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E와 무(無)에 대하여: 러시아어의 경우 

1. 서론 

(1) OH cTy.lleHT. ‘He is a student.‘ 

he student 

(2) OHa KpaCHBa~. ‘She is beautiful.' 

she beautiful 

이 인 영. 

예 (1), (2)의 러 시 아어 문장에 서 는 상응하는 영 어 문장의 ‘1S’에 해 당하는 

부분이 없이 주어 N과 술부의 N/ADJ가 직접 연결된다. 서구어 중심의 학계 

에서는 러시아어에서 영어의 be에 해당하는 부분을 심층적 BE로 전제하는 

반면， 무(無)구문이 심층구조를 좀더 충실히 반영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영어 문장의 be를 추후 삽입된 것으로 본다1) 무구문과 BE구문 중 어느 것을 

기본으로 보는가에 대한 이견은 있지만 두 구문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로 

부터 도출된다고 보는 점에서는 두 주장이 맥을 같이 한다. 

닭이 먼저냐， 달갈이 먼저냐 식의 비생산적 논쟁을 피하면서 BE와 무 간의 

직관적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자는 BE와 무의 문제를 하나의 과제를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소문자 be는 영어의 구체적 어휘를 지칭한다. 대문자 BE는 우선은 개별언어들에서 

be에 상응하는 부분들의 집합을 일걷는 보편적이고 총체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바란다. BE에 대한 개념 규정은 앞으로 이 논문이 지향하는 목표 중의 하나이다， 

BE라는 용어 자체가 서구 중심적 관점을 시사한다는 점은 아이러니라 할 수 있으 

나 용어 사용에서 관례가 지니는 중요성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그대로 BE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또한， 필자가 “영형(零形， zero)"이라는 용어 대신 “무(無)"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V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영형”은 어떤 유형태를 대신 

하는 하나의 형태 - 예컨대， 1, 2, 3, 4를 대치하는 0- 라는 어감을 강하게 풍기 

므로 펼자가 의도하는 개념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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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는 두 가지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 둘은 각기 다른 

가치관을 반영하며 각기 다른 효용성을 갖는다 언어에 따라 어느 한 전략에 

좀더 우선권이 주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언어 내에서도 어체나 장르， 화 

자의 의도， 구문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다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다. 

BE와 무에 대한 보편적 관점의 정 립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본 연구가 러 

시아어를 우선적 연구대상어로 선정한 것은 러시아어가 인도유럽어 내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상과 관련되어 있다. 대부분의 인도유럽어들이 BE유형어 

인 것과 달리 러시아어는 제한적으로만 BE를 사용하는 완화된 무유형어， 혹 

은 무유형 지향어이다. 핀-우그르어계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갖는 기저층의 

무유형 지향성과(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는 L'Hermitte(1978)을 보라) 교 

회슬라브어의 막강한 지지 속에 유지된 BE지향성간의 역동적 상호작용 속에 

서 발전한 러시아어는 무와 BE의 문제에 대해 다양하고 가치 있는 자료들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세부적 목표는 러시아어의 무와 ‘6b1Tb’ ‘eCTb’ 및 그 밖의 주변적 

경우들 - ‘계사 3T。’와 유사 ‘6삐Tb’동사군 - 간의 상호관계를 규명함으로써 

러시아어 BE의 정체와 기능을 밝히는 것이다. BE에 대한 기존 이론들의 검 

토， 무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 다른 언어들에서의 BE와의 비교， 다른 언어현 

상들과의 연계성 분석 등이 논지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로 제시될 것이다. 

11. BE의 의미에 대한 기존 가설들 

BE에 대한 기존 가설들은 BE를 여러 의미들의 합으로 보는 다의미설에서 

부터 하나의 의미체로 보는 단의미설 나아가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는 무 

의미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이처럼 다양한 견해들이 

공존한다는 것은 BE가 관점 혹은 차원에 따라 다르게 조명될 수 있음을 시 

사한다. 각 가설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근거를 제시하지만 그 근거가 어느 한 

관점이나 차원에서만 유효하다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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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의미설 

전통적으로 BE는 다의미어로 혹은 동음이의어들의 집합체로 이해되어 왔 

다. 대부분의 교과서나 사전들에서 BE에 대한 기술은 이러한 전제 하에 이루 

어진다. 좀더 전문적인 연구에서도 다의미셜은 가장 ‘표준적’인 이론으로 채택 

되곤 한다. 한 예로 Evreinov(1973:46-54)를 보자. 그는 러시아어 BE를 크게 

계사와 존재동사로 나누고， 전자는 자질， 분류， 정의， 주장， 동일， 시간적 정렬 

의 하부의미로， 후자는 존재， 위치， 소유， 처소의 하부의미로 세분한다 (이러한 

분류는 러시아어 BE에 6μTb 뿐 아니라 eCTb와 무도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것임을 참고하라). 러시아어 외의 언어들에 대한 다의미설의 예로는 

Kiefer(1968) , Kazazis (1968) , Horton(1966) , Hengeveld(1992) , Feuillet(998) 등 

을 보라 

이러한 열거식 의미 분류가 지니는 기초 작업으로서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 특정 언어에서 BE의 ‘의미들’의 분포나 사용빈도에 대한 연구는 비교언 

어학적 견지에서나 언어교수법의 측면에서 유용하고 필수적인 작업임에 틀림 

없다. 그러나 분류기준의 비일관성 분류항목의 수나 내용 변에서의 개인적 

편차는 다의미설이 표층의미에 기초했기 때문에 초래될 수밖에 없는 본질적 

약점이다. 표층의미란 여러 차원의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빚어내 

는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해석이므로 이론적으로는 거의 무한하게 가능하다. 

다의미섣에서 열거하는 ‘의미들’이란 상대적으로 출현 빈도수가 높다고 판단 

되는 표층의미들을 지칭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의미들’의 리스트가 연구자들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다의미설의 핵심은 존재와 계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에서 언급 

한 Evreinov(1973)에서처럼 대부분의 다의미설들은 일단 존재와 계사로의 이 

분법을 선호한다. 이분법적 분류를 지향하지 않는 가설들에서도 존재와 계사 

이외의 의미들은 대부분 이 두 대(大)의미의 하부의미나 과도적 혹은 파생적 

의미들로 재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Feui11et(1998:672)는 인도유럽어 BE의 의 

미를 동일， 자질， 상황， 존재의 네 가지로 분류하는데 이 중 동일과 자질은 계 

사 BE의 하부의미로， 상황은 존재 BE와 계사 BE 간의 과도적 의미로 재분 

류가 가능하다. 

존재 BE와 계사 BE - 혹은 BE의 존재적 의미와 계사적 의미 - 는 과연 

별개인가? Benveniste(1966)나 Chvany(1975)는 그렇다고 주장한다. 존재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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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계사 BE를 구별하는 언어학계의 전통은 논리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논리 

학에서 존재사(크)는 양화의 문제인 반면， 계사는 동일화(= ), 집합-구성원(ε) ， 

포함(디 등 논항들 간의 관계를 서술한다( Graham0965:231)을 보라). Chvany 

0975:49-50)는 러시아어에서 존재 BE의 부정은 생격 + HeT로(예문 (3) ), 계사 

BE의 부정은 주격 + He로(예문 (4)) 나타나는 점을 들어 존재 BE와 계사 BE 
가 별개임을 주장한다. 

(3) B KOMHaTe eCTb caMOBap. - > B KOMHaTe HeT caMOBapa. 

방에는 사모바르가 있다. 방에는 사모바르(생격)가 없다. 

(4) HBaH CTYlleHT. -> HBaH He CTY.IleHT. 

이반은 학생이다. 이반(주격)은 학생이 아니다. 

그러나 아래의 예 (5)에서와 같이 하나의 긍정문에 두 부정유형이 상응할 수 

도 있다는 사실은 부정문의 형태적 차이가 두 BE의 차이와 맞물려 있다고 

보는 것이 신중하지 못한 판단임을 보여준다.2) 두 부정유형 간의 형태적 차 

이는 일차적으로 부정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이다(이인영 (999)을 보라). 

많은 언어들에서 존재 BE는 유형태로， 계사 BE는 (선택적 혹은 필수적) 무로 

나타나는 것 이 사실 이 다. 아랍어 (Shehadi0969)), 터 키 어 (Hengeveld0992:11S)), 

우리말 등을 보라.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의존해 존재 BE와 계사 BE가 별개 

라고 단정하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다. 무는 선택적일 수 있으며， 이때 무 대 

신 취해질 수 있는 형태(중의 하나)가 존재 BE가 취한 형태와 동일할 수 있 

다는 사실 - 러시아어의 ‘eCTb’, 아랍어의 ‘kãna’ 등을 보라 - 은 이러한 해 

법의 문제점을 보여준다. 러시아어에서는 존재적 해석을 받지만 무가 사용되 

는 구문(각주 15)의 예를 보라)이나 ‘eCTb’가 계사 역할을 하는 구문(예 

02-b) )이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들에 대해 Chvany0975:149)는 전자에서는 

2) Chvany 식 으로는 예 (5)와 같은 처 소구문의 경 우 부정 에 서 생 격 + HeT가 가능하 

므로 심층에 존재 BE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48변을 보라). 부정문에서 존 

재 BE가 (계사 BE의 경우와 달리) 특별한 형태를 취하는 언어들 - 우리말， 터키 

어 (Hengeveld(1992:36)) ， 아랍어 (Shehadi(1969)) 등 - 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 

나 이 점은 부정 존재구문에서 존재의 부정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연관되어있는 것 

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실이 존재 BE와 계사 BE를 별개로 간주해야 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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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Tb’가 탈락하는， 후자에서는 ‘eCTb’가 삽입되는 변형규칙을 도입해 설명을 

시도한다. 그러나 동음이의적인 두 ‘eCTb’를 설정하는 해법은 많은 언어들에서 

존재 BE와 계사 BE가 동일한 형태를 취하는 사실을 우연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지닌다. 

처소구문은 이 문제 해결에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존재구문과 계사구문 

이 각기 다른 형태의 BE를 취하는 언어들의 경우) 처소구문은 어떤 언어에서 

는 존재구문에 전형적인 형태를， 어떤 언어에서는 계사구문에 전형적인 형태 

를 취한다. ‘있다’를 사용하는 우리말 처소구문이 전자의 예라면， 무구문인 러 

시아어 긍정 처소구문은 후자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어 부정 처 

소구문은 부정의 범위에 따라 부정 존재구문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기도 하고 

(예 (5-a) ), 부정 계사구문과 동일한 형 태(예 (5-b))를 취하기도 한다. 

(5) Cama llOMa? 사샤는 집 에 있 나요? 

(a) - HeT, ero HeT llOMa. 

아니， 그 애(생격)는 집에 없다. 

(b) - HeT, OH He llOMa. OH B mI<OJIe. 

아니， 그 애(주격)는 집에 있지 않단다. 그 애는 학교에 있어. 

