraTeRbHOe HaKROHeHHe 를 나누면서
동시에 통사론적

법을 구분하여 평서법 (nOBeCTBOBa TeRbHOe HaKROHeHHe) , 의문

법 (BonpOCHTeRbHoe HaKROHeHHe) , 명 령 법 (no6YllHTeRbHoe HaKROHeHHe) 으로 세 분
하였는데，13) 통사론적 법의 명칭을 보면 그것들이 단순하게 동사의 형태만 아

니라 문장의 의미 그 자체까지 고려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록 라스뽀뽀프
자신은 그것들을 ‘법’이라 부르고 있지만 사실상 의사전달유형을 의미하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라스뽀뽀프는 샤흐마또프와 마찬가지로 의사전달과제
와 그 표현수단의

개념을 구분하여， 의지표명을 표현하는 수단에 동사의

한

형태로서의 명령법(형태론적 방법)뿐만 아니라 소사('1aCTHua) 나 동사의 상， 어

순 등의 다른 언어방볍 또한 포함시킨다. 비록 의미를 형성할 때 언어수단 간
의 상호관계나 일련의 구조를 구분하는 문제， 더 나아가 그 구조의 뉘앙스나
레지스터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러한 제반 문제는 당시로는 전혀 제기조

6)

B B. BHHorpanoB(1972) PyCCKHß ß3MK (rpauμ'aTH'leCKOe y 'l eHHe
M"

0

CJ10Be) ,

Ihn. 2-e ,

c. 458-459 ,

7)

CId.: A. M, nemKoBc I< HlI (l956) PyCCK쩌 CHHTaKCHC B Hay'lHOM OCBell{ eHHH, M.

8)

CId.: rp 8.MMaTHKa pyccKoro ß3MKa, T. 1, H3n. AHCCCP , 1952.

9)

A. M, nem l< oBcKH lI (1956) PyCCKHß CHHTaKCHC B Hay 'lHOM OCBell{eH찌 M. , c. 105.

10) BHHorpanoB(1972) 에서 재인용.
maxld aT oB (1 941) CHHTaKCHC pyccKoro ß3MKa , M.

11) CId.: A. A.

12) CId.: H. n. PacnonoB(1957)

DJ1arOBell{eHCKOro
HHHa , T.

“K

Bonpocy

Id OnallbHOCTH

npenllo*eH뼈

B KH.: Y'l. 3a n.

rocypapcTBeHHoro neparOrH'leCKOrO HHcTHTyTa HMeHH

8

,

13) CId.: H. n. PacnonoB(1957) c. 195.

M. H. KaJ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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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가능한 것이 아니었으며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결국은 우리들
이 지속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러시아 언어학의

전통에서 비록 그 정도나 방법상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명령법을 의지표명 전달의 주요 수단으로 살펴왔다. 그런데 이와 동

시에 바로 이 명령법이란 용어의 정의와 그 변화체계 (napaJlßrMa) 에 대한 이견
이 언어학자들 사이에 존재해 왔으며 지금까지도 단일한 의견이

없는 것 또

한 사실이다. 한편에서는 짜nep aTßB 를 동사의 명령형 (2 인칭형)과 동일하게 파
악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ßMnepaTßB 를 동사의
보아 2 인칭

명령형

이외의

명령형보다 더

다른 형태도 ßMnepaTßB 의

다 14) 흐라꼬프스끼 와 볼로진은 또한 자신들의

넓은 개념으로

변화체계에

포함시킨

입 장을 밝혀 다음과 같이

개의 쌍을 구성하는 여닮 개의 형태를 포함하는 ßMnepaTßB 의

네

변화체계를 제

안하고 있다.

“ 1-5( napa -

~opw 2 J1.: 1) noA (HCB) , cnoA (CB); 2) noATe (HCB) , cn。αTe (CB);

2- 5( napa -

~OPMN COSMeCTHoro neACTSH5(, TOQHee , COSMeCTHoro J1Hua: 3) a)

cnoeM (CB) , 6yneM neTb (HCB); (6) nasaA cnoeM (CB) , nasaA (6yneM) neTb (HCB);
4) a) cnoeMTe (CB) , 6yneMTe neTb (HCB); (6) nasaATe cnoeM (CB) , nasaATe (6yneM/T e) neTb (HCB);
~OPMN 3 J1.: 5) nycTb / nyc I<a A (OH / oHa) noeT (HCB) / cnoeT

3- 5( napa -

(CB); 6) nycTb / nycKa꺼 (OHH) nOIOT (HCB) / cno lOT (CB);
φ。 pMN 1 J1. en. Q.:

4- 5( napa (HCB);

8)

7) naA / nasaA cnolO (CB) , nasaA 6yny neTb

naATe / nasaATe cno lO (CB) , nasaATe t5 yny neTb (HCB);

7-8)

cno lO (CB) ,

t5yny neTb (HCB )"1 5)

그간에 단편적으로만 연구되었던 ßMnepaTßB 와 의지표명과의 관계를 전반적

으로 연구 분석했다는 데에서 우선적으로 그들의 업적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들은 ßMnepaTßBHμe KOHCTpyKl.\I쩌와 ßMnepaTßBHa~ ~opMa를 구분하여 전자를 의

사전달유형과 거의

“ßMnepaTßBHble
14) HMnepaTHs 의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들

저서의

목차에

KOHCTpyKUßß C HeßMn ep aT ßBH blMß rJIarOJIbH blMß ~opMaMß"16) 와 같

변화체계에

대한 기폰 러시아 언어학자들의 견해는 흐라꼬프스끼 (B.

C. XpaKoscK때)와 볼로진 (A. M. BoJlOnHH) 의 공동 저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B. C. XpaKOSCK때， A. n. BO JlonHH (1 986) CeMaHTHKa H THn0J10rHJI HMnepaTHBa ,

PyCCKHIt HMnepaTHB , 11. , c. 118-119를 참조할 것.
15) B. C. XpaKoscKHA , A. n. BoJlO때 H(1986) c. 123-124.
16) B. C. XpaKoscK째， A. n. BoJlO때H (1986) 의 목차에 나오는 표현이다. 이 구문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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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표현이 나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이싸첸꼬 (A.

B.

Iica맨HKO) 가 자신의 논문에서 HMnepaTHB 와 명

령 법 (nOBenHTenbHoe HaKnOHeHHe) 이 란 용어 를 위 와 다른 입 장으로 사용하고 있
다는 사실 이 다. 그는 “명 령 법 은 러 시 아어 에 서 HMnepaTHB 뿐만 아니 라 동사의
다른 형태나 동사 이외의 품사틀로도 표현될 수 있다 "17) 고 서술하여

명령법

을 오히려 넓은 개념의 용어로 즉 의사전달유형과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다.
그러나 용어나 기술상의
꼬는 다른 러시아의
명이

동사 형 태 의

이견올 제외한다면 흐라꼬프스끼， 볼로진， 이싸첸

언어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의사전달유형으로서의

하나인 HMnepa깨 BHa.sl lþopMa( 또는

의지표

nOBenHTenbHoe HaKnOHe-

HHe) 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란 점에는 서로 일치를 하고 있다. 즉， “ CTO .sl Tb!" ,

“ BhI

He MOrnH Õhl nepe Jl aTb

ÕHneT?" 와 같이 HHIþHHHTHB 나 의문형태로도 충분히

(오히려 더 자주) 의지표명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러시아 언어학자들의 논문
을 살펴보면 러시아어에서 동사의 명령법(동사의 명령형 2 인칭 단수， 복수)이
항상 의지표명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쓰여 있다. 예를 들어 뿔로뜨니꼬
바 (B. A. nnOTHHKOBa) 는 “동사의 명령법의 2 인칭과 형태상은 일치하지만， 사실

상 명령의 의미를 갖지 않고 일정한 통사구조에서만 쓰일 수 있는 형태가 있
다 "18) 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인다. ‘뻐 HHKTO He 3Han 0 TaßHOß õe Jle MOeß , H ,
Heß , HHKTO Õbl MHe He

CKallCH .SI 0

이나 명령의
)j(JlyT

,

nOBepHn" 에서 ‘CKallCH’는 말을 해달라는 부탁

의미가 아니라 조건이나 가정의

a OH On03 Jlaß Ha

의미를 전달하고

있고， “Er。

l.\en뼈 qac ”에서 ‘On03 Jlaß’는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래

서 준비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그다지 원하지 않는 일올 의미하는 경우에 해
당되는데 이러한 구문은 “동사 명령형의 부차적 기능 "19) 이라 설명되고 있다.

동사 명령형의 의미에 대한 연구 중에 현저히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 바로

“H1.m ep aTHBHble KOHCTpyKUHH C HHIþHHHTHBOIol B n03HUHH C Ka 3yeloloro" 와 “HIoI nepaTHBHbl e
KOHCTpyKUHH C HH~HKaTHBH뻐H 1þ0plolalolH f5y~띠ero BpeloleHH CB H f5Y.zlYlll erO H HaCTO-

j!m.ero

BpeloleHH HCB" , “ HloInepaTHBH잉e KOHCTpyKUJ깨 C 1þ0plolalolH COC Jl ar aT e Jl bHOrO Ha-

KJlOHeHH껴

17)

“ BonpOCHTe JlbHbl e HMn epaTHBHble KOHCTPYKUHH" 로 세 분되 어 살펴 진 다.