이러한 현상은 처소구문의 본질적 애매성에 기인한다. 처소는 어떤 특정 객 

체가 속해 있는 공간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그 객체의 (공간적) 자질로 간주 

될 수도 있다. 처소구문은 객체와 공간 간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존재구 

문과 유사성을 갖지만 동시에 객체의 자질을 서술한다는 점에서는 계사구문 

으로 간주될 수 있다. 러시아어 긍정 처소구문이 계사구문에 전형적인 형태를 

취 함에 도 불구하고 Evreinov (1973:53)의 분류에 서 처 소가 존재 BE의 하부의 

미로 간주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6) a. B I<OMHaTe 6blJl caMOBap. 방에는 사모바르가 있었다. 

b. CaMoBap 6blJl B I< OMHaTe. 사모바르는 방에 있었다. 

c. CaMoBap 6따 60JIbmoR. 사모바르는 컸다. 

존재구문인 (6-a)와 처소구문인 (6-b)는 단언의 초점이 (6-a)에서는 피소속 

체에， (6-b)에서는 처소에 맞추어진다는 차이는 있지만 둘 다 공간적 소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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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서술한다. 한편， 한정적 객체에 대한 서술로서 단언의 초점이 술부에 맞 

추어진다는 점에서 (6-b)는 일반적 계사구문인 (6-C)와 맥을 같이 한다. 세 

구문 모두에서 BE는 동일한 형태를 취하며 세 구문 모두에서 (중립적 어순의 

경우) 두 논항 사이에 위치하여 두 논항을 연결시킨다. 또한 두 구문 모두에 

서 시제와 서법을 표현해 주고 문장 내의 N과 성 및 수의 일치를 보인다. 이 

러한 사실을 효율적으로 설명하려면 (6-a)와 (6-C)의 BE를 별개로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상을 고려할 때， 존재 BE와 계사 BE가 별개라는 주장은 설득력도 충분 

치 못하거니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존재 BE와 계사 

BE가 있는 것이 아니라 BE에 대한 존재적 해석과 계사적 해석이 있을 뿐이 

다. 다의미설은 의미와 해석을 혼동한다. 

2. 계사가설3) 

전통적으로 계사란 영어의 be와 같이 주어와 술어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 

는 ‘의미적으로 비어있는 동사’로 이해되어 왔다(Horton0996:320)을 보라) . 이 

러한 규정이 무에도 적용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무의 

계사 가능성은 관례적으로 인정되어 왔다(Evreinov(l 973) ， Chvany(l975) 등을 

보라). 그러나 “KHHra ne*HT Ha CTOne. 책은 책상 위에 [누워]있다 에서 “ne째T 

누워있다”가 계사인가 아닌가의 문제에 이르면 “의미적으로 비어있”다라는 막 

연한 표현은 좀더 정교화 되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정교화 

를 위한 형식화 시도 중의 하나로 Hoekstra & Mulder(l990)를 들 수 있다. 

그들0990:3)은 계사를 소절(小節， Small Clause, 이하 SC)을 보어로 갖는 능 

격 동사(ergative verb)로， 다시 말해 서 , 외 부 의 미 역 (theta role)을 할당하지 않 

고 SC인 보어에도 (Burzio의 일반화에 의해) 격을 할당하지 못하는 동사로 

정의한다. 이러한 광의의 정의 - 이를 SC가설이라 부르자 - 에 의하면 위 

3) 계사 기능을 BE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혼 
란을 방지하는 뜻에서 앞으로 계사는 “의미”보다는 “기능”으로 간주하겠다. 그러나 

존재사가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리고 다의미설에서 계사를 BE의 한 “의미”로 

다룬 것을 고려할 때， 계사가설을 BE의 의미에 대한 가설 중의 하나로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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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 “JJell<l1T "는 물론이고 존재구문의 BE도 계사로 간주된다. 

SC가설의 첫 번째 장점은 비능격동사도 구문에 따라서는 계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쉽 게 보일 수 있다는 것 이 다. “John flew into a rage."에 서 “flew" 

는 메타퍼적으로 사용되면서 비능격성을 잃고 계사화한다 (Hoekstra & 

Mulder(1990:2)). SC가설의 또 다른 기여는 전통적 이론이 보이는 존재구문과 

계사구문 간의 괴리를 줄였다는 점이다. 논리학적 전통은 존재구문과 계사구 

문의 차이점을 보이는데 주력해 왔다. 존재구문은 어떤 객체에 대한 서술이 

아닌 총체적 서술이라는 점에서 계사구문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 

러나 두 구문이 보이는 공통점 또한 결코 간과할 만하지 않다. 두 구문 모두 

능격동사구문으로서 타동사구문 및 비능격 자동사구문과 변별되는 특성을 공 

유한다. 

능격통사는 본질적으로 상태적이다. 능격성을 통해 BE의 본질적 상태성을 

확인시킨 점은 SC가설의 세 번째 공헌으로 인정될 수 있다. BE의 상태성은 

꾸준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Darden(1 969:35)은 “1 forced him to be a 

hero."에서 ‘be’가 ‘become’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들어 BE가 [+상태적]이라 

는 주장을 반박한다. Chvany (1975:157-160) 또한 “I1BaH He 6bIJJ B ropone.이 반 

(주격)은 시내에 다녀오지 않았다와 같은 표현에서 뼈aH’은 “I1BaHa He 6bIJJO 

B ropone. 이반(생격)은 시내에 없었다에서와 달리 행위주이며 따라서 BE가 

[+행위 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KaTaCTpoiþa 6bIJJa B 9 qaCOB yTpa. 사고는 

오전 9시에 있었다/일어났다와 같은 문장에서 BE가 ‘발생하다， 일어나다’라 

는 해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행위적’으로 해석된다는 것과 

[+행위적]이라는 의미자질을 갖는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오히려 “KaTa

cTpoiþa CJJyqHJJaCb B 9 qaCOB yTpa 사고는 오전 9시에 일어났다에서 ‘CJJy 

패JJaCb 일어났다’가 [+행위성]이라는 본래의 의미자질을 상실하고 위의 BE문 

장과 유사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 “사고가 있었다” 

가 “사고가 발생했다”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사고’라는 병사의 행위성으로 

인해 이 명사와 전형적으로 결합하는 자동사가 ‘발생하다’라는 사실에 기인하 

는 것이지 BE가 행위성을 갖기 때문이 아니다. Chvany의 예에서 ‘6b1JJ’이 ‘있 

었다’ 대신 ‘다녀왔다’라는 해석을 받게 되는 것은 발화시점에 사건참여자가 

사건에 언급된 처소에 있지 않은 것이 명백한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추론에 

의해서이다 4) 마찬가지로， Darden의 예에서 “그가 영웅이기”에 대한 화자의 

강요논 아직은 있지 않은， 그러나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상태에 대한 강요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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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영웅이기”가 “영웅되기”로 해석되어진 것일 뿐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덕목들에도 불구하고 sc가설은 주어 NP가 부재하는 무인 

칭구문이 존재하는 언어에는 적합하지 않다.5) “DblJlO XOJIOllH。 추웠다 ”와 같은 

러시아어 무인칭구문에서 sc가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인칭구문에도 심층 

에는 주어가 존재한다고 보거나， 아니면， 무인칭구문에는 sc가 없어 sc가설 

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무인칭구문의 BE는 계사가 아니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인칭구문에서 주어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은 서구어 편향적 시각과 

무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의 합작품이며 V장을 보라 무인칭구문의 

BE를 계사 BE와 별개로 보는 시각은 시제 및 서법의 표현을 위한 동사적 대 

행이라는 두 BE의 공통성을 간과하는 약점을 지닌다. sc가셜은 보편성을 획 

득하는데 실패한다. 

3. 존쩨사가설 

sc가설이 존재구문의 BE도 계사임을 주장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BE의 계 

사적 사용도 근원적으로는 BE의 원 의미인 존재적 의미로부터 도출된 것이 

라는 주장도 있다. 러시아어를 다룬 Guiraud-Weber(1976:43)나 유마(Yuma)어 

를 다룬 Munro(l977:461)를 보라. 이러한 주장을 존재사 가설이라 부르자. 존 

재사가셜은 무구문(혹은 적어도 무구문의 일부)도 심층에서는 존재적 의미를 

지니는 BE를 갖는다고 본다. 

계사는 일반적으로 어휘의미를 갖지 않거나 적어도 어휘의미가 매우 약화 

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BE가 의미를 갖는다면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 

4) FeπeI( 1953:369)도 19세 기 러 시 아어 에 서 “OpOHT .llOMO l! He 6Y.lleT. 오론트는 집 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에서와 같이 ‘6b1Th’가 처소가 아니라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와 함 

께 오는 예를 들어 BE의 행위성을 주장하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이 문장은 ‘H.llTH 
가다’와 같은 부정사가 조동사 ‘6Y.lleT’ 뒤에서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방향부사 

와 함께 나타나는 6b1Th가 미래시제구문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라. 이와 

유사하게， “1 have been to London."도 ‘been’ 뒤에 ‘gone’과 같은 형태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5) 러시아어에 관한 연구에서는 BE를 계사로 취급하는 경우가 드문 점을 참조하라. 러 
시아어 존재구문의 ‘eCTh’를 계사로 취급한 드문 예로는 WaTyHoBc때까(2000)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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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문법화과정을 거치면서 퇴색되거나 은닉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어떤 

특정 어휘가 탈의미화를 통해 계사화하는 예는 다양한 언어들에서 발견된다. 

지시대명사에서 출발한 중국어의 shi, 인칭대명사로부터 온 히브루어의 hu/hi 

나 아랍어의 huwa, 처소전치사가 모태인 중국어의 zài, 원래 위치동사였던 스 

페 인 어 의 estar 등을 보라(Hengeveld0992) ， Shehadi(969), Devitt0991l 참조). 

이러한 예들을 근거로， BE의 경우에도 BE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면서 계사화 
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BE가 정말 본래적 의미를 갖는지， 그리 

고 그 의미가 과연 존재인지는 이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우선， ‘존재’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자 ‘존재하다 exist; cy띠eCTBOBaTb’라 

는 동사는 분명히 존재라는 어휘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존재동사는 일 

반 동사로서 BE와 달리 존재 구문에 는 사용되 지 않는다*“Ha CTOne CymecTByeT 

KHHra 책상 위에는 책이 존재한다가 불가능함을 보라. 이는 BE구문과 존재 

동사구문이 각기 다른 차원의 존재를 단언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Cogito ergo sum. 1 think, therefore 1 am.", “ EllHHoporH eCTb. 일 각수는 있 

다’”에서와 같이 BE가 마치 존재동사를 대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엄밀 

한 의미에서는 존재동사구문과는 다른 차원의 존재를 단언한다. 위 구문들은 

‘이 세상에’와 같이 보편적인 처소를 전제로 하고 그 처소 내에 객체가 존재 

함을 단언하는 반면， ‘“댄‘'Ell띠”뻐Hopor대μ C아yl새뼈l 

재동사구문은 객체 자체의 본질이 존재함을 단언하는 것이므로 처소를 펼요 

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존재동사 어휘부에 존재하는 의미로서의 

‘존재’는 BE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존재사가설에서의 “존재”란 어떤 의미인가? Guiraud-Weber(1976:43) 
는 BE의 ‘존재적 의미’를 ‘추상적 비un행위’라 규정하고 있으며， Munro(1977:461l는 

그것을 ‘사실임， 진리임’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다. 즉， 이들은 ‘존재’라는 용 

어를 존재동사의 어휘의미와는 무관한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 

다. BE구문이 ‘비행위’ 혹은 ‘사실임’과 관련되어 있음은 분명하지만 ‘비행위’ 

나 ‘사실임’이 BE의 ‘의미’인지， 더구나 그것들이 ‘존재’와 동일 의미로 사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존재’가 그렇게 광범위한 개념 

이라면 굳이 ‘존재’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위 문단에서 보인 오해의 가능 

성을 자초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들이 실제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BE, 

나아가서는 무까지도 결코 의미적으로 빈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무가 의미적 

으로 비어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논의는 V장을 보라) . 이들이 이 ‘비어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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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자리를 ‘존재’라는 이름으로 채운 것은 BE가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이 

는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존재적 해석을 갖는 때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생 

각된다. 

4. 무의미설 

끝으로， BE는 아무런 어휘의미를 갖지 않으며 따라서 심층에는 존재하 

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 BachCl967) , HengeveldCl992) , 3oJIoToBa Cl973)를 

보라. 이 주장에 따르면 BE구문은 심층의 무구문으로부터 파생된다. BE는 

변형규칙에 의해 삽입되거나(Bach(1967) ) ‘계사지지규칙에 의해 도입되며 

(HengeveldCl992:38) ), “5b1JIO MOp03HO. 혹한이 었다는 “MOp03HO. 혹한이 다와 

마찬가지로 단일성분으로 구성된 무동사구문이다(30JIoToBa(1973:129) ). 존재구 

문의 BE도 계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무의미설은 계사가설과 유사하지만 계 

사가 섬층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점에서 계사가설과 차별화된다. 

언어발달사나 언어습득과정에 대한 연구는 무유형이 BE유형을 발생학적으 

로 선행했을 가능성에 대해 신빙성 있는 자료들을 제공한다(Y장을 보라). 그 

러나 무유형 선행설을 수용할 경우 두 가지 유념하여야 할 것이 있다. 그 하 

나는 무유형으로부터 BE유형으로의 진화가 단순한 형태적 대치가 아니라 사 

고의 추상화， 관점의 상대화라는 혁신적 인식 변화를 동반하는 질적 대치라는 

것이고(Y장을 보라)， 또 하나는 이러한 대치가 모든 언어에서 일괄적으로， 그 

리고 펼수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러시아어의 경우처럼) 개별언 

어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BE유형으로부터 다시 무유형으로의 복귀가 일어 

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BE유형이 없는 언어나 BE유형과 무유형이 공존하는 

언어도 있을 수 있다. BE유형과 무유형의 공존은 상이한 인식체계들의 공존 

을 시사한다 BE구문이 무구문으로부터 파생된다면 이것들 반영하는 인식적 

차이는 개입될 여지가 없다. 

BE가 삽입이나 지지규칙에 의해 도입되는 것이라면 자신의 어휘의미를 잃 

지 않으면서 BE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동사들 - 예컨대， 위치동사틀 - 에 

대한 설명도 궁색해진다nY-3을 보라). Hengeveld(I992:39-45)는 이러한 동사 

들이 ‘의사(擬似)계사(pseudo-copula)’일 뿐 BE와 달리 일반 동사라고 주장한 

다. 이 동사들을 BE처럼 지지규칙에 의해 도입되는 것으로 보게 되면 어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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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 처리가 곤란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의 해법의 한계는 한 편으로는 

‘의사계사’와 BE 간의 높은 호환 가능성을， 다른 한 편으로는 ‘의사계사’와 일 

반 동사 간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11 1. PRED와 BE 

11장에서 논의한 가설들은 두 가지 공통점을 보인다. 첫째， 모든 가설들이 

BE와 무를 어떤 식으로든 연관짓고 있으며， 둘째， 모든 가설들이 존재와 계 

사， 혹은 그 중 어느 하나를 논지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이와 달리， 필자는 

무와 BE가 상이한 가치관 및 상이한 인식체계를 반영하는 상이한 전략의 산 

물들이며， 존재나 계사란 실은 BE라는 하나의 기능사가 구체적 맥락에서 부 

여받을 수 있는 여러 해석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자 한다. 무 

와 BE를 서로로부터 해방시킴으로써 이 둘 간의 인식적 차이를 보다 명징하 

게 보일 수 있으며， 존재나 계사가 BE의 ‘의미’라는 관행적 믿음으로부터 자 

유로워짐으로써 BE에 대해 좀더 총체적이고 통찰력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BE가 기능사라 함은 어떤 의미인가? BE가 사용된 모든 구문의 술부에는 

동사(V)가 아닌 품사， 즉， 명사(N)나 형용사(ADJ) 혹은 처소사(LOC)와 같은 

부사(ADV)가 나타난다. 이 품사들은 술부성 (predicativity )이 자동적으로 전제 

되는 동사와 달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술부성이 불완전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술부성이 불완전한 품사는 시제나 서법을 표현해야 할 

펼요성이 생길 경우 자체적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수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때 동원되는 수단이 BE이다. 다시 말해서， BE는 술부성이 완전 

하지 못한 품사가 술부에 사용될 때 그것의 술부성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되 

는 기능적 수단이다. 이러한 점에서 BE는 자체적 어휘의미를 갖는 일반 동사 

와 구멸된다. 술부성은 INFL이나 AGR처럼 문장을 구성하는 기능적 결절(結 

節， node)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기능적 결절로서의 술부성을 앞으로는 

PRED로 표기하겠다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PRED는 V 이외의 유표적 경 

우들로 한하므로 앞으로 PRED란 V 이 외 의 유표적 PRED의 줄임 말의 의 미 로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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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과 N/ADJ/LOC의 결합은 PRED가 존재할 경우 문장을 형성하지만 그렇 

지 않을 경우에는 구 차원에 머문다. BE유형어에서는 PRED의 존재가 BE라 

는 형태로 표현되므로 문장과 구의 구분이 명확하지만 무유형어에서는 그렇 

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무유형어의 경우에도 문장과 구의 구분 수단이 전무 

한 것은 아니다. 무유형어에서는 휴지 (및 이를 수반하는 미종결 억양)， 혹은 

특정한 격형태나 특정 어순이 문장과 구의 구분을 도울 수 있다. 예컨대， 러 

시아어 N과 N의 결합에서 두 번째 N이 생격 형태를 취하면 그것은 구 차원 

의 결합임을 신호하며，6l LOC + N이나 N + ADJ의 어순은 PRED의 존재를 

신호할 수 있다.7) 그러나 휴지나 격형태， 어순은 이미 (BE나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해 PRED가 확보된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BE와 달리 어디까지나 보조적 지위를 차지할 뿐이다. BE의 기능이 순전히 

PRED를 확보하기 위한 것임과 달리， PRED에 관한 한 이것들의 기능은 부차 

적이다. 휴지의 주요기능은 문장성분간의 분리를 통해 어느 한 성분을 부각시 

키는 데 있고， 어순의 주요기능은 화제-평언 혹은 주어-술어의 구분에 있으 

며， 격의 주요기능은 문장성분이 문장 내에서 갖는 관계를 보이는 데 있다. 

어떤 수단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나 취할 수 있는 수단의 가능성은 

언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컨대， 휴지는 BE에 비해 경제적이지만 상대적으 

로 변별력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경제성과 정확성 중 어느 것에 좀더 

비중을 두는 언어인가에 따라 그 사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격형태 

가 미발달된 언어나 어순이 고정된 언어라면 격형태나 어순은 PRED의 신호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한 예로， 영어가 극단적인 BE유형어화한 것은 격형 

태의 쇠퇴 및 어순의 고정화와 상관성을 갖는다. 

한 언어 내에서도 어떤 수단을 취할 것인가의 판단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표적 시제(=비과거)와 무표적 서법(=직설법)， 

구어， 그 중에서도 대화체， 강조적 부각 의도의 부재， 술부성이 강한 품사의 

6) “OH BhlCOKOrO pOCTa. 그 - 큰 키(생격) (그는 키가 크다)"는 예외이다. 그러나 이 

러한 경우는 극소수일 뿐 아니라 술부가 반드시 질적 AD] + 분류사 N으로 구성 

되므로 쉽게 변별된다‘ 술부의 조격도 PRED의 존재를 신호하지만 이 경우는 

PRED가 6h1Tb나 유사6h1Tb동사로 표현될 경우로 국한된다(예 (7-b, c)를 보라). 
7) “ Ha CTOJle KHHra. 책상 위에는 책이 있다는 ‘책상 위의 책’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OHa KpaCHB lUI. 그녀는 아름답다는 ‘아름다운 그녀’를 의미할 수 없다 N 

+ LOC나 AD] + N이 PRED를 가질 경우에는 휴지를 동반한다: “I1BaH / B JJecy. 

이 반은 숲에 있다 ". “ KpaCHBaJl / OHa. 그녀 는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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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은 보조적 수단에만 의지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유표적 시제(=과거)나 

유표적 서법(=명령법， 가정법)， 학술어， 공식어와 같은 문어체나 이야기체 장 

르， 단언의 진리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 술부성이 약한 품사의 사용은 BE유 

형으로의 경향성을 강하게 띤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무 + 보조적 수단 BE 

무표적 유표적 
시제와 서법 

(비과거 직설법) (과거시제， 명령법， 가정법) 

문어체 
어체 및 장르 구어체/대화체 

(학술어， 공식어)/ 이야기체 

부각 의도 없음 있 g 

품사의 술부성 뇨n二 S pL L74; I 。그 

다수의 언어들에서 유표적 시제나 유표적 서법의 표현은 동사의 몫이므로 

동사가 없을 경우 그 역을 대행할 존재가 필요해진다. 따라서 과거시제를 기 

본으로 하는 이야기체에서 BE 경향성이 강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편， 상황적 전제， 화-청자 간의 공유 정보가 많은 구어， 특히 대화체에서는 

보조적 수단의 사용만으로도 의사전달에 심각한 문제가 없는 반면， 정확성이 

요구되고 화-청자 간의 공유 정보가 적은 문어체에서는 BE로의 경향성이 커 

진다. 여기에 덧붙여， 강조 혹은 부각 의도가 화행계획에 포함되게 되면 일반 

적으로 선호되는 경제성， 신속성 원칙과 반대로 정확성， 느립이 선호되면서 

유형태 사용이 촉진된다. 

끝으로， 품사의 술부성 요인에 대해 살펴보자. N-BE-N/ ADJ/LOC의 표층 
구조를 갖는 문장에서 술부성에 대한 기존 논의들은 (1) BE가 동사이고， 뒤 

따르는 N/ADJ/LOC는 BE의 보어(의 일부)라고 보는 견해， 즉， BE가 술부성 

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Benveniste0966) ， Hoekstra & Mulder(990))와， (2) 

N/ADJ/LOC가 술부성을 가지며 BE는 술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 (30)]0-

TOBa(1973), Hengeveld(992))로 대별된다 (1)에 따르면 BE구문은 무구문과 

달리 동사구문인 반면， (2)에 따르면 BE구문은 무구문과 마찬가지 로 무동사 

구문에 속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N-BE-N/ ADJ/LOC에서 술부성은 BE와 N/ADJ/LO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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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품이다. 품사들은 각기 다른 정도의 술부성을 갖는다. 물론， 각 품사들의 

하부유형 - 예컨대， 추상명사와 일반명사， 단어미 형용사와 장어미 형용사 

등 - 이나 전이적인 경우들 - 예컨대， 상태범주나 분사 - 을 고려하면 좀 

더 정밀한 위계가 필요하지만， 개략적으로 말하면 술부에 사용 가능한 품사들 

의 술부성 위계는 다음과 같다. 