A. B. HCaqeHKo (1

957) “K

Bonpocy 015 뻐nepa재Be B pyCCK얘 쩌 blKe" ， B KH.:

Jl3 b1K B I1I KOJ1e, No. 6, C. 7.
18) PyCCKaJI rpaMNBTHKB , T. 1, H3~. HaYKa, 1982, C. 625.
19) CIoI.: PyCCKaJI rpBMNBTHKB , T. 1, H3~. HayKa,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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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비예 (rJl. rpaÕbe) 의 입장이다. 그는 “화자가 동사의 다른 형태가 쓰일 자

리에 명령형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행위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관계가
표현된다 "2이고 주장한다. 통사의 명령형올 명령문과 직접적이고도 우선적으로

연결을 시켰던 여러 학자들과 달리， 그라비예는 동사 명령형이 의지표명을 표

현할 경우와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경우 모두에서 가질 수 있는 공통의 의미
를 규정하려 시도했던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의지표명을 HMnepaT뼈와 명확히 구분하여

의사전달과제 내

지 의사전달유형으로 파악한다. 또한 HMnepaTHB 라는 용어도 그 변화체계를 가
장 좁게 설정하여 이싸첸꼬와 같이 동사의 명령형 2 인칭 단수， 복수만을 의미
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볼 때 HMnepaTHB 는 의사전달과제인 의지표명을
표현할 수 있는 구문 중에 하나일 뿐이다. 즉

의지표명은 HMnepaTHB 이외에

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앞서 기술했듯이

HMnepaTHB 는 의지표명 이외에 다른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본 논문의 목
적이 의지표명을 표현하는 여러 구문들을 의미적으로， 화용론적으로 비교 검
토하는 것이지

HMnepaTHB 가 가지는 여러

의미를 알아보자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2.

부탁에 대한 접근 방법

커뮤니케이션 분석은 브뢰즈구노바 이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심화， 확장되
었는데， 의지표명과 관련해서는 베자예바 (M. r. Ee3 J1 eBa) 의

업적을 높게 평가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녀가 제안한 의사전달유형 ‘부탁’의

정의와 그

BapHaTHBH때 PJlll를 받아들여 그것을 기본으로 러시아어 ‘부탁’ 표현의 특정을

살펴보겠다.
논문에서

사용할 부탁의

정의는 러시아어에서 부탁을 표현하는 구조들의

BapHaTHBH뼈 pJlll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사실 의사전달유형 ‘부탁’
에 대한 기폰의 정의를 사용해서 어떠한 구조가 왜 부탁의 BapHaTHBH뼈 p Jl ll
에 나타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흐라꼬프스끼
나 볼로진은 ‘부탁’과 ‘명령’을 구분하는 변수로 “청자와 화자와의 상하관계 "21)

20)

rn. rpaGbe(1983) “ CeMaHTHKa pyccKoro HMnepaTHBa" , B KH.: ConOCTaBHTe.πbHoe
qeHHe rpaMMaTHKH H

,

CKHMH ß3HKaMH 104.

,

C.

지eKCHKH

106.

H3y-

pyccKoro ß3HKa C qemCKHM ß3HKOM H ppyrHMH CßaBß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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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들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부탁’은 화자가 자신을 청자보다 높지 않게 설
정하는 데 비해 ‘명령’은 화자가 자신을 청자보다 높게 설정한다. 그러나 ‘부

탁’과 ‘명령’에

대한 이러한 구분에는 굳이

언어학적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수긍을 하기가 어렵다. 실제 우리의 언어생활을 살펴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
에게 ‘부탁’을 해야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을 뿐더러， 러시아어의 경우 아랫
사람이

윗사람에게 요구 내지 명령을 해야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포르마노프스까야 (H. H. φopMaHOBCKajl) 는 ‘부탁’과 ‘명령’을 존대라는 지표

로 구분을 하고 있다 .22) 우리는 존대표현 역시 위의 “화자와 청자의 상호관

계”와 똑같은 의미에서 부닥과 명령올 구분하는 지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다. 부탁이라고 항상 정중한 것만은 아니며

명령도 정중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정의가 ‘부탁’의 BapHaTHBH뼈 Pjlll를 형성할 수 있게 하

리라 생각한다.
“부탁이란 화자가 청자에게 그가 할 수 있는， 그러나 의무나 강제로 해야
만 하는 것은 아닌 어떠한 행위를， 자신의 희망에 따라 행해줄 것을 바란다
는 원망의 표현이다껑)

부탁의

이러한 보편적

의미는 표면적

방법(3 KCnJlHl.\HTHblR cnocoõ) , 이면적

방법 (HMnJlHl.\HTHbIR cnocoõ) 그리고 의사전달의 반복 (KOMMYHHKaTHBHoe ayÕJlHpO-

BaHHe) 으로 표현된다. 표면적

방법이란 의사전달과제 (KOMMYHHKaTHBHoe 3alla-

HHe) 그 자체나 구성요소를 어휘적으로 밝히는 구조를 말하며， 이면적 방법은

의사전달과제가 표면화되지 않고 언어수단들의 상호작용의

역할이

강화되는

구조를 뜻한다.

3.

부탁의 표면적 표현 방법

우선 부탁 표현의 ‘표면적 방법’을 살펴보자. 위에서 주어진 정의로 보면 의

2 1) B. C. XpaKoBcK뼈， A. n.

BoJlollHH(1986)

c. 137.

22) H. H. φ。pMaHOBcKaJl (1984) YnoTpe 6l1eHRe pyccKoro pelleBoro 3 TRKeTa , 써1I. 2-e , M. 를

참조할 것.
23) M. r. Be3 J1 eBa(1996) c. 209-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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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달과제의

명칭

그 자체 (npOCbõa) 나 ‘할 수

있다 (MOll<eT) -

해야만 하다

(llO Jlll<eH)’의 상대개념， 또는 청자나 화자의 원망이라는 의사전달 구성요소 등
이 부탁 표현 구문에 반영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npOCßTb , MOGb ,

동사를 포함하는 구문이 그것이다. 구체적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XOTeTb 의

미리 밝힐

것은 러시아어에서 이 구문들의 쓰임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3. 1.

의사전달유형을 직접 명명하는 구문

먼저

npOCßTb

구문은 러시아어가 의사전달과제의 표면화를 얼마나 기피하

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었다. 즉， 러시아어에서는 의사전달과제
부탁을 직접 명명하고 있는 동사 npOCßTb가 쓰였다고 해서 그것이 부탁을 표
현하는 것은 아니며， 혹 부탁이 전달되더라도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나 가능하
다. 예 를 들어 1) ‘npowy + ßH빼HßTßB r Jl arO Jl a Kay3ßpyeMoro lleßCTBß jI CB +
I1K-1

/ I1K-2 ’

구문은 상당히 높은 장르의 대화 특히 공식적인 상황에서만 부

탁을 전달할 수 있다.
a) YTpOM OHa OCTaBH Jl a Ha CTOJl e 3anHcKy ~~ BapHH얘 KJl aCCHoß PYKOBO~HTeJlbHHUbl:

((rIpowy OTnYCTHTb Bap~ HBaHOBY nOC Jl e TpeTberO ypoKa no ~OMa
(A. H. Pbl6aKOB , ((lleTH Ap6 aT a>>)

nlHHM 06CTO~TeJl bCTBaß>>
rOBOpHTe , nony없H!

15) -

Bce C JlyqHBWeeC~ ~ CqHT~

-

OWHeíKH eíblBa~T pa3Hble! …

-

R 3TO

eíoJlbWOß OWHeíKOß ,

-

Haqana P03a.

CqHTa~ rpyeíoß nO JlHTHqeCKOß OWHeíKOß. ~ TO Jl bKO noo띠Y nPHH~Tb

3

B。 BHHMaHHe. / 'i TO ~ npe~JlaraJla HanHCaTb nepe~OBY~.
(A. H. Pbl eíaKoB

,

써e 깨 Ap f5 a Ta>>)

예문 a) 는 학생을 일찍 귀가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공식적이 서한이고 예문

õ) 는 벽보 사건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어 일종의 자기 비판과 함께 당의 질
책을 받는 상황에 놓인 로자가 자신이 선전문구를 써야한다고 주장했음을 고

려해 달라는 공식적인 부탁이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부탁을 표현하고
는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BhI

He omycTßTe BaplO I1 BaHoBy nOC Jle

TpeTbero ypoKa no llo
애
없
M
때
a
뻐
m
Hß
씨
M 얘
0 õc야
TOjlTeJlbC
야
TBa~‘M
써
η{'
l
‘?"