V > LOC > AD] > N 

V는 행위를 서술하는 품사이므로 술부성이 자동으로 전제되는 반면， 원칙 

적으로 객체를 표현하는 N은 서술을 위한 품사가 아니므로 가장 낮은 술부성 

을 갖는다. AD]와 LOC는 N을 수식할 수도 있고 서술 기능을 가질 수도 있 

으므로 술부성 위계에서 N과 V의 중간에 위치하되， LOC의 N 수식기능은 근 
본적으로 서술기능으로부터 파생된다는 점에서 LOC는 AD]보다 좀더 높은 

술부성 을 갖는다. “)l(eHIlUiHa y .llBepH 문 옆의 여 인”은 “)l(eHIlUiHa, KOTOpajj CTOHT y 

.llBepH 문 옆에 서있는 여인”의 준말로 이해된다. 반면， “ KpaCHBajj Mawa 아름다 

운 마샤”를 “Mawa, KOTOpajj KpaCHBajj"의 준말로 볼 경우 관계절 속의 ‘뻐wa 

KpaCHBajj. 마샤는 아름답다는 다시 “ Mawa KpaCHBajj .lleBywKa. 마샤는 아름다 

운 소녀이다의 준말이 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 다른 해결책으로 “KpaCHBajj 

Mawa"를 “Mawa, KOTOpajj KpaCHBa(단어미형)"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본다 해도 

단어미형이 장어미형에 비해 사용빈도， 사용범위， 사용가능한 어휘 수 면에서 

훨씬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AD]의 기본적 기능은 LOC와 달리 수식 

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BE가 술부성이 부족한 품사의 술부성을 보강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라 

는 가정이 옳다변， 술부에 술부성 위계가 낮은 품사가 사용될수록 BE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실제로， 언어유형론 자료들을 살펴 

보면 BE와 V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없는 반면， BE와 N의 결합은 가장 빈 

번하며， N과는 사용되지만 AD]와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 및 N, AD]와는 사 

용되지만 LOC와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는 있어도 그 반대 경우들은 발견되지 

않는다(Hengeveld(1992:131-132)를 보라; Ferguson(1971:147)도 참조하라). 

물론， 이러한 일반론은 BE와 무， 둘 다가 가능한 언어를 전제로 한 것이므 

로 영어와 같은 극단적 BE유형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BE가 언제나 필수적이다. 이와 달리， 러시아어의 경우는 요인들에 대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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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우선， 유표적 시제(예 (7-b)) , 유표적 서법(예 (7-c))은 

BE의 선택 요인으로 작용한다. 

(7) a. OH reH없. 그는 천 재 이 다. 

b. OH 6b1JI reHI써/reHHeM. 그는 천재였다. 

c. ECJIH 6b1 OH 6blJl reHHeM,'" 그가 만약 천재(였더)라면 

러시아어에서는 무유형 지향성으로 인해 어체나 장르와 무관하게 (무표적 

시제， 무표적 서법의 경우) 무가 디폴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 

지만， 그러한 일반적 경향 속에서도 문어체는 유사6b1Tb동사를 이용하여 무를 

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V장을 보라)， 이야기체는 위에서 언급한 과거시제적 

속성으로 인해 BE를 선호한다 부각 의도 및 품사의 술부성과 관련하여서는 

IV-1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BE + N/ADj!LOC가 분석 적 인， 즉， 풀어 쓰기 식 방법 으로 하나의 술부를 형 

성함으로써 N/ADj!LOC의 술부로서의 불완전성을 만회하는 전략이라면， 종합 

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불완전성을 만회하는 전략도 있을 수 있다. 종합적 방 

법이란 술부의 N/ADj!LOC가 자체적으로 술부로서 필요한 자질을 보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말， 그리고 Hengeveld (1992:186, 199)에 의하면 터키 

어， 헝가리어， 아브하즈(Abkhaz)어 등에서는 술부의 ADj가 V처럼 시제 

및 서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나마 호텐토트(Nama Hottentot)어의 동일화 

구문에서는 숨부의 N이 V처럼 주어의 인칭 및 수에 따른 변화를 보인다 

(Hengeveld0992:80) ).8) 분석적 방법이 BE라는 기능사를 통해서 술부성을 확 

립한다면， 종합적 방법은 술부의 비(非)동사를 동사로 전환시킴으로써 그러한 

목적을 달성한다. 

인도유럽어들과 같이 동사와 명사의 구분이 명확한 언어일수록 품사 전환 

에 의한 술부성 획득은 일어나기 힘들고 따라서 BE에 의존하는 분석적 방법 

이 주로 사용된다. 이 점에서 러시아어논 예외적이다. 러시아어의 “상태범주(K 

aTeropH j! COCTO j!HHj!)" 혹은 “술어범주(npellHKa T)"라 불리는 신(新)품사는 러시 

아어의 종합적 방법에 의거한 탈BE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8) “Tita ge gao.ao. -ta. ‘l-dec-king-l sg’ ‘1 am the king."’을 보라. 이 것을 자질부 

여구문인 “Tita ge a gao.ao. ‘l-dec-copula-king’ ‘1 am king’”과 비교해 보라. 

예는 Hengeveld(1992:80)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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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 l10pa (6b1JlO) 06ella Tb. 식사할 시간이(었)다. 

b. XOJlOllHO. 줍다. 

c. MHe Her.l)e (6bIJlO) >I<HTb. 나는(여 격 ) 살 곳이 없(었)다. 

예 (8-a)의 ‘nopa’, (8-b)의 ‘XOJlOllHO’는 ADV, (8-c)의 ‘Herlle’는 LOC를 원천 

으로 하지만 이것들은 이미 N, ADV, LOC라 할 수 없다. 이것들은 주어에 

해당하는 주격 N 없이 무인칭구문을 형성하며， 유표적 시제에서는 ‘6bITb’를 

필요로 하긴 하나 그 형태가 중성 단수형으로 고정된다.N으로서의 ‘nopa’는 

여 성 형 인 ‘6b1Jia’를 요구하지 만， (8-a)에 서 ‘nopa’는 ‘ 6b1JlO’를 취 함을 보라. 고대 

러시아어에서는 이것들이 무표적 시제에서도 BE와 함께 사용되었다는 사설 

(예 (9) )은 이것들의 술부성 획득이 비교적 최근 현상임을 시사한다. 

(9) He JD060 빼 eCTb B KHeBt 6bITH. 나는 키 예프에 있고 싶지 않다. 

(nOBeCTb BpeMeHHMX ßeπ 969) (L ’HermitteCl964:I40) 에 서 재 인 용) 

(이 탤릭은 필자의 강조임 )9) 

“상태범주”는 술부성을 획득하긴 했으나 아직 동사만큼 완전하지는 못한 

상태로서 시제， 서법을 자체적으로 표현할 능력을 갖지 못하므로 유표적 시제 

나 유표적 서법은 BE를 통해 표현된다. 그러나 이때의 BE는 단지 시제， 서법 

의 표현을 돕는 역할을 할 뿐， 일반 BE와 달리 강세를 받을 수 없고 성， 수의 

일치도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분석적 방법을 통해 도입되는 BE는 일반 

동사로의 경향성을 보이는 반면， 여기서의 BE는 조동사 차원에 머물거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태범주”에 병합되어 접어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 

(8-a, c)에서 BE가 후접어화한 것을 보라). 

러시아어 형용사 단어미 형태와 함께 나타나는 BE도 “상태범주”의 그것처 

럼 조동사적이다. 

cl이 OHa (6blJla) palla. She-(was)-happy(여 성 단수). 

9) 그러나 JlI06。가 이미 고대러시아어에서도 eCTb 없이 사용 가능했다는 증거도 있 

다. “n~6o KO>I<110 cnymaTH HX. ‘모두들 기 꺼 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J1ilBpeHTbeBCKilJl 

πeTOTlHCb， 987) (Hca'l eHKo(1955:62)에 서 재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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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러시아어에서는 단어미 형용사도 수식기능을 가질 수 있었지만 현대러 

시아어에서 그것은 술부에만 사용되며 동사 과거형처럼 주어 N과 성， 수의 

일치를 보인다 (술부에 사용되는 장어미 형용사도 주어 N과 성， 수의 일치를 

보이지만， 이는 심층의 수식적 기능으로부터 연유하는 것으로 단어미 경우의 

일치와는 다르게 처리되어야 한다). 동반되는 따Tb가 주어의 성과 수에 따라 

변화한다는 점에서 “상태범주”와 함께 나타나는 ÕbITb처럼 병합 단계까지 이 

르지는 않았지만， 넓게 보자면， 단어미 형용사도 서술성 획득 과정을 밟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이 좀더 진전되면 조동사가 아예 사라지고 술부의 품사가 완전 

히 동사로 전환되기도 한다. 고대러시아어 퍼펙트의 JI-분사형이 현대러시아어 

로 오면서 동사 과거형으로 재해석된 경우를 보라. 

(11) ... H B JlOMy CBOeMb TO j\ TBOpHJIb eCMb. 

내 자신의 집에서도 나는 그것을 행했다 (nOy'leHHe BJJa.l!HMHpa MoHOMaXa). 

- > ... H B JlOMe CBOeM TO j\ TBOpHJI. 

고대러시아어의 퍼펙트는 ÕblTH 활용형 + JI-분사형 (예 (11)의 “TBOpHJIb eCMb") 

으로 이루어지며 JI-분사형은 현대어의 단어미 형용사처럼 술부에만 사용되고 

주어와 성， 수의 일치를 보인다. 그러나 3인칭 주어는 1, 2인칭 주어와 달리 

생략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3인칭 주어를 뒤따르는 ÕblTH의 인칭 및 수 

표현은 잉여적이 되고 이에 따라 ÕblTH의 생략이 가능해진다. õ비TH의 생략은 

모든 인칭으로 확산되고， ÕblTH를 동반하지 않는 JI-분사형은 결국 동사 과거형 

으로 재해석된다. 

이상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대러시아어에서 품사의 술부성 위계와 ÕbITb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좀더 정밀화될 수 있다: 

꽤
 

사
 

뺀
/
 
죠
 

주
 

멘
 
} 

샘
」
뽑
l

젤
 

~ 
댐
 

v~ 

|
뽑
 

맑
 懶
많
 

> LCX:: > 징어미 AD] > N 

/ 
주로술부 주로비술부 

\\ 1/ 
거의동사화 



184 러시아연구 제 14권 채2호 

결론적으로， 무유형 지향성을 갖는 러시아어는 BE에 의한 분석적 전략 외 

에 품사 자체의 술부성을 높이는 종합적 전략을 통해서도 BE의 사용을 제한 

한다. 

IV. PRED의 구현 

지금까지는 6b1Tb를 주로 다루었지만， 실상 PRED는 그 밖의 다양한 형태들 

로 구현될 수 있다. 무를 제외하고 본다면， PRED를 구현하는 유(有)형태 중 

디폴트는 6bITb이다. 어Tb는 술부에서 표현되어야 할 최소한의 정보를 표현하 

기 위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술부성을 충족시키는 기능을 할 뿐 그 밖의 기 

능이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PRED의 유형태적 구현체 중 가장 무표 

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추가적 기능 혹은 추가적 의미나 뉘앙스가 

덧붙게 되면 PRED는 6b1Tb가 아닌 다른 형태들로 구현된다. 러시아어에서 6b1 

Tb 외에 PRED 구현체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들로는 ‘eCTb ’, ‘계사 3TO ’, 그리 

고 ‘유사6b1Tb동사군’을 들 수 있다. 

1. eCTb와 ÔIiTb 

고대러시아어의 BE는 현재형에서는 *es-를 기원으로 하는 어간을， 그 밖의 

경우에는 *bhu-를 기원으로 하는 어간(6t- ， 뻐- 6Yll-)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현대러시아어로 오면서 *es- 어간 활용형은 도태된다.3인칭 단수형에 해당하 

는 eCTb( 예 (12-b)) (그리고 매우 드물게는 3인칭 복수형인 CYTb(예 (12-c))) 

만이 선택적으로 사용되지만 그것도 고대러시아어의 eCTb(예 (12-a))와 형태 

만 동일할 뿐 기능은 달리한다. 

(12) a. ce 60 eC Tb O'lH xpaM]' 그것은 집의 눈이기 때문이다. 

(nOBeCTb 0 찌tpOMCKOM KHJl3e neTpe H cynpyre ero 뺑'BpoHHH) 

(KOCTMapoB (1860:44) ) 

b. 3TO eCTb HCTHHa. 이 는 [정 말] 진 리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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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KHTbI He CyTb pbIÓbI. 고 래 는 어 류가 아니 다. 

예 U2-a)의 고대러시아어 eCTb는 영어의 be처럼 순수한 계사일 뿐이지만， 

예 U2-b)의 현대러시아어 eCTb는 서술의 진리성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만약 이 러 한 추가적 기 능이 없다면 U2-b)는 “3TO - HCTHHa."라는 무구문으 

로 표현되어진다. 뿐만 아니라， 현대러시아어의 eCTb는 3인칭 단수라는 정보 

를 갖지 않는다. 현대러시아어의 1, 2인칭대명사가 BE를 동반할 경우 eCTb로 

표현되며(예 U3-a)) , 복수형의 경우에도 엄격한 정의구문의 경우(예 U2-c) ) 

를 제외하고는 eCTb가 사용된다(예 (13-b)). 

(13) (a) KTO *e TbI eCTb? 너는 도대체 누구냐? 

(b) lleTH eCTb neTH. 애들은 애들이 야. 

즉， 현대러시아어에서 eCTb가 고대러시아어의 3인칭 단수형과 동일한 형태 

를 취하게 된 것은 3인칭 단수형이 갖는 무표성에 기인한 것일 뿐 주어의 인 

칭이나 수와는 무관하다 (무인칭구문의 동사도 3인칭 단수형을 취함을 보라). 

핀란드어의 경우 고대러시아어처럼 BE동사가 활용형을 갖지만 존재구문의 

경우에는 문법적 주어의 인칭 및 수와 관계없이 3인치 단수형인 on만이 사용 

된다는 점( Chesterman (991))을 참고하라. 그러나 핀란드어 존재구문에서 on 

은 고정사일 뿐 아니라 펼수적이라는 점에서 현대러시아어가 핀란드어보다 

무유형 어 쪽에 좀더 접 근해 있다고 할 수 있다 10) 

활용 > 고정 펼수 > 고정 선 택 > 무 

\ / 
고대러시아어 핀란드어 존재구문 현대러시아어 

eCTb와 ÓblTb 그리고 무 간의 관계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이것들은 

한 단어인가， 아닌가? 단어는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10) 핀-우그르어계 언어의 다수는 무유형어임에 비해 핀란드어는 (약화된) BE유형어 
에 속한다(L ’ Hermitte( 1978:63-76)를 보라). 영어와 같이 BE 활용체계를 갖는 언어 
도 구어나 속어에서는 고정유형-am’t 혹은 be-을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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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와 ‘1S’, ‘was’가 애초 인도유럽어의 각기 다른 원천들로부터 유래한 것들 

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현대영어에서 하나의 단어로 취급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치 않는다. 이는 이것들이 활용상 상호보완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활용상의 보완관계는 형태론적 단어의 기준이 된다. 그렇다면 

스페인어의 ‘ser’와 ‘estar’는 둘 다 영어의 ‘be’에 상응하지만 각기 독립적인 

활용형을 가지므로 형태론 차원에서는 각기 독립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기능적으로 계사로 사용된다는 공통성을 가지며 전자는 항 

시적 자질 표현 구문에서， 후자는 일시적 자질 표현 구문에서 사용된다는 점 

에서 상호보완적이다.10 이렇듯 기능적 차원에서 하나의 단어로 간주될 수 있 

는 경우를 “대(大)단어 (archi -word)'’라 칭한다면， ‘ser’와 ‘estar’는 하나의 대 

(大)단어 BE에 속하는 두 형태론적 단어들이라고 할 수 있다 12) 

러시아어의 경우는 어떠한가? 대(大)단어 BE의 구현체로는 우선 6bITb를 꼽 

을 수 있다 6bITb는 유표적 시제， 유표적 서법의 경우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영어의 be보다는 덜 완전하지만 인칭과 수에 따른 활용이나 과거시제에서 성， 

수의 일치 등 동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조어 차원에서도 접미사에 의 

한 다회사 형성 (6μBaTb)이나 접두사 첨부에 의한 완료상 신어 형성-‘npH6b1Tb 

도착하다’， ‘npo뻐Tb체류하다’ 등-과 같은 동사적 행태를 보인다. 러시아어에 

서는 시제와 서법의 표현이 동사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6bITb의 동사화는 이러 

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eCTb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통적 견해는 eCTb 

와 6bITb를 영어의 h’와 ‘be’의 관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다 (CJ70Bl1pb COBpe

MeHHoro pyccKoro J7HTepl1 TypHoro Jl3blKl1 이 나 The 0깐ord Russian-English 

Dictionary, 1"노한사전』 모두 eCTb를 6bITb의 현재형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보 

라. 이러한 시각은 고대러시아어에는 합당하지만 현대러시아어에는 그렇지 못 

하다 13) eCTb가 현재적 표현에서만 사용되는 것은 아래에서 밝힐 다른 이유에 

11) “Juan es enfenno."는 Juan이 환자라는 의 미 인 반면， “Juan esta enfenno.'’는 Juan 
이 현재 아프다는 것을 의미한다. Devitt(1990:103)을 보라 

12) 영어의 have9t be, 중국어의 yóu, zài, shI의 관계도 이와 유사하게 처리될 수 있 
지 않을까? 

13) 현대러시아어에는 6b1J1(과거 6YlleT(비과거)라는 이분법적 대립만 있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 6yllY IIHCaTb. 나는 쓸 것이다에서 ‘6YllY’가 갖는 미래적 해석은 

비현실양상， 그 중에서도 의도 혹은 추측양상으로부터 파생되는 부수적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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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하는 것이지 eCTb 자체가 현재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 아니다. eCTb와 

6blTb는 형태론 차원에서는 별개로 간주되어야 한다. 

두번째로， eCTb와 6blTb를 완전히 독립적인 별개의 품사로 보아야 한다는 주 

장이 있다(Feπel(1953)을 보라). 이 주장에 따르면 6bITb의 현 재 형 은 eCTb가 아 

니라 무이며， eCTb는 강조 시 사용되는 소사(p따ticle) 일 뿐이다. 그러나 eCTb가 

소사라면 동사와 함께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도 표준러시아어에서 eCTb 

는 결코 6blTb나 동사를 동반하지 않는다 14) 가정 법 표지 소사인 6μ가 반드시 

동사를 동반하는 점과 비교해 보라. 6blTb의 현재형이 무라는 주장은 삼분법적 

시제대립이라는 전통적 틀을 답습하면서 현재형을 eCTb 대신 무로 대치시킨 

것일 뿐이다. 

eCTb가 서술의 진리성을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가칭 

“강조법”이라는 또 하나의 유표적 서법의 표지로 볼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는 있다. 그러나 “강조법”은 명령법이나 가정법과 달리 어느 동사에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BE에만 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어에서 

유표적 서법은 명령법처럼 동사의 활용형을 통해서 혹은 가정법 표지 소사인 

6bI처럼 동사를 동반해 표현되는데 “강조법” 표지로서의 eCTb는 동사의 활용 

으로 볼 수도 없고 동사를 동반하지도 않는다. 

이상에서 내려지는 결론은 eCTb가 6blTb의 현재형도 아니고， 그렇다고 6bITb 

와 완전히 별개의 어휘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eCTb와 6bITb의 관계가 이러 

하다면， 무와 eCTb의 관계 는 어 떻 게 보아야 하는가? 우선， 서 술(predication)은 

명제 (proposition)와 그 명제의 진리성을 다루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고 전 

제하자. 일반적 진술(statement)에서는 명제의 진리성이 디폴트로 전제되지만 

강조나 대조 시에는 진리성이 단언될 필요가 생긴다. 러시아어에서는 진리성 

이 전제될 경우 무가， 진리성 이 단언될 경우 eCTb가 사용된다 강조나 대조 

맥락이 아니더라도 진리성이 단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순수한 존재서술 

이 그러한 경우이다. “어디에 무엇이 있다”라는 순수한 존재발화는 근본적으 

로 다른 발화에 대한 응수일 수 없다. 즉， 담화적 전제가 없다. 따라서 순수한 

존재서술은 (전제부 없이) 단언부만으로 이루어지며 진리성도 언제나 단언부 

에 포함되는 특수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인영 (2003:263-264)을 보라). 그 

결과， 순수한 존재서술은 강조나 대조 맥락의 일반적 진술처 럼 eCTb를 취하게 

14) 실제로 북부방언에서는 eCTb가 동사를 동반하기도 한다. “ECTb sepHy재Cb nocJle 
nJleHa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다" (KY3bMHHa H HeMtIeH l<o (1968:14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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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약한 존재구문"(각주 15) 참조)에는 전제부가 존재하므로 eCTb가 사용 
되지 않는다). 