없
‘M
daH
배
써R‘’ie ’ ‘q
n
얀
fπTO

jI

npellJl araJl a HanßCaTb

nepellOBYlO.를 대신 사용한다면 공식성이

없어져서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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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밝혔듯이 러시아어에서 ‘npomy 구문’은 공식적인 부탁을 하고자 할 때

조차도 쓰임을 제한 받는다. 만약에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아래와 같이 말
을 한다면， 부하직원은 이를 부탁보다는 명령이나 차가운 관계가 강조된 표현
정도로 들을 것이다. 왜냐하면 러시아어 모국어 사용자는 아래 예문에서 ‘의
무나 강제가 아니라 너의

희망에 따라 행위를 해달라’는 뭇이

아니라 ‘네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해야 한다’는 명령에 가까운 뉘앙스를 느끼기 때문이다.

a) -

[1oomv nOllrOTO 뻐 Tb llOKVMeHT퍼 KO BTOPHHKV.

6) -

noomv nepeneqaTaTb K llBYM qaCaM.

재미있는 것은 이 구문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면，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

될 때도 함축되어 있던 명령적 의미가 훨씬 더 강해져서 부탁이 아닌 날카롭
고 격양된 명령 (pa3npa*eHHoe Tpe6oBaHHe) 을 표현한다는 사실이다.

a) -

Tw qTO paCCenaCb , KaK y ce6~ llOMa? A

~

Y ce6~

MoA My*. A TW -

llOMa ,

-

CKa3ana HpKa.

-

HellOBOnbHO CnpoCHn OllHH.
Tenepb 3TO

μ。 A

llOM. llpyroA

Ham IlPyr.

2

-.11 npomv Te6~ 06b~CHHTb CBOe nOBelleHHe1 -

nOTpeðoBan 0때H.

(B. TO Ka peBa , <<rny60KHe pollCTBeHHHKH>>)
6) (Tene$oHHWA 3BOHOK)

2

-

매. Bce? B TaKOM cn앤 ae ~ ßOBTOp~lO .loomv MHe ðonbme He 3BOHHT11.

(X!$ <~OCKBa Cne3 aM He BepHT>>)

예문 a) 에서는 집을 나간 부인이 다른 남자 (npyroR) 와 함께 있으면서 그가
자신의 남편이고 그 남자와 함께 있는 곳이 자신의 집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
은 남편 (OnHH) 이 부인에게 ‘npomy 구문’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
히 분노에 찬 명령이지 정중한 부탁은 아닌 것이다. 작가도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 nonpOCH J\ OnHH." 이라고 하지 않고 “ nOTpe6oBaJ\ OnHH." 이라

고 서술하고 있다. 예문 6) 도 임신한 자신올 버렸던 남자가 20년이 지난 후에

야 딸을 만나게 해달라며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오는 상황에 쓰인 말이다. 두
예문이 모두 공식적인 상황이 아닌 일상대화에 속하는데， 이렇게 일상에서 필
요 이상의 정중함은 예의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사전달유형 자체

를 바꾸어 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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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러 한 까닭에

κ-1

‘npomy +

HHIþHHHTHB

rJIarOJIa Kay3HpyeMoro lleRcTBJ쩌 CB

HK-2’ 구문은 러시아어를 배울 때 많은 외국인이

/

+

실수를 하는 예 중의

하나가 된다. 즉， 이 구문의 장르와 레지스터상의 특정을 모르는 외국인으로

서는 일상적인 부탁을 하고자 할 때，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아래와 같은， 실
제로는 부탁이 아닌 명령이나 화가 난 명령을 나타내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것이다.

a) -- (B aSToðyce) *npomy nepellaTb ðHJIeT.
ð) -- (B peCTOpaHe) *npomy npHHeCTH STOpoe.

다른 한편으로 2) ‘npomy + rJIarOJI Kay3HpyeMoro lleRcTBH~ CB B HMn epaTHBHoR lþopMe 2-ro JIHua

+ llBycHHTarMeHHOe 0때。 pMJIeHHe ’ 구문은 위 의 구문 1)과

는 달리， ‘애원’ 이나 ‘간청 (MOJIb6a) ’의 보조적 의미가 가미된 ‘부탁 (npocb6a) ’을

전달한다. 즉， 이 구문은 화자가 이미 거절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래

도 청자의 행위 이행이 자신(화자)의 이해관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중요한 일
임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따라서 이 구문에는 ‘OqeHb ’, ‘ TOJIbKO ’, ‘pallH

60ra’둥 ‘중요성’을 강조하는 어휘요소들이 자주 병행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애원이나 간청의 뒤앙스가 HK-2 일 경우 남아있지만 -

a) --

물론

HK-3 에서도 그 의미는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B.

2
3
sac 04eHb npomv: / llaRTe HaM naJIbTO. nO*aJIVRcTa. H ðOJIbme He

Mory ... -- THXO no*aJIOSaJIaCb J1 apHCa.

2

(B. TOKapeSa , <<마loxoe HaCTpOeHHe>>)

ð) -- IOJIbKO nPOmv sac. / -- CKa3aJI CTapHK HeJIJIH ,
M。 eMV

CblHV. 4TO JI

--.

3
He OðMOJISHTeCb

nOCJIaJI 3TO nHCbMO. OH S JIallaX C cecTpoR
(A. H. PblðaKOS , <<!l eTH Apða Ta>>)

예문 a) 는 극장에서

옷을 벗어

맡기고 받은 번호표를 잃어버린 라리사가

영화가 끝나기 전에 나와 직원에게 번호표 값을 배상하겠으니 옷을 돌려달라
고 사정을 하는 대목이다. 라리사는 이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옷을 돌

려달라고 부탁을 했었으나 직원은 그게 당신의 옷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
겠느냐며 막무가내인 상태였고 드디어 라리사는 또 거절당할 것을 예상하면
서도 간청에 가깝게 옷을 돌려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 51 60JIbme He Mory." 라
는 표현이 절실함을 더해준다. 예문 6) 에서도 외국인에게 시집을 간 딸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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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 아들이 알아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기에 어려운 일이겠지만 아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노인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러시아어에서 동사 ‘npOCßTb’가 쓰인 구문은 의사전달유형 부탁
을 전달할 때보다 오히려

다른 의사전달유형(이미

살펴보았듯이

‘명령’이나

‘애원’ 둥)을 표현할 때 훨씬 더 자주 쓰이는 특정을 가지고 있고， 이는 러시
아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하나의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부탁 표현의 표면적 방법에는 ‘동사형 구문’뿐만 아니라 ‘명사 표면화 구문’
도 있다. 3) ‘npOCbõa + ßH빼HßTßB r Jlaro Jla K. Jl .(KaY3ßpyeMoro

4) ‘npOCbõa

JleACTBßJI)

CB’와

+ r Jl aro Jl K. Jl. CB B 째nepaTßBHoA ~OpMe 2-ro J1ßua’가 여 기 에 속하

는데， 이 두 구문은 의미와 쓰임 범위가 확연하게 다르다. 우선 구문 3)은 부
탁 (npOCbõa) 이

아닌

문어든 구애받지

공식

명 령 (。빼UßaJlbHOe TpeÕOBaHße) 을 표현하며

않고 행정공고 (aJlMßHßCTpaTßBHoe OÕbJl BJleHße) 에

구어 든

주로 쓰인

다.

a) nOe311 lIa J\ bme He HlIeT. / !!POcb6a OCBo6ollHTb BarOH~
6) npocb6a C06 J\ffillaTb THmHHV.
a) 는 종착역에 도착했으니 지하철에서 모두 내리라는 지하철 안내 방송이
고 õ) 는 도서관이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지판이다. 둘 다에
서

청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어진 요구에 따라야 한다. 청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이 구문은 부탁이라기보다는 정중한 명령으로 보는 것
이 합당하다.

이와 달리 구문 4) 는 화자가 청자에게 허물없이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주
로 쓰인다. 즉， 3) 구문이 공식적인 장르에 해당하는 데 비해 4) 구문은 그와는

반대로 화자와 청자가 가까운 사이이거나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연출하려 할

때 사용되며， 또한 3) 구문이 명령을 표현하는 반면， 4) 구문은 부닥을 나타내는
것이다.

a) -

~ MeH~

K BaM ITDOCb6a. / -

CKa 3aJI a MapH~ φellopOBHa ， -

B Ke *M e EJ\H3aBeTV neTPoBHv CaMcoHoBV. / OHa TaKa~
~.

3

3

쁘쁘맹I흐-

3

lIC e

cTapymKa , / KaK H

/ !!iepellaßTe eß BOT 3 T O ( A . H. P~6aKoB ， <<neTH Ap6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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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 ~ MeHji npocbGa. / n Pl!H eCH V'I eGHHK~ / Y MeHji 3aSTpa 3K3aMeH.