진리성이 단언될 필요성은 무표적 시제， 무표적 서법로 제한된다. 과거 및 

미래시제구문， 명령법 및 가정법구문은 시제나 서법 자체가 (과거시제의 경 

우) 이미 일어난 사실임을 혹은 (나머지 경우) 비사실임을 명확히 밝혀주므 

로 진리성에 관한 한 전혀 애매하지 않다. 그러나 무표적 시제， 무표적 서법 

으로 이루어진 구문은 화자의 관점에서 본 사실-엄격한 의미에서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의 표현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그것을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하여 진리성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필요 

로 하게 된다. eCTb가 무표적 시제， 무표적 서법 구문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제와 서법 면에서 eCTb는 6bITb와 상보적 관계에 놓인다. 다른 한편으로， 

무표적 시제， 무표적 서법 내에서 eCTb는 무에 진리성 부각이라는 기능을 첨 

부시킨다. 이러한 점을 설명하기 위해 Chvany(1975)는 존재 eCTb는 심층 

BE(= 크)의 구현체로， 계사 eCTb는 심층의 무에 추후 삽입되는 기능사로 볼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서술의 진리성 부각 변에서 존재구문의 eCTb도 계사구 

문의 eCTb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위 문단의 주장이 옳다면 존재 eCTb 

와 계사 eCTb를 별개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U-1의 비판도 

참조하라). 

eCTb구문의 진리성 부각 기능은 러시아어가 BE유형으로부터 무유형 쪽으 

로 이전해 가면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고대 문어 러시아어 

는 교회슬라브어의 막강한 영향 하에 대부분의 인도유럽어들처럼 BE유형어 

로 발전한 반면， 핀-우그르어적 기저층의 영향 이 좀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 

어에서는 일찍부터 무유형 지향성이 감지되며 이러한 무지향성이 궁극적으로 

현대러시아어의 기반을 이루게 되었다. 무유형 지향성 속에서 *es- 어간 활용 

형은 사라졌지만 eCTb만큼은 기능의 특화를 통해 살아남을 수 있었다. eCTb의 

과도기적 성격은 구문유형에 따라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가 다 

르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eCTb 사용 가능성 위 계 >

구문유형. 존재구문 > 동일화구문 > 자질부여구문 > 처소구문 

전형적 구문형태 LOC N N N N AD] N 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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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 B KOMHaTe eCTb caMOBap. 방에 는 사모바르가 있다. 

b. OH eCTb lUlpeKTOp. 그분은 정 말이 지 지 배 인 이 라구. 

c. Mallla H eCTb YMHajl. 마샤는 정말 똑똑해. 

d. ?? CaMoBap eCTb B KOMHaTe. 사모바르는 방에 있다. 

순수한 존재구문(예 04-a))에서는 앞서 밝힌 바대로 eCTb의 사용이 의미적 

으로 중립적이다.15) 동일화구문(예 04-b))에서는 강조 맥락에서만 eCTb가 사 

용된다 16) 자질부여구문(예 04-c))에서는 eCTb의 사용이 강조맥락으로 제한될 

뿐 아니라， eCTb 앞에 강조사 ‘”’가 동반되지 않으면 부자연스러우며 ‘H eCTb’는 

‘lleHCTBHTeJIbHO 정말’이라는 부사처럼 인식된다(Chvany(1975:116， 껑4)를 보라). 처 

소구문(예 (14-d) )으로 오면 eCTb의 사용은 극히 부자연스럽다(Chvany(1975:160) 

를 보라). 

결론부터 말하자면， eCTb의 사용 가능성은 구문유형의 서술성과 반비례한 

다. 존재구문의 경우부터 살펴보자. “Y에 X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서술이 

기는 하지만 X에 대한 서술도 Y에 대한 서술도 아니다.Y라는 LOC는 발화 

의 출발점이라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기는 하지만 서술의 대상이 아니라 

배경으로 작용한다. LOC는 객체를 포함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객체는 아니 

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서술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설령 존재구문을 LOC에 

대한 서술로 본다 해도 그 서술 속에는 다시 “X가 있다”라는 서술이 들어가 

있고， 이 내포된 서술은 무엇에 대한 서술도 아니다. 이 런 의미에서 존재구문 

은 서술성이 극히 낮다. 다음 동일화구문은 객체에 대한 서술이라는 점에서 

존재구문보다는 서술성이 높지만， 술부에 술부성이 가장 낮은 품사인 N이 온 

다는 점에서 술부에 AD]를 갖는 자질부여구문보다 서술성이 낮다 17) 한편， 

15) “B KOMHaTe caMoBap."와 같이 eCTb가 사용되지 않는 소위 “약한 존재구문”은 존재 

구문과 동일화구문의 중간에 위치한다 여기서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전제되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16) 동일화 구문 중 “MaTeMaTHKa eCTb HayKa 0 ，깨cJlax. ‘수학은 수에 관한 학문이다”’ 

와 같은 정의구문은 정의의 속성 상 진리성을 단언할 수밖에 없으므로 eCTb가 사 

용된다 “neTH eCTb lleTH. ‘아이들은 아이들이야’와 같은 중의적 구문도 넓은 의 

미에서는 정의구문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17) “OH YMH뻐 4eJlOBeK. ‘그는 똑똑한 사람이 다 ”’와 같이 술부에 AD] + N이 오거 나 “o 

Ha yMHHUa. ‘그녀는 재간꾼이야”’와 같이 AD]로부터 파생된 N이 오는 구문은 동일 

화구문의 형식을 벌려 자질을 표현하는 비전형적인 경우로서 서술성 위계 상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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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소구문의 LOC는 존재구문의 LOC와 달리 술부에 나타나며， 술부의 LOC는 

술부의 AD]보다 높은 술부성 을 갖는다(III장을 보라). 

eCTb 사용 가능성 과 품사의 술부성 에 기 초한 구문유형 의 서 술성 간의 반비 

례가 111장에서 언급한 BE의 사용 가능성과 품사의 술부성 간의 반비 례라는 

일반론을 상기시킨다는 사실은 러시아어의 eCTb가 일반론에서의 BE의 기능 

을 대행함을 시사한다. Kahn(1966:251)은 문법화에 의해 탈의미화하기 이전의 

인도유럽어 *es-는 “사실임 (to be true) , 그러함(to be so)"이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이 맞는다면， 현대러시아어의 eCTb는 원 인 

도유럽어 *es-의 진정한 계숭자라고 할 수 있다. 

2. “겨|사 3To” 

(15) a. Mawa (BOT) 3TO yMH뻐a 

마샤 -(직시사)- 그것 - 재간꾼 -> 마샤， 거 재간꾼이네. 
b. Mama H eCTb yMH때a. 마샤는 정말(이지) 재간꾼이야. 

c. Mama (BOT) 3TO H eCTb yMHHua. 마샤， 거 정말(이지) 재간꾼이네. 

d. Mama , OHa yMHHua. 마샤， 그 녀 석 재 간꾼 이 야. 

Al뻐。HH (1983:37)나 lliBe.llOBa H .llp. (1982:281-잃5)에 의 하면 예 (15-a, c)의 “3To” 

는 계사이다. 지시대명사로부터 발전해 나온 계사는 다른 언어들에서도 발견 

된다. 

(16) a. Czas to pieniadz. 

time - be[it] - money 

시간은 돈이다(폴랜드어). (Guiraud-Weber0976:46)에서 인용) 

b. Zhãng sãn shr yi ge hùshì. 

Zhang san - be - one - CL - nurse 

장산은 간호사이 다(만다린 중국어 ) (Devitt(1990:105)에 서 인용) 

적 동일화구문과 “N ADJ"를 취하는 자질부여구문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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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6-a)의 ‘to’는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계사이다. 폴랜드어는 BE유형어이 

므로 만약 to가 지시대명사라면 m 다음에 BE의 활용형이 나타나야 할 것이 
기 때문이다. 예 (16-b)의 shr구문 또한 현대중국어에서 shr의 사용영역 확대 

와 더불어 더 이상 “주제 N-주어 PRON-술어 N"이 아니라 “주어 N-계사 

-숨어 N"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인식 된다 (Hashimoto(1969:109), Li and 

Thompson (1977:422) 참조). 

예 (15)로 돌아와 보자. 여기서의 “3To”는 순수한 지시대명사 3TO와 달리 

문두에는 올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들어 지시대병사 3TO와 계사 3TO를 

두 별개의 어휘로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A,1lMOHH (1983:37)는 예 (15-a, c) 

의 “3To”가 지시대명사 주어가 아니라 계사라는 근거로 휴지가 “3To”의 뒤가 

아니라 앞에 오는 점을 들고 있다. 휴지가 일반적으로 주어 뒤에서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논리를 따르면 예 (15-d)에서 휴지는 “Mama" 뒤에서 

일어나므로 인칭대명사 “oHa”도 계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실 

제로， 인칭대명사를 원천으로 하는 계사가 존재하는 언어들도 있다(II-3 참 

조). 그러나 러시아어에서 (15-d)와 같은 구문은 “Mama, OHa MeH.lI J1106μT. 마샤， 

그녀는 나를 사랑해와 같은 구문과의 병행성을 고려할 때 인칭대명사를 주 

어로 하는 “주격 주제”구문으로 간주하는 것이 좀더 타당하다. 담화주제와 주 

어가 별도로 존재할 경우 휴지는 주제 뒤에 위치한다 휴지의 위치만으로 판 

단한다면 오히려 예 (15-a)를 “주격-주제”구문으로 간주해 “3To”를 주어로 볼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3TO 계사설”로는 *“OHa 3TO yMH따a.”가 불가능한 

이유나 (15-c)에서 계사가 이중적으로 사용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만족스럽 

게 되기 힘들다. 

예 (15)의 “3TO"가 지시대명사적 성격을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되면 이 

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OHa 3TO YMHHl\a."가 불가능한 것은 하나의 지 

시대상에 대해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의 동시 사용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 

이 있으며， (15-c)에서는 계사가 이중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지시대명사 

와 계사 혹은 적어도 지시대명사적 계사와 일반적 계사라는 기능을 달리하는 

두 계사가 사용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예 (15)의 “3To”의 지시대명사적 변모는 그것이 직시적 (deictic)이라는 점에 

서도 드러난다. 이 “3To”는 직시사 BOT를 동반할 수 있다((15-a)를 보라). 3TO 

가 eCTb나 6b1Tb와 달리 존재구문에는 사용될 수 없다는 점도 직시성과 관련 

되어 있다. 직시행위는 그 자체가 상황(혹은 텍스트)적으로 주어진 존재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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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직시성과 존재적 해석은 양립불가능하다. 

문제의 “3TO"는 이처럼 지시대명사적 면모를 보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3TO N"의 구조를 갖는 상황-직시적 지시대명사구문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 

“3TO N"에서는 3TO를 뒤따르는 N이 직시의 대상인 반면， “Nl 3TO N2"에서 

3TO가 실제로 직시하는 것은 이미 제시된 Nl이고， 형식 상 직시의 대상에 해 

당하는 N2는 실제로는 Nl에 대한 술부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는 “3To”가 

인칭대명사를 닮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둘은 명백한 차이를 보 

인다. 인칭대명사는 조응하는 명사의 성과 수를 복사하여 자신의 의미자질에 

포함시키는 반면， “3To”는 지시기능만 가질 뿐 어떤 의미자질도 갖지 않는다. 

예 (I5-d)의 인칭대명사와 비교할 때 (I5-a)의 “3To”가 훨씬 더 “계사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이와 관련되어 있다. 

인칭대명사와 “3TO” 간의 선택요인은 무엇인가? 예 (15-a)와 (15-d)는 둘 

다 분리를 통한 부각 전략을 이용한다. 그러나 분리의 구조나 이유는 다르다. 

(15-d)에서 분리는 담화주제와 뒤따르는 구문 사이에서 일어나며 담화주제를 

부각시키려는 목적에 기여한다. 한편， (I5-a)에서 분리는 Nl과 N2 사이에서 3 

TO에 의해 일어나며 술부의 N2를 부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I5-d) 

Nl I Nl -- N2 

PRON 

?i 
퍼
 매
 때 

”u 

N 

인칭대명사와 달리 지시대명사는 직시 외의 아무런 의미나 기능을 갖지 않으 

므로 “ 3TO N"구문에서 모든 정보적 비중은 N에 집중된다 (“OH 6뻐 CTYlleHTOM. 