보다시피

a) 와 ô) 모두에서 부탁의

내용이

허물이

없다. 친구에게 교과서

좀 빌려달라는 ô) 는 말할 것도 없고 a) 역시 유배지에서 서로 동병상련을 느
끼는 사람들끼리， 그것도 나이를 먹은 할머니가 아직 20살이 채 안된 젊은이
에게 하는 부탁이니 부탁 행위의 어려움이나 공식성 등은 없다고 보여진다.

3.2.

화자나 청자의 원망을 표면화하는 구문

러시아어에서는 ‘부탁’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 의사전달유형을 직접 명명하

는 구문과 마찬가지로 화자의 원망 또는 청자의 원망을 표면화하는 구문 역
시 쓰임을 제한 받는다. 다시 말해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러시아
어에서 동사 ‘XOTeTb’가 쓰인 구문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사용되거나， 혹

은 전혀 다른 의사전달유형을 표현한다.
가령， 부탁을 전달하는 구문 중에 화자 원망 표면화는 ‘XOTeTb B l-oM nHQe
Oôbl tI HO e Jl. tI HCna + nOnpOCHTb( 가끔 npOCHTb) + rnarona K. Jl. CB’의 구문에 서 와

같이 상당히 예의바른 표현에서나 쓰인다.

a) -

H

XO 'lV sac nOnpOCHTb ... lleHer. eCJIH MO*eTe. HeMHOrO ... lleCjiTb

pyGJIeA , GOJIbme He HaIlO.φ. M. llocToescKHA , <<npecTynJIeHHe H HaKa3aHHe>>)

G) -.11 XO 'lV nOnpOCHTb sac nepeHeCTH peAc Ha 30-oe Maji.

청자의 원망에

대한 고려를 표면화하는 구문은 러시아어에서 일반적인 부

탁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다. 만약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가 젊은 남자
에게 지하철에서 “ BbI He XOTHTe nOCTaBHTb

tI eMO Jl aH Ha

BepXH~뻐 nonKY?" 라고

말한다면， 이 는 그저 평 범 한 부탁 (HeRTpanbHa~ npOCbÔa) 이 라기 보다는 부탁-상
기 (npOCbôa-HanOMHHaHHe) 내지 부닥-질책 (npOCbôa-ynpeK)~) 에 해당될 것이다.

또한 이 구문은 발화상황에 따라 상기나 질책이 보다 강조된 의미를 전달하
기 도 한다. 예 를 들어 어 머 니 가 딸에 게 “ TbI He XO tI emb CXO JlHTb B Mara3HH?"

이라고 했을 경우， 상기의 뜻이 강해지며， 대학 복도에서 지도교수가 학생에
게 “ BbI He XO깨Te CJlaT b MHe KYPCOBYKl?"라고 했다면

24)

여기서는 “왜 학년논문

“스스로 알아차릴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뜻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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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지 않느냐?"란 질책의 뜻이 부탁의 왜미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러시아어에서 화자나 청자의 원망을 표면화한 구문은 의사전달유형
부탁을 표현할 때 그 쓰임을 제한 받는다. 부탁의 표면적 방법 중 널리 사용

되는 것은 청자의 행위 수행 가능성을 강조한， 동사 ‘MOqb’가 쓰인 구문들이
다. 이 구문들은 언어수단의 상호관계에 따라 다양한 범위에서 쓰인다.
가장 덜 쓰이는， 그러나 가장 예의바른 표현인 구문은 ‘ He + rnaron MOqb B

lþopMe 2-ro n때a MH. 째cna( 가끔 ell. qHCna) HaCT. BpeMeHH + nH + HHIþHHHTHB
rnarona K.ll. CB + YlK-2 (YlK-4 , YIK-5)’이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러시아어에서
부정소사 ‘He’의 쓰임은 다른 부탁 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표현 방법에서
도 일반적이지만， 소사 ‘nH’의 쓰임은 이 구문올 상당히 예의바르고 높은 장르

로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물론 nH를 생략해도 충분히 정중하기는 하지만 m
가 쓰였을 때보다는 그 정도가 떨어진다. 이 구문이 정중한 표현이라는 것은

(위에서 ‘가끔’이라 밝혀 쓰고 있듯이) TbI와는 거의 결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a)

n03BOHHn MaKapoB , CeKpeTapb rOpKOMa:
2
2
AneKcaH~p I1 rHaTbeBH 'I, / !!e MO*eTe nH 3aeXaTb Ha MHHVTKV. / O'l eHb
(B. naHOBa , <<Kp뺑unHxa>>)

nHCTona~y

2

-

Hy* HO.
6) (B

뻐 õnHOTeKe)

3

-He Mo*eTe

nH

이번에는 역시 충분히
널리

BY / nDO nnH Tb MHe 3TV KHHrv?
예의바른 표현 중의 하나이지만， 위보다는 조금 더

쓰이는 ‘ BbI/TbI + He + rnaron MOqb B lþopMe MH. qHCna( 단수형도 가능)

cocnaraTenbHoro

HaKnOHeHH~ + HH빼HHTHB

r‘ narona K.ll. CB + YIK-3 c ueHTpoM

Ha MOqb’에 대해 알아보자. 이 구문과 관련해서는 우선 인칭 대명사와 의문소
사 ‘He ’의

역할올 강조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두 단어가 없을 경우， YIK-3 의

상호작용에 의해 부탁-의문 (npocbõa-Bonpoc) 을， YIK-2 와 함께 일반적으로 질
책 (ynpeK) 을 표현하기 때문이다.정)

a) -

3

TY He Mor ÕY nOMO 'l b nenvBKe '1. (npocb6a)

25) 만약 ‘H’가 첨가된다면 질책의 의미가 보다 확실히 나타난다.
-

Mo r‘

6퍼

H nOMO 'l b

~eaym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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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 -

Mor 뻐 nOMO t.f b nenVmKe1 (ñpocb6a-Bonpoc)

e) -

M。 r 6w nOMO t.f b nenvmKe. (ynpeK)

2

러 시 아의

부탁은 구문 ‘BμI/Th! + He + MOll< eTe/MO ll< emb + rJIarOJI K..!l. CB +

HK-3 C ueHTpOM Ha MOqb ’에

의해서도 전달된다. 이 구문은 부탁 표현 중 예절

바르면서도 널리 사용되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a) 2-JI n 0 II P Y r a. Bw npaBlla 6ψlleTe llpaTbcJI C HHM?

3

3-JI n 0 II P Y r a. rOcnollHH ]JaHue JlOT , .!!μ He MO ll< eTe YCT pO HTb Hac Ha
KP빼IKY paTymH1 BaM He OTK a*yT, eCJIH BW nonpoCHTe.

3

6) -

A. BW He MO ll< eTe V Hac OCTaTbCJI1

nOTeK JlH y Hee no ~eKaM. P삐 •••

pallH 6ora ,

-

(E. mBapu , 예IpaKOH>>)

cnpoCH Jl a OHa , H On Jl Tb CJl e3W

- /

/ COBeCTHO Bac 6ecnoKoHTb , HO 6뼈bTe TaK llo6-

npollO Jlll<aJI a oHa ,

orJlJl뻐 BaJl Cb

y Hac.

(A.

n.

Ha llBepb ,

-

nepeHo t.f yRTe

lI exoB , <<ClIYt.f aR H3 npaKTH I< H>>)

여기에서는 특히 부정사의 상에 유의해야 한다. 즉

부탁의 표현에서는 일

반적으로 완료상의 부정사가 오고， 만약 불완료상이 쓰이면 의사전달과제 자
체가 바뀌거나 혹은， 의미의 복잡화가 일어나게 된다.

3

a) -

T비 He MO ll< emb nOMO t.f b? (npocb15a)

6) -

Tw He MOll< emb nOMoraTb? (noranKa)

B) -

Tw He MOll< emb nOKynaTb n060Jlbme? (주로 ynpeK)

r) -

Tw He MOll<emb 3aMO Jlt.f aTb? (pa311P all< eHHOe Tpe60BaHHe)

3

(3)

3
3

위에서와 같이 HCB 의 부정사가 이 구문에 쓰이면 그 부정사의 의미에 따라

추측이나 질책， 격양된 명령 동의 다양한 의사전달 유형이 표현된다.
동사 MOqb 가 쓰인 구문에서는 MOqb 자체의 상에도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한
다. 만약 완료상인 CMOqb 가 쓰였다면 그 구문 -

‘ BW/Thl

He CMO ll< eTe/CMO ll<emb +

M빼HHH깨B rJIarO Jl a K. .!l. CB새CB’ 와 ‘Bhl/Thl He MOrJIH/Mor(-rJIa) 어 + H때HHHTHB
r J1 aro Jl a K.ll. CB/HCB ’ 구문

-

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올 가지게 된다.

“첫째， 수행해야 할 행위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일어난다. 둘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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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에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다. 때문에 화자는 청자의 어떠한 결정에도 받아

들일 자세， 나아가 설령

그것이

거절이라 할지라도 숭복할 각오를 하고 있

다 ."26) 이러한 뒤앙스는 ‘HHJ< aJ<’올 첨가함으로 더 강하게 나타난다.
3

a) -

T~

HHKaK He CMO:l< emb 3aeXaTb 3aBTPa?

õ) -

T~

HHKaK He CMO :l< emb nepe3BOHHTb '1 epe3

3

'1 ac?

사실 이 구문은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3aBTpa 와 qepe3 qac 같은 단어를 써

서 행위 수행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일어난다는 사실을 어휘적으로 표
면화하는 경우가 많다.
이 구문을

“ Bac

He 3aTPYllHHT nepe3BOHHTb qepe3 qac?" 와 같이 비록 행위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고려한다는 뜻올 겉으로 표면화했지만 사실은 상
당히 집요한 부탁을 표현하는 구문과 비교해 보면 위의 뉘앙스가 확실해진다.
청 자의 거 절조차 수용할 각오가 되 어 있다는 뉘 앙스는 이 구문이 간청 (MOJJb6a)
이나 재부탁 (ynpamH BaHHe) 에 쓰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대화는
어법상 맞지 않는 것이 된다.

a) -

MHe HaLlO B3 j1 Tb KHHry. Cx。때 B ÕHÕJJHOTeKY , nO:l<anyRcTa.
R He Mory. O'l eHb 3aHjlTa.
(??)T~

3

HHKaK He CMO :l< emb CXO nH Tb B ÕHÕJJHOTeKY?

여기에서는 상대가 이미 거부한 행위를 재차 부탁하는 경우이므로 재부탁

에 많이 쓰이는

“CXOllHJJ

61>1 TI>I B 6H6JJHOTe J<Y." 를 써야 상황에 맞는 표현이 되

는 것이다. (이 구문에 대해서는 뒤에 논하겠다.)
의사전달유형 ‘부탁’은 당연히 존대표현과 깊은 관계가 있다. 러시아어에서

는 우선 존대표현을 어휘적으로 표면화하는 방법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왜
냐하면 이러한 구문의 쓰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존대표현 어휘인 ‘nO:l<aJJyαcTa’는 의지표현구문 중 동사의 명령형 (HMnepaTHB) 과
만 결합이 가능하다.앙) 이는 러시아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같은 인도유럽

26) M.

r.

HHK

Oe3 j1 eBa(1998) “BapHaTHBH뼈 Pjlll KOHCTpyKUHR pyccKoR npocbl:5~"， B KH.: BeCT-

MTY, Cep. 9, No. 1, c. 63.

27) ‘nO:l<anyRcTa’가 동사의 명령형과만 결합한다는 말은 화자가 청자에게 대답이든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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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족에

속하는

영어와 비교해

보아도

이

특징이

뚜렷이

나타난다.

“What

time is it now , please?" 나 “ Could you φen the door, please?"가 정중한 질

문이나 정중한 부탁을 나타내는데 비해 러시아어에서 no*aJJyaCTa는 의문형태
와 -

실제로 의문을 표현하든

의지표현을 전달하든 -

결합하지 못한다. 다

시 말해 “ *KOTOPblR qaC , no*aJIyRcTa?" , “ *TbI He Mor 6111 OTKplllTb llBepb , no*aJIyRcTa?" 와 같은 문장이 불가능한 것이다. 러시아어에서 질문을 할 때 정중하
기 위해서는

“Cl< a*HTe ,

no*anyRcTa , KOTOp때 qac?" 와 같이

명령형의 의지표현

구문과 결합해야만 한다.잃)

이와 더불어

존대표현 수단이

반드시

발화시

실제로 정중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란 점을 강조한다. 게다가 더 나아가 존대표현의 어휘수단이 쓰인
의지표현구문이 정중한 부탁이 아닌
6oBaHHe) 을 전 달하는

경 우도

적지

오히려 화가 난 명령 (pa3llP~eHHOe Tpe않다. ‘ 6Yllb/-Te llo6p/-a/-1II’나 ‘ 6Yllb/-Te

JI~6e3eH/-3Ha/-3Hμ’가 쓰인 구문을 예로 살펴보자.
만약 이 구문올 통사의 명령형 (HMnepaTHB) 과 함께 써서 HK-3으로 발성한다

면， 주로 사회적 지위나 나이의 차이를 갖는 대화상대자끼리의 상당히

예의

있고 정중한 부탁이 표현된다.

a) -

3 3 2
QVLIbTe LI06pbl. / 06없 CHHTe~ / 니TO 3LIeCb npoHcxolIHT? nOqewy Hapony

TaK MHoro , 4TO 3a npH4HHa ero

15) -

BOnH eHH~

H n04ewy 3aKpYTY ropoLIcKHe BOPO-

(10. OJJe.a, <<TPH TOJJCU Ka>>)

Ta?

3
3
QVLIbTe no6oill. / noolllIH Te BnepeLI. 4T06i11 Bce MOrJJH Bac CJ마lIaTb.
(T. Ya llJJlIep, <<Hu

ropoLIoK>>)

예문 a) 는 사회적 지휘와 명망을 갖는 의사 할아버지 가스빠르 박사가 길

에서 낮선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고 물어 보는 상황이고
6) 는 자기의 의견을 청중들 앞에서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연사에게 청중 중에
한 명이 조금 앞으로 나와달라고 부탁하는 상황이다. 즉， 청자와 화자가 개인

적으로 친밀한 사이도 아니고 서로 나이나 사회적 지위에 차이가 있지만， 그
위든 어떠한 반옹을 요구하는 말올 할 때에 해당하는 것이지 OTBeTHill e penJJHKH에

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28) 러시아어 의문문에서 존대표현의 제한성은 듣는 사랍에 따라 다양한 어말 어미를
구사하는 한국어와 비교할 때 더욱 극명해진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와의
비교를 주된 내용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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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고 한 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를 가지고 대

화를 나누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구문을 동사의 부정사형과 결합하면 전혀 다른 의사전달과

제가 표현된다. 부정사형이 쓰인 구문을 만약 1iK -3으로 발성하면 ‘정중한 명
령 (Be %nHBoe TpeGoBaHHe)’을， 1iK-2로 발성 하면 ‘화가 난 명 령 (pa3npa~eHHoe Tpe60-

BaHHe)’을 표현할 수 있다.
3

a) -

BVDbTe

~ðe3HW

nepeneqaTaTb.

ð) -

BVDbTe

~ðe3HW

nOKHHYTb aYnH TOPH

2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다시 타이핑할 것을 요구하는 a) 를 러시아를 모

국어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상사가 업무적인 일을 이렇게 공손하게 부탁
하다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같은 상황에서 이 구문은 역시 정중한

명 령을 표현할 수 있는 ‘ npomy + HH빼HHTHB’ 구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6) 는
화자에게 필요한， 또는 사용할 권리가 주어진 강의실을 타인이 강의실 본래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

예를 들면 쉬는 시간인데 담배를 피고 있다든지， 이

미 수업이 시작되었는데도 수강생도 아니면서 나갈 생각을 안하고 떠들고 있
다든지 -

점령하고 있어 화자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에 쓰이는 문장이다. 만

약 이 표현을 ‘ GynbTe JIJoGeH3 b1’와 같은 예의바른 표현이 어휘적으로 쓰였다고

해서 위와 같이 극단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강의실을 비워달라고 부탁할
때 사용한다변 커다란 실수가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탁 표현의 표면적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기서 우리
는 러시아어가 부탁을 표현할 때

의사전달유형 자체나 그 구성요소를 표면적

으로 밝히는 방법을 기피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전혀 다른 의사전달유형을

나타내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정중한 표현을 어휘적으로
명시하는 경우 역시 제한올 받거나， 쓰이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정 반대의 효

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점들은 러시아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어려웅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외국인을 위한 러시아어 수업에 활용되어질 수 있겠다.

4.

부탁의 이면적 표현방법

그러변， 이제

의사전달과제 (KOMMYHHKarHBHoe 3anaHHe) 나 그 구성요소 (K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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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HHKaTHBH~e COCTaBn~~1뻐e) 를 어휘적으로 표면화하지 않고， 다양한 언어수단

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의사전달과제를 표현하는 구문에 대해 알아보자. 이
구문은 어 휘 -통사구문의 잠재 적 다의 성 (nOTeHQHanbHa~ MHOr03Ha'lHOCTb) 과 언
어수단 상호작용의 활성화를 특정으로 한다. 즉， 하나의 어휘-통사 구조가 잠
재적으로 두 가지 이상의 뜻올 전달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돗은 어휘， 통

사， 억양， 문맥 둥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다. 구체적 고찰에 들어가
기 전， 미리 밝혀둘 것은 바로 이러한 구문들이 러시아어에서 부탁을 표현할
때， 특히 구어체에서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다.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 rnaron K.

이면적 방법 중 하나가 일반적인 부탁을 표현하는

.ll. CB B HMnepa깨BHOR ~OpMe 2-ro nHQa

+ HK-3’ 구문이 다.

a) -- A KOraa OHa ymna?