그는 학생이었다와 “ 3TO 6blJI HBaH. 그것은 이반이었다에서 ‘6b1JI’의 성과 수 

가 전자에서는 인칭대명사 주어와， 후자에서는 뼈aH’과 일치하는 점을 참고하라). 

(15-a)는 “3TO N"의 이러한 특성을 이용해 ‘3TO’를 뒤따르는 N2인 ‘YMH뻐a’에 정 

보적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이러한 에너지의 집중은 결과적으로 ‘YMHHL\a’가 표 

현하는 자질의 강화를 초래하여 “Mawa - 60JIbWa.ll YMHHL\a. 마샤는 대단한 똑 

똑이야와 유사한 효과를 내게 된다. 

부정사나 절， 성이 불분명한 N, 혹은 추상적 N처럼 인칭대명사의 사용이 

부적절할 경우 “Nl 인칭대명사 N2"와 “Nl 3TO N2"간의 대립은 중화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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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CTapOCTb / He pailOCTb / 늙음은 기쁨이 아니야， 

CTapOCTb / 3TO ... railOCTb ν 늙음 [그것]은 추함이 야. 

(3eMCKaJJ H KanaHail3 e0978:112)에 서 인용) 

러시아구어집에서 발춰l 한 예 (7)의 두 번째 문장에서 “3To”는 (첫 문장과 

리듬을 맞추려는 시적 목적과 더불어) 담화주제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재규 

정을 하겠다는 화자의 의지 표명으로서 담화주제인 “늙음”을 분리시켜 청자 

의 의식 속에 재활성화 시키고， 동시에 술부에 표현된 “추함”이라는 자질의 

부각을 통해 그것을 “늙음”과 동일시될 수 있을 만큼 특징적인 자질로 부상 

시키는데 사용된다. 즉， 이 경우에는 “주격 주제”구문과 “계사 3TO"구문이 중 

첩된다고 할 수 있다. 

술부 N에 표현된 자질을 부각시킨다는 것과 단언의 진리성을 부각시킨다는 

것은 결코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사 3TO"와 eCTb가 동일한 

기능인 것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AilMOHH0983:36)가 예 05-b)를 

05-a)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나， lIlBeiloBa H ilP.0982:284)가 “3TO ," 

3TO eCTb, 3TO H eCTb, BOT , H eCTb , eCTb , TO :l<e caMoe tjTO , 3TO TO 

:l<e tjTO", “He tjTO HHoe , KaK"를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갖는 계사로 취급하는 것 

을 참고하라. 단언의 진리성 부각을 위한 표현이 술부에 묘사된 자질을 부각 

시키기 위한 표현으로 전용되는 예는 우리말의 “정말 / 진짜 / 참”이나 영어 

의 “re려ly"와 같은 부사가 “매우”의 의미로 사용되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러시아어의 예로는 예문 (14-c)를 보라.) 단언의 진리성을 부각시킬 경우 (그 

단언이 진리성 변에서 다른 단언과 대조를 보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단언 

내에서 화제를 구성하는 부분보다는 평언 혹은 초점에 해당하는 부분의 내용 

- 여기서는 술부의 N2가 표현하는 자질 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시 말해서， 예 (15-b) 구문의 본래적 의미는 “마샤가 

재간꾼인 것은 참이다”일 뿐이지만， 많은 경우 이 구문은 “마샤는 대단한 재 

간꾼이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eCTb가 “계사 3To”와 동일 

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회화적 함축konversational implicature) 

에 의한 것이며 eCTb의 원 기능은 단언의 진리성 부각에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예 (15-b)의 eCTb는 존재구문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계사 3To”는 어휘의미차원에서는 지시대명사 3TO 

와 결코 별개의 단어가 아니지만， 기능적 차원에서는 대(大)단어 BE의 영역 



194 러시아연구 제 14권 제2호 

내에서 BE의 다른 기능적 하부유형들과 상보적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다차원적 해법은 PRED로서 “계사 3To”가 

“주변적”인 이유 및 “계사 3To”구문의 과도기적 성격을 효과적으로 설명해 준 

다. “계사 3To”구문은 “주제 N-주어 3TO-술어 N"으로부터 “주어 N-계사 

-술어 N"으로 가는 과도기 적 위 치 에 놓여 있다. 

3. 유사61Hb동사군 

많은 언어들에서 다양한 동사들이 be나 ÕblTb와 같은 디폴트적 PRED 구현 

체와 유사한 기능으로 사용된다. 러시아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사ÕbJTb동사구 

문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8) a. B 3TOM ropOJle HMelOTC.lI xopomHe ÕHÕJJHOTeKH. 

이 도시에는 훌륭한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b. Ha CTOJJe JJe:l<HT KHHra. 책상 위에는 책이 [누워] 있다. 

c. B JJecy paCTyT rp뼈b1. 숲에는 버섯이 [자라고] 있다. 

d. KHHra JJe빼T Ha CTOJJe. 책은 책상 위에 [누워] 있다. 

e. }]aMrra CTOHT Ha CTOJJe. 램프는 책상 위에 [서] 있다. 

f. OH .lIBJJ.lIeTC.lI 따peKTopOM. 그는 지 배 인 이 다. 

통상， 예 08-a, b , c)는 존재구문， 08-d, e)는 처소구문， 08-f)는 동일화구 

문으로 분류된다. 

전통적으로 유사ÕblTb 동사군은 원 어휘의미의 보존 정도에 따라 순수유형， 반 

(半)유형 및 어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Evreinov0973:43) ， Guiraud-Weber0976:43) 

등을 보라).18) 한 예로， Eveinov(1973:43)가 열거하는 유형별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8) 대부분의 전통적 분류들은 계사의 분류에 집중되어있다. 그러나 순수유형에 HMeTb 

CJI 를， 그리고 어휘유형에 지각동사나 출현동사 등을 보충한다면 이것틀을 유사ÔblT 

b동사군의 분류로 간주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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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유형 jjBJUl TbOI , npellCTaBJIjjTb /co6o ìl:/, CTaTb, npliXOllliTbCjj , 

llOBOllIiTbCjj , OKa3bIBaTbCjj , t깨CJIIi TbCjj 등 

어 휘 적 유형 C때eTb， JIe)j(a Tb, CTOjjTb, pOllliTbCjj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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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6bITb동사군의 규정이나 분류 기준， 하부유형의 항목 및 소속 동사의 리 

스트는 학자들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Hengeveld0992:30-39)는 “반유 

형”을 “순수유형”에 시작상， 종결상 등의 상적 의미나 부정 의미가 첨가된 경 

우로 국한시키고， “어휘적 유형”은 “의사(擬似)"유형으로서 제외시킬 것을 주 

장하는가 하면， Guiraud-Weber(1976:44)는 “전형적” 유형과 “간헐적” 유형으로 

의 분류를， Babby0980:144)는 “본래적으로 빈” 동사와 “맥락적으로 빈” 동사 

로의 구분을 주장한다. 개별 동사의 분류에도 차이가 있어서 Guiraud -Weber 

0976:43)에서는 “반유형”으로 간주되는 ‘Ka3aTbCjj ... 로 보이다’나 ‘Ha3bIBa TbCjj 

불리우다’가 Hengeveld(1990:39，43)에서는 “의사”유형으로 간주되며， ‘jjBJIjjTbCjj 

... 이다’가 Evreinov(1973:43)에서는 “반유형”으로， Guiraud-Weber(1976:43)나 

IIlBelloBa Ii llP.0982:286)에서는 “순수유형”으로， ‘OKa3μBaTbCjj ... 로 드러나다’가 

Evreinov0973:43)에서는 “반유형”으로， Babby 0980: 144)에서는 “순수유형”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어휘적 유형”으로 간주되는 위치동사의 경우에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Ha CTOJIe JIe째T KHlira. 책상 위에 책이 [누워] 있다나 “KHlira JIe)j(IiT Ha 

CTOJIe. 책은 책상 위에 [누워] 있다에서 “ne*MT”는 통상 “누워 있다”보다는 

단순히 “(놓여)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즉， “ 51 JIe )j(y. 나는 누워 있다 

에서와 달리 “누워”라는 어휘의미가 사라진 것처럼 해석된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만약 책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라면 위 문장은 사용이 곤란하다는 점 

에서 어휘의미가 완전히 비어있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즉， 러시아어 존재 

구문 혹은 처소구문에서 위치동사의 어휘의미는 “소극적으로” 작용한다. 그러 

나 네델란드어의 “Jan zit in Frankrijk. 얀은 프랑스에 있다. 

(Hengeveld0992:238) )"와 같은 경우나 스페인어의 estar같은 경우(각주 11)참 

조)는 이미 “앉아 있다” 혹은 “서 있다”라는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었다는 점 

에서 “어휘적 유형”으로 보는 것은 어폐가 있다. 한 언어 내에서도 맥락에 따 

라 좀더 “어 휘 적 ”인 경 우와 좀더 순수한 경 우가 있을 수 있다 (‘'John stood 

alone."과 “Sheila stood in need of help."를 비 교해 보라(Hengev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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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2:41)). 즉， 언어에 따라， 혹은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하나의 위치동사도 

좀더 순수한 경우로부터 어휘의미를 거의 완전히 보존하는 경우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분포를 보일 수 있다. 

“OH BepHyRc~ yCTaRhlα. 그는 피곤한 채 돌아왔다에서 “BepHYTbC$I"를 계사 

로 볼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 또한 논쟁거리이다 (Guiraud-Weber0976:43)와 

Hengeveld 0992:40)를 비 교해 보라). 이 문장을 “OH YCTaRhlH"라는 sc를 보어 

로 갖는， 혹은 “yCTaRhlα”라는 술부의 ADJ를 갖는 계사구문으로 볼 것인지， 아 

니면， “OH BepHYRc~."와 “OH yCTaRbI까라는 두 서술문의 결합이나， “YCTaRbIH"가 

단순히 부가어로서 “OH BepHyRc$I."라는 일반 동사구문에 첨부된 것으로 볼 것 

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동사 어휘의미의 보존 정도는 어떤 구문에서 어떤 N과 함께 사용되는가， 

혹은 얼마만큼 정형화된 상황의 묘사인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상에서 열거된 난맥상은 예상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Babby0980:141-144)는 동사의 어휘의미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명사와 

결합할 때 보이는 어휘기능(Lexica1 Function)에 의해 유사6hlTb동사군을 규정 

할 것을 제안한다. 예컨대， 예 07-c)의 “rpH6bI"는 자동사구문에서는 전형적으 

로 “paCTYT"와 결합하며 이 때 “paCTYT"는 주어의 전형적 행위를 지칭하는 

FuncQ로 기능한다. 직접목적어와 결합하여 그것의 전형적 행위를 지칭하는 

Opeq-예 컨 대 , ‘MepbI조치 ‘의 Opeq은 ’npHHHMaTb취 하다’-도 ‘-C$I’의 첨 가나 피 

동분사화를 통해 태 (voice)를 전환시켜 자동사화하면 유사6hlTb동사로 사용가 

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어휘기능적 접근은 유사6b1Tb동사를 6bITb와 동일하게 

“의미적으로 비어있는” 것으로 취급하게 함으로써 그것이 6bITb와 다른 점을 

묵과하는 약점을 지닌다. 