3

-- He 3HalO. H npocHynCJI , ee HeT. !!。 3BOHH eß. nOlk삐JV1tC Ta.
<<ranJl, TI>I cnOMana BJI패 Ky KphlnbJl. 0메 caancJI. 마naß C HHM

건효효띤맏

-- rOBo pKI, --

H CK alICH:

XO 'l emb , OH

(B. TOKapeBa , <<Exan rpeKa>>)

Ha Bce COrJJaCeH. TOJJbKO BepHHCb.>>

6) -- CamKa ,

'1 10

3
/

3
1 aßaH B aeKaH aT.

3

/

CKa째. '1 TO MeHJI Helle JlJO

(B. TO Ka peBa , <<ByaeT APyroe JJeTo>>)

재미있는 것은 동일한 구문이 전혀 다른 의사전달과제인 명령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어에서 이러한 경우 의사전달유형 부탁과 명령은 억양
구조 타입 (THn HK) 에 의해 변별된다. 부탁은 HK-3의 상호작용에 힘입어 전달
되며， 명령은 ‘fK -2가 필요하다.29) HMnepaTHB 가 HK-2와 결합했을 경우， ‘nOll< a-

.nyRC Ta’를 삽입할지라도 의사전달과제는 변화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러시

아어에서 nOll<anyRcTa 는 그 표현을 정중하게 해 줄 뿐 의사전달과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영어의 “It is cold now, please." 가 단순히 춤다는 표현을
넘어 문을 닫으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현상으로 러
시아어에서는 위의 예문을 만약 HK-2로 발음하면 동일한 어휘-통사구조일지
라도 명령이 전달된다. 특히， a) 예문에서는 공손함올 표면화하는 ‘nOll<anyR-cT
a’가 쓰였지만 그 때에도 HK-2로 발성하면 부탁이 아닌 명령이 표현된다.
29) 11K -2와 11K -3의 대비에 대해서는 브뢰즈구노바 (E. A. Bp1>l3rYHoBa) 의 ‘외국인을 위한

러시아어’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되었으며 그녀의 저서에도 여러 가지 예시가 나
와있다. 러시아어 억양구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BpI>l 3rYHoBa(1977) , BPI>l 3rYHoBa(1988) 둥과 문성원 (1994)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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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

QToRnHTe BCe B CTODOHVnpHKa3ana TaTb~Ha.

õ) -

2
쁘펀쁘앨댄l

(B. TOKapeBa, 씨eT aJO뻐e KaqenH>>)

CnpOCHna TaHbKa H CTana paCCTerHBaTb KO~TOqKy.

-

3aqeM? -

-

Harono? -

-

H TbI TO ll< e! P떤쁘쁘쁘인

nOHHTepeCOBanaCb BepoHHKa.

2

마찬가지로 위의
만약 화자가

(B. TO Ka peBa , <<HepOMaHTHqHμR qenOBeK>>)

예문에서와 같이

명령올 표현하는 HMnepaTHB 의

경우에도

11K -3으로 발성을 바꾼다면 의사전달유형도 바뀌어져 부탁이 표

현된다. 사실 톤을 높였다가 갑자기 정상화시켜야 하는 11K -3의 경우， 많은 외

국인이 실행하기 어려워하는 억양구조 타입인데， 한국인 역시 예외는 아니다.
“외국인들은 부탁하지 않고 명령만 한다"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이다.

러시아어를 처음 배울 때 그들이 HK-3 대신 11K -2를 실행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창문 좀 열어 줘 .(OTKPOß OKHO.)" 라는 화자의 의도와는 달리 청
자는 “창문 열어! (OTKpOß OKHO.)" 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러시아어를 배울 경우， 똑같은 구문이 억양에 의해 정반대의 의사전달과제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숙지

그 발성법에 신경을 써야할 것이다.

다음은 러시아어에서 부탁을 표현하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 중
의 하나인 ‘JIHqHOe MeCTOHMeHHe 2-ro JIHl\ a + He + rJIarOJI K. Jl. CB 6YJl. Bp. +
11K -3 C l\ eHTpOM Ha rJIarOJIe ’ 구문을 살펴 보자. 이 구문은 러 시 아어 에 서 HMne-

paTHB 보다 부드러운 뒤앙스를 가진 부탁을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MO)f( emb H
He JleJIaTb’라는 의미가 약화되어

들어있기

때문이다때) ‘나는 이렇게 부탁을

하고 너는 안 해 줄 수도 있지만 나는 네가 해줄 거라고 거의 믿고 있어’라는

숨은 뜻은 이 구문의 쓰임을 일상적인 평범한 부탁표현으로 제한한다. 즉， 무
엇인가 어려운 행위에 대한 부탁， 또는 반복적 부탁 (nOBTopHa~ Kay3a때~)， 간

청 (MOJIb6a) 에 는 이 구문을 사용할 수 없다.
3

a) -

~퍼 He nanHTe MHe lI< eTOH1 B 1l0nr?

Y MeH~

npepBanOCb .•.

(B. TOKapeBa , <<rpyna KaMHeR ronyõLIX>>)

30)

M. r. Be3~eBa(1998) c.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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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 (MaMa OÕpall\ aeT K tlO tI epH:)
3
-T다

He CXOtlHmb B Mara3HH?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점은 부정 소사 ‘He ’의 쓰임이 필수라는 것이

다. ‘He ’가 없는 구문은 러시아어에서 부닥보다는 전형적인 질문에 가까워진
다. 즉， “ Bhl He ~a~HTe MHe 째 TOH?" 이 ‘토큰 하나만 빌려주시겠어요?’로 해석된
다면， “ Bhl ~a~HTe MHe lI<HTOH?" 의 경우는 ‘제게 토큰 주실 거 예요?’ 정도로 옮
겨져야 적당하다.
러 시 아 부탁 표현 방법 중 ‘ rJIarOJI J<.~. CB B COCJIaraTeJIbHOM Ha J< JIOHeHHH +

HK-3

C ueHTpOM Ha rJIarOJIe ’ 구문이 우리 의 특별 한 관심 을 끈다. 우리 말에 이

와 비슷한 형태의 구문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 또한 한국어 부탁구
문에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다，31)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은 이 구
문을 이용할 때 “자기 부탁이 거절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과， 거절의 이유

가 부탁의 수행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청자에게 강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
나 청자가 부닥을 들어줄 마음이 없기

때문 "32) 이라는 것을 미리 추측하고 있

다. 이 는 ‘ Bblhhl He CMO ll< eTe/CMO ll< emb + HHiþHHHTHB rJIarOJIa J<.~. CB새CB’ 구문과

의미상의 대비를 이루고 있어 홍미롭다. 두 구문 모두 화자가 미리 거절의 가
능성을 알고 있다는 데는 공통되나， 후자가 부탁 수행이 어렵게 때문에 그 거

절을 받아들일 각오까지 하고 있다라는 돗을 내포하고 있는데 반해， 전자는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청자가 부닥을 들어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긴 거
절이므로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뿐더러， 더

나아가 계속해서 부탁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한다는 차이를 갖는다. 다시 말해， ‘ rJIarOJI

J< .ll.

CB B COCJIaraTeJIbHOM Ha J<JIOHeH뻐 +

HK-3

C ueHTpOM Ha rJIarOJIe ’ 구문

은 러시아어에서 반복부탁 (nOBTopHa~ npOCbÕa) 이나 간청 (MOJIbõa) 표현의

전형

적인 예이다. 그것은 이 구문이 “당면한 어려움이나 다른 장애에도 불고하고
나나 제 3자를 위해서 이 일을 해달라”염)는 숨은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인데，
이 점 에 서 ‘ MO ll<emb H He ~eJIaTb’라는 뉘 앙스를 가지 는 ‘JIHQHOe MeCTOHMeHHe

ro JIHua + He + rJIarOJI J<.~. CB õy~. Bp. +

31)

HK-3

2-

C ueHTpOM Ha rJIarOJIe ’ 구문

물론 그 의미를 굳이 서술로 풀어쓰면 가능하겠으나， 이는 어떤 언어에서나 가능
한 경우이므로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특정구문이 특정의

미를 전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32)
33)

M. r , 5e3 J1 eBa (1 998) c.
M. r. 5e3 J1 eBa (1 998) c.

72.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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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좋은 대비를 이룬다. 즉， 후자가 부탁을 꼭 들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

절 수용성을 내포하고 있어 반복적 부탁에 쓰일 수 없는 것에 비해 전자는
거절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행위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일
이므로 그 거절을 수용할 생각이 없고 계속해서 부탁을 할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a) - MHe TO Jl bKO :t< e Jle3HOß .llOpOrll , a TaM nOe3 .ll.
3.lleCb 6e3 py:t< b$l... 3.lleCb XY.llO. npo .llaß , a?
- HeT , .lla:t< e He ynpamllBaß.

- R 6u Tenepb

lloKyMeHTμ

eCTb. A BOT

3
HOBy~ :t<1I 3Hb

HaqaJl…

BUP애 qllJl

6u TU MeH$I. OTeU.

(B. myKmllH , <<OXOTa

:t< IITb>>)

도망자가 신부님에게 무기를 팔라고 단순히 부탁하는 수준을 넘어， 신부님
이 그렇게만 해주면 자신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니 제발 좀 구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위의 예문은 이 구문의 쓰임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
다.

앞서 러시아어에서는 한국어와는 달리 존대표현 어휘의 쓰임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는 존대법

중 하나인 겸양표현 (Bhlpa*eHHe caMoyHHqll*eHH~)

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구문이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겸양의 뜻을 문법，
어휘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한국어와는 달리， 러시아어에서 겸양의 돗올 담은
부탁구문은 극히 제한된 일부에 불과하다. ‘ BbI/T hl + y* + HMnepaTHB rJIarOJIa
K.Jl.’와 ‘MHe 6hl + 06beKT npocb6b1’가 겸 양 (caMOYHHqH*eHHe) 의 돗을 표현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구문들이 단순히 화자의

겸양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러시아어의 특색 중 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가 한 구문에 복합적으로
담겨진다는 것인데 바로 겸양의 뜻을 나타내는 구문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우선 첫 구문 ‘ Bhl/TbI + y* + HMnepaTHB rJIarOJIa K.Jl.’를 살펴 보자. 화자는 이

구문을 사용하면서

겸양의 돗 이외에도 주변 상황이나 여타의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한다는 뜻， ‘할 수만 있다면 부탁하지

이유에

의해

않았다(.H 6LI He

npOCHJI , eCJIH 6bl He .. .)’는， ‘부탁의 부득이함 (BμHy*JleHHOCTb npocb6피)’을 은연중
표현할 수 있다 .34)

34) M. r. Be3 $1 eBa (1 998) c.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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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Tb nomna C MHnHQHOHepOM K npoKypopy. ~oporoR nYTanaCb 3arOBOpHTb
C MHnHI.lHOHepOM MenbHHKOBIðI.)
CYHOqeK , mTO , mH I5 Ko OH ero 3amH I5 -TO? CKOnbKO lI< e eM)' llallyT , eCnH

-

CHllHT-TO cTaHyT?
MHnHI.lHOHep maran mHpOKO. Monqan.

3

-T퍼 V'A< Oa3b j! CHH MHe. 대HOK. /

3

He μOnqH 뼈.

/

MaTb-TO H y

He l5 0cb eCTb , lI< anKO Bellb BaC , TaK lI< anKO , IITO BOT rOBO p!O B Ceplll.l e OTllaeT. MHOrO nH llanyT-TO?
A nonpomy lloKyMeHT퍼，

15) -

Te 띠

a Kall<llOe CnOB。

,

(B. my Km HH <<MaTepHHCKOe Ceplll.le>>)

CKa3an OH CyxO. HHKTO He lI<llan TaKOr。

-

o !50 po Ta. npHTHXnH.
-

3aqeM? CnpOCHn CO I.lHOnOr.

-

PaCCKa3 퍼BaR eM)' ... A KTO BIoI Ta KOe?

-

~a j! lI<e

-

~oKyMeHTIoI.

-

Hy, cnymaRTe ... y 1< nO Be PbTe. / eCnH cí퍼

BaM TOnbKO qTO 015없 CHHn.

3

Bac ,

/

j!

He HMen npaBa CnpamHBaTb

HaBepHO , MeHj! 15101 ClOlla He nycT따H.
(B. myKmHH , <<A nOyTpy OHH npoCHynHCb>>)

예문에서 보여지듯이 ‘y* 구문’에는 흔히 화자가 자신이 이런 부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청자에게 설병하는 말이 표면적으로 기술되든지， 문맥적 암

시되든 한다. 우선 예문 a) 에서는 살인죄로 체포된 아들을 걱정하는， 나이든
어머니가 경찰에게 너도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라고까지 하면서 아들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고

6) 에서는 화자가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

에게 자신이 신분증은 없지만 그 장소에 들어올 권리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
다. 단순히 ‘pa3b.5l CHH’나 ‘nOBepbTe ’를 쓸 수도 있지만 화자는 y)j(를 첨가함으로

써 상황에 더 적합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어려웅을 느끼게 하는 구문 중 하나가 바로
두 번째 구문인
B

‘MHe

6hl

+

06beKT

npocb6hl’이다.

“MHe

6hl K

n.5l TOMY." 나

“MHe

6hl

KHeB." 둥이 여기에 속하는데 행위동사가 없다는 것도 그 어려움을 가중시키

는 역할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구문이 가지고 있는 숨은 뜻에

있다. 우선 이 구문은， 이미 언급했다시피 일상대화에서 부탁을 하고자 할 때
겸양의 뜻을 나타냄과 동시에
게 불편함이

다른 한편으로는 이 부탁을 행하는 데 청자에

있을 것을 인식하고 -

탁을 하는 것은 아니다 -

그렇다고 무엇인가 일상에서 벗어난 부

미안해하는 화자의 감정이 숨겨져 있다. 이 구문에

서 부탁 대상이 오는 자리에 지소형이 놓이는 경우가 많다거나

TOJIbKO , JIH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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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의 어휘가 자주 쓰인다거나 하는 것 역시 화자의 미안함을 간접적으로 드

러내는 예라 하겠다.

a) -

BaM Kolþe?
뻐e

2

15b1

t:f altKY,

(~He

2

15b1 TOnbKO BOnH t:f KHJ

3
3
npOCTHTe , BaHHO t:f Ky MO%HO npHH~Tb? ~ 뻐e 15 b1 MaXPOBHOe nOnOTeHue
1
/ H neTCK~ m a M n V H b ( B . myKmHH , <<TO t:f Ka 3peHH~>>)

15) -

커피를 권했을 때 그것보다는 다른 것을 달라는 부닥은 그 행위 자체가 어

려운 것은 아니지만 상대의 제안을 거절하고 다른 것을 부탁한다는 데에 화
자의 미안함이 있는 것이고 Õ) 의 경우는 내용상 전혀 모르는 집에 들어와 욕
실을 쓰겠다는 것만으로도 불편할 것인데 타월과 어린이용 삼푸까지 부탁하

려니 화자로서는 당연히 미안한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이런 때 “ naßTe MHe
qaαI<Y." 나 “na때Te MHe MaXpOBHOe nOJJOTeHue H lleTC I<YKl maMnYHb." 이 라고 말한다

면 객관적인 의미는 전달이 되겠으나 청자로 하여금 ‘어떻게 저리 뻔뻔할 수

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 수 있을 뿐더러 본인의 발화 목적을 실
현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부탁표현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떠한 대상을 빌리려하는 경우에
쓰는 ‘OÕbe l< T npOCbÕhl + He HaßlleTC~ C

e l< T npOCbÕhl + HeT C
가 겉으로는 대상이

HK-3

HK-3

C ueHTpOM Ha rJJarOJJe ’ 와 ‘OÕb-

C ueHTpOM Ha CJJOBe ‘HeT ”가 있다. 이 구문은 화자

없다는 것을 표변화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 대상이

있

을 것이라는， 적어도 일반적으로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의 문을 전달하는 긍정 형 구문 (Y eac eCTb COJJb?) 과는 달리

이

구문은， 물론

경우에 따라 의문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훨씬 많은 경우 부탁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용된다. 외국인으로서 이 구문을 사용해 어떠한 물건이나 대상을 구
하려 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숨겨진 뜻에 조심을 해야한다. 즉，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일반적으로 청자에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 이 다. 옆 집 주부에 게 가서 “ Y BaC HeT CO깨?(소금 좀 빌 려 주세 요.)"라고 말
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런 것이나， 만약 회사에서 동료에게 똑같은 표현을 한
다면 그것은 전혀 적합하지 않은 말이 될 것이다. 그것은 화자가 사용한 구문
이 문법이나 어법적으로 툴려서가 아니라， 그 구문이 가지는 뒤앙스와 발화장
소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서에서 중학생쯤으로 보이는 남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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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게 가서 “담뱃불 좀 빌립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어긋나
는 것과 마찬가지의 예라 하겠다.
2

a) -

CaH CaH뻐，

3

/

}.aKVPHTb He HanneTC~'1

(X/<<þ <<CnOpT J10TO 82>>)

3

õ) -J-je HanneTC~ CnHqKH '1
(A. H. l'N õaKoB , 에eTH ApõaTa>>)
3
B) - ~ Bac HeT qerO-HHõvnb HeMHO*KO B~nHTb'1 fpaMM n~Tbnec~T?
- Y Hac He paCnHBOqHall , - B꾀COKOMepHO OTBeTHJl a 0빼l1HaHTKa
(B. TO Ka peBa , <<CTO rpaMM n~ xpaõpocTH>>)
이제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러시아어는 의사전달유형 (KOMMYHHKaTHBH뼈 THrr)
부닥을 표현할 때 표면적 방법 (3KCrrJlßUßTH~n crroco6) 보다는 이면적

방법 (ßM

rr Jl ßUßTHhlR crroco6) 을 선호한다. 이면적 방법의 특정은 특정 의사전달과제 자
체나 구성요소가 어휘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어휘， 통사구조， 억양， 문맥 동의

상호작용으로 의사전달과제가 표현된다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특정이 러시아
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어려운 문제로 다가온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러시아

어를 강의할 경우， 바로 이 이면적 방법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그 통사론적
구조 이외에 그 구조가 가지는 특정 의미나 작게는 뉘앙스를 전달해야 할 것
이다.

부탁을 표현할 때， 표면적

방법 (3KCrrJlßUßTH뼈 crroco6) 과 이면적

rrJlßUßTHbI찌 cnoco6) 이 외 에 도 러 시 아어 에 서
있다. 바로 ‘의사전달의

에서 살펴보았듯이

반복 (KO싸yHßKaTßBHoe ay6J1ßpoBaHße)’이

러시아어는 공동의 의사전달과제 -

‘부탁’이라는 의사전달과제 -

방법 (ßM

많이 사용되 는 또 하나의

방법 이

그것이다. 위

본 논문의

경우에는

로 묶일 수 있는 BapßaTßBH~ß Pjjll가 발달해 있

다. 러 시 아어 발화의 특징 중 하나는 BapßaTßBHhlß Pjjll가 발달했을 뿐 아니 라

같은 의사전달과제를 표현하는 구조를 여러 개 동시에 나열한다는 것이다. 이
를 ‘의사전달의

반복’이라 부르는데， 이

현상은 특히

여러

가지의

의지표명

(BO Jleß3bjjB JleHße) 구문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뻐ß ， CXO따， npßHeCß
xJle6." 이 전형적인 의사전달의 반복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정중한 표현의 어

휘들올 반복적으로 나열하는 것 역시 러시아어의 특정에

해당하는 의사전달

의 반복인데， 사실 의사전달 반복은 우리 한국인에게 그리 새로운 사실로 다

가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어 역시 러시아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형태의
의사전달 반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BYllbTe

llo l5 Phl , rrepellaßTe , r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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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Hry , eCJIH BaM He TPYllHO." 와 같은 문장을 한국인의

경우 그다지

커다란 문제없이 습득할 수가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
기로 한다.

5.

결론을 대신하여

위에서 우리는 러시아어에서 의사전달유형 부탁의 BapHaTHBH뼈 pJlll를 이루

는 여러 구문들을 그 형태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물론 본 논
문에서 언급된 것이 러시아어 부탁 표현의 전부는 아니다. 한 언어의

BapHa-

THBH뼈 pJlll를 구성하는 모든 구문을 나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보여진다. 언어가 사회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자기변화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
에서는 러시아 부탁 표현 방법 중 전형적이라 판단되는 구문들만을 모아 살
펴보았다.
위의 분석을 통해 잠정적 결론을 내려보면 러시아어의 부탁 표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성을 갖는다.

1) 의사전달유형 ‘부탁’의 표현 방법의 선택에 있어 이면적 방법이나 커뮤
니케이션 반복과 달리 표면적 방법의 쓰임은 제한되어있다.

2) 부탁을 표현할 때 존대표현의 어휘적 요소의 쓰임이 제한되어 있다.

3) 의사전달과제의 이면적 표현 방법에 속하는 구조들은 원칙적으로 다의
성 (MHor03Ha'mOCTb) 을 갖는다. 다시 말해， 동일한 통사-어휘 구조가 여러 가지

언어수단의 상호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사전달과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4)

동일한 의사전달과제를 표현하는 구조들 사이에도 다양한 뉘앙스의 차

이가 존재한다.

5) 부탁올 표현하는 구문들 사이에는 레지스터나 장르의 차이가 존재한다.
위의 결론이 말해 주듯이 BapH aTHBH뼈 PJlll의 개념을 통한 문제 접근 방식
은 단지 그 표현 수단뿐만 아니라， 의미나 레지스터， 활용 범위 둥의 측면에

서도 구조를 시스템화하여 조직할 수 있게 하고 결국은 더 나아가 각각의 구
조가 다른 구조에 비추어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규정할 수 있는 가능성
을 제공한다. 즉， 커뮤니케이션 분석과 BapHaTHBH뼈

p Jl ll

개념은 단순히 부탁

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체계화 시켜， 각각의 구조들 사이의 뉘앙스， 레지스터， 활용 범위의 차이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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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낸다. 이를 잘 웅용하면 외국인이

러시아어를 학습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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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езюме

Особенность выражения просьбы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Кан СОН Хн

Данная

статья

выражающих

посвящена

просьбу

принимаетея

в

с

определенной

внутри него. Каждому
КОНСТРУКЦИЙ,

принятой

чтобы

слушающий

ДОJlжен, не

Как

нами

тип

а

оттенками

и

(или

совершил

то

или

обязан соверщать, что, в

-

иное

БЫС\(ilзываниЛ,

единицы диалога

высказываний),

смысловым

значений,

также регистрами

концеlЩИИ просьба

известно, она

основной

предложений

целеустановкой

ряда

т.

выделением

комw,rникативному типу соответствует

различающихся

личных уровней языка,

вариативного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качестве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й

преДЛОЖЕние

В

сопоставлению

е.

слова

вариативный ряд

соотношением

средств

раз

и сферами общения.
зто

выражение желания

действие,

свою очередь,

выражается зксплицитньш

которое
зависит

он
от

говорящего,

может,

но

не

его желания.

(лексически раскрыто

комму

никативное задание) и имплицитныы (лексичеСj(И не раскрыто коммуникатив

ное задание) способами, а также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м дублированием.
в нашей

статье

ряда просьбы в
щие

МЫ

попыалисьь

опредилить

ряд

особенностей

вариативного

русском языке. В результате анализа можно сделать след)'ю·'

выводы:

1) в русском языке при выражении нейтральной просьбы конструкции с
лексически

эксплицированным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м

заданием

не

являются

распро

странениыми:

-

Конструкция

'прошу

+

инфинитив каузируемого действия

+ ИК-·1 или и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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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pellKO B뻐pa~aeT C06CTBeHHO npocb6y (B 3TOM cRyqae OHa CB~3aHa C B~CO
KHM perHCTpOM 06meHH~) ， H 3HaqHTeRbHO qame OHa nepellaeT pa311pa~eHHOe HRH
allMHHHCTpaTHBHoe Tpe6oBaHHe;
-

KOHCTpyKUH~ ‘npomy + HMnepaTHB +

oiþopMReH짜!’ B~pa~aeT

HK-1

HRH HK-2 npH llBycHHTarMeHHOM

npocb6y , HO He HefiTpaRbHYID , HO H

C6RH*aIDmYIDC~

C MORb-

6ofi;

KOHCTpyKUH~

-

‘npocb6a +

HHiþHHHTHB

oiþHUHaRbHoe Be~RHBOe Tpe6oBaHHe
2)

B

pyCCKOM

HMnRHUHTHLlM H

~3 L1Ke

,

Kay3HpyeMoro

lleficTB깨’

a He npocb6y.

Be~HBOCTb qaCTO He 3KcnRHUHpyeTc~ ， a

cpellCTBaMH.

BLlpa~aeT

OTCIDlla

B03HHKaeT

TPYllHOCTb

nepellaeTC~

nOHHMaHH~

pyccKofi

3Byqamefi peqH llR~ HOCHTeRefi KopeficKoro ~3 L1 Ka. B TO ~e Bpe~ KaK pyCCKOMy
TaK

H

KopeficKoMy

B Ll pa~eHHH

Be~RHBOCTH ，

3) Oco6eHHOCT뻐
eTC~

ma~

~3 L1 KaM
XOT~

cBoficTBeHHO

KOMMyHHKaTHBHoe

lly6RHpoBaHHe

,

npH

npH HcnORb30BaHHH pa3HLIX cpellCTB.

KOHCTPYKUHfi

,

B KOTOpLIX

3HaqeHHe

B~CKa3 L1BaHH~ iþOpMHpy-

B3aHMOlleficTBHeM cpellCTB pa3RHQHLIX ypoBHefi ~3 L1 Ka ， ~BR~eTC~ HX 60RbnOTeHUHaRbHa~

MHOr03HaQHOCTb.

B

pyCCKOM

~3 L1Ke

OTMeQeHa

aKTHBI’ 3aUH~

B3aHMOlleficTBH~ cpellCTB pa3RHQH Llfi ypoBHefi ~3bIKa;

4)

npH Bblpa~eHHH npocb6bl B HeKOTOpμX KOHCTpyK때~X MoryT iþopMHpoBaTbc~

llonORHHTeRbHble CMLl CROBble OTTeHKH KOMMyHHKaTHBHoro 3allaHH~. TaK

~3 L1Ke p~ll KOHCTpyKUHfi CO 3HaQeHHeM caMoyHHQH~eHH~ ， HanpHMep
llHQKH" ,

“ TLI y~ pa3b~CHH

3HaQeHH~.

MHe" H T. ll.

,

B pyCCKOM

“ MHe

6 L1 BO-

OCRO~H~eTC~ OC06 L1M H OTTeHKaMH 3Tor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