이처럼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6hlTb동사군의 존재를 증거하 

는 일련의 특성들이 존재한다. 그 중 가장 현저한 특성은 능격성 (ergativity) 

이다. 즉， 일단 유사6bITb동사가 되면 원천동사의 유형과 무관하게 외부 의미 

역을 갖지 않으며 보어에 격을 할당할 수도 없고 비행위적 상태를 표현하게 

된다(II-2를 보라) 원천동사의 행위성과 타동성은 제거된다. 

이러한 특성이 유사6b1Tb동사군을 6hlTb에 근접시킨다면， 다음 특성들은 이것 

들을 6bITb와 변별시킨다. 우선， 유사6bITb동사들은 6“Tb와 달리 무표적 시제， 

무표적 서법에서도 사용가능하다. 따라서 이것들은 6bITb 뿐 아니라 무와도 경 

쟁관계에 놓인다. 둘째， 유사6μTb동사들은 6b1Tb 및 무에 상적 혹은 어휘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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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뉘앙스를 추가한다. 이것들이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HMeTbCJI 
있다’， ‘Jl BJlJl TbCJI""" 이다’는 6bITb와 달리 문어체에서만 사용되는 문체적으로 유 

표적인 어휘들이며， ‘CTaTb되다’， ‘OKa3aTbCJI"""로 드러나다’는 6bITb에 시작， 결 

과와 같은 상적 의 미 를 더 하고 ‘JlelKaTb누워 있다’ ‘CTOJl Tb서 있다’와 같은 위 치 

동사는 어휘적 의미를 덧붙인다. 

6blTb와 유사6blTb동사들 간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고려할 때 이것들을 동일하 

게 취 급하는 방식 (Babby(1980) )이 나 상이 하게 취 급하는 방식 (Hengeveld (1992) ) 

은 모두 한계가 있다.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앞서 제시한 “계사 3To”의 해 

법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유사6blTb동사로 기능할 수 있는 X는 어휘차원에서 

는 6blTb와 별 개 의 단어 이 다. 유사6blTb기 능을 갖건 일 반 동사로서 의 기 능을 갖 

건 어휘의미적으로 X는 하나이다. 그러나 기능적 차원에서 X는 6blTb나 그 밖 

의 BE 구현체들과 더불어 하나의 대(大)단어를 형성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일 

반 동사로서의 X(==Xl)와 BE 구현체로서의 X(==X2)가 서로 다른 대(大)단어에 

속한다 이러한 분열적 특성으로 인해 유사6bITb동사군은 “계사 3To”와 마찬가 

지로 그러나 6blTb나 eCTb와 달리 “주변적”인 PRED 실현체로 작용한다. 

4. 결론 

eCTb , “계사 3TO", 그리고 유사6blTb동사군과 6blTb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러 

시아어의 BE에 관한 한 적어도 세 차원의 BE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 

에 이르게 된다. 형태론적 단어로서의 BE( == BEmorph)는 6blTb이지만， 어휘의 

미차원의 BE(==BElex)에는 6blTb 외에 eCTb가 포함되며， 기능적 BE(==BEfunc) 
에는 “계사 3TO"나 유사6blTb동사들까지 포함된다" BE가 PRED를 구현하는 기 

능사라고 할 때의 BE란 BEfunc를 일걷는다. 여기에 덧붙여， 음운론적 

BE( == BEphon)로 볼 수 없는 접사 BE( == BEaffix)의 존재까지 감안한다면 (III장 

을 보라)， 러시아어에서는 네 차원의 BE-혹은 다섯 개의 BE 를 구분할 필 

요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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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의 BE 

BEfunc19l 

/1 \\ 
BElex 3TO 유사6μTb동사군 

/\ 

/\ 
BEphon 

[+강세] 

v. 무(無)에 대하여 

BEaffix 

[-강세] 

지 금까지 의 논의 는 술부에 N/ADJ!LOC가 오는 러 시 아어 문장에 서 PRED 
의 존재가 어떠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는가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정작 러시 

아어나 그 밖의 많은 언어들에서 PRED는 아무런 유형태적 구현체를 갖지 않 

는 경우가 빈번하다. BE와 무의 관계를 보는 시각은 다양하다. 

1. 무는 심 층의 BE가 탈락한 결과이 다(Kiefer0968) ， Feπell(953)). 

2. 무는 BE의 심층형이다. 즉， BE는 추후 삽입된 것이다(Bach (1967) , Hengeveld 
(992), 30JloToBa0973:127-129)). 

19) 영어와 같은 BE유형어의 경우 위의 도표보다 좀더 단순한 형태를 띤다. 영어를 
예로 들자면， BEphon, BEmorph와 BElex가 동일하므로 그 구분이 필요없고 3TO에 

해당하는 부분도 없다. 

BEfunc 
/" ........ 、~

BElex 유사be동사군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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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에는 BE와 연관된 무와 BE와 별개인 무의 두 종류가 있다 

(Guiraud-Weber(1976)). 
1과 2는 어느 것을 심층형으로 보는가의 차이는 있지만 무와 BE가 연관되 

어있다는 공통된 전제를 갖는 반면， 3은 이 점에 있어서 절충적 태도를 취한 

다 앞으로는 위의 세 가설들을 편의상 순서대로 탈락설， 심층설， 이중설이라 

부르기로 하겠다. 

각 가설들을 좀더 상세히 평가하기 위해서 무에 대한 개념적 고찰부터 시 

작해 보자. 무는 유를 전제로 한다. 무엇이 있어야 없을 수 있으므로 없음에 

대한 인식은 있음에 대한 인식이 있은 후에 비로소 나타난다. 있음에 대한 인 

식은 관찰에 의해 가능하지만 없음에 대한 인식은 관찰을 넘어서는 사고의 

추상화를 요구한다 없음에 대한 인식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없 

음은 단순히 “있지 않음 즉， 있음의 질적 부정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제로 

있음 즉， 있음의 양적인 하부개념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 전자가 범주적이고 

절대적인 개념이라면， 후자는 양화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다. 무의 양화적 이 

해는 범주적 이해보다 좀더 추상적이고 “없는 것도 실은 있는 것의 연장”이 

라는 어떤 변에서 역설적이라 할 사고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범주적 이해보다 

좀더 나중에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이들의 언어습득과정이나 언어발달 

사에 관한 연구들은 이러한 추측에 근거를 제공해 준다. BE유형어에서 조차 

아이들의 말에서는 무구문이 빈발하며 (Ferguson(1971) 참조) , 초기인도유럽어 

에서는 현대어에 비해 무구문이 좀더 빈번히 사용되었던 점(Benveniste( 1966) 

참조)을 보라. 

무의 양화적 이해가 가능해지면서 무도 0이라는 표현 형태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개념적 무도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은 PRED에서 무에 상응하는 

유형태로서의 BE를 가능케 하는 동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 이러한 추론 

을 근거로， PRED의 무는 범주적 무 개념을， BE는 이로부터 진화된 양화적 

무 개념을 반영한다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진화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BE라는 형태는 다시 “형태가 있는 것은 실재한다”라는 인식적 관성 

에 의해 개념적으로 무가 아닌 유(=실재물)로 재해석되어지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는 개념적 무와 유형태의 결합이라는 불안정한 상태를 탈피하여 

보다 안정된 상태-실재물과 유형태의 결합-로 가려는 관성， 즉 엔트로피로 

써 설명될 수 있다. 무가 PRED의 기본이고 이로부터 (선택적으로) BE가 파 

생되는 I 단계와 달리， II 단계에서는 BE가 동사로서의 면모를 갖춘 실재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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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PRED의 기본으로 인식되고 무는 이것의 (선택적) 생략이라는 파생적 변 

이체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상적 무유형어가 I 단계를， 이상적 BE유형어가 

II 단계를 반영한다면， 러시아어를 비롯한 실제의 많은 언어들은 I 단계와 II 

단계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I 단계 

무(범주적 무) [-실재형 태] 

v 

BE(양화적 무) [-실재+형 태] 

> 

II 단계 

BE(실재물[+실재+형 태] 

V 

무(생략적 무) [+실재형 태] 

BE와 무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것은 어느 단계， 어떤 개념에 비중을 두는 

가에 따라 이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심층설이 I 단계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탈락셜은 II 단계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1, II 단계 모두가 관 

련되는 경우라면 두 설 모두 적합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1 단계의 

무와 H 단계의 무가 동시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 이중설은 좀더 개선 

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Guiraud-Weber(l976:46, 42)에 의하면， 

무구문에는 “OH Bpa"l. 그는 의사이다와 같이 다른 시제나 서법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현재적 무구문과， “ BpeM.5I - ,lleHbrH. 시간은 돈이다와 같이 탈시간적 

보편적 진리의 표현으로서 다른 시제나 서법으로의 전환이 곤란한 무구문이 

라는 두 유형이 있다(이는 Benveniste(l966)가 주장한 고대인도유럽어 BE구 

문과 무구문 간의 의미적 대립을 “러시아어식”으로 수정한 것이다). 

Guiraud-Weber의 “현재적 무”는 펼자 식으로는 BE동사가 생략된 (II 단계의) 

무에， “탈시간적 무”는 (I 단계의) 범주적 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격언과 같은 

보편적 진리표현 구문이 다른 시제나 서법으로 전환되기 곤란한 것은 보편성 

이라는 내용적 측면에 기인한 것이지 언어내적인 문제가 아니다. “OH BeJUlI<HH 

rUlca TeJIb. 그는 위대한 작가이다와 같은 구문의 경우 “현재적 무”인지 “탈시 

간적 무”인지가 애매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라. 정작 중요한 것은 두 무 

간의 차별성보다 공통성이다. 두 경우 모두에서 시간성은 배경으로 물러난다. 

“현재적 무”의 경우， 진술되는 명제의 진리성이 유효한 시간은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상황적 현재로 전제되므로 현재성이 굳이 표현될 필요가 없다. 한 

편， 소위 보편적 진리를 겨냥하는 명제들은 범시간적 유효성을 가지므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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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시간성에 대한 고려가 화자의 관심 밖에 놓이게 된다. 어느 경우에나 시 

간성의 중요도는 약화된다. 

무를 (부분적으로라도) BE의 변이체로 보는 가설들(탈락설과 이중설)과 이 

와는 반대로 BE를 무의 변이체로 보는 가설(섬층설) 간의 대립은 무인칭구문 

의 주어에 대한 논란을 연상시킨다. “XOJIOJlHO. 줍다라는 무인칭구문이 “날 

씨” 혹은 “기온”과 같은 실재물-주어가 생략된 구문이라는 주장 - 즉， 심층 

의 인칭구문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는 주장 - 과 “It ’ s cold."라는 소위 가주 

어구문도 심층의 무인칭구문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는 주장 간의 논쟁을 보 

라 이러한 소모적 논쟁의 출구는 무인칭구문과 인칭구문이 서로 다른 가치관 

을 반영하며 서로 다른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서 찾아져야 한다. 

무인칭구문은 행위에 의한 상태의 묘사에 초점을 맞추므로 여기서는 행위주 

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전형적으로 행위주의 위치인 주어도 구조적으로 존 

재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무구문은 PRED를 구현하는 하부결절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란 어떤 특정 결절이 채워지지 

않고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절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뜻한다. 

무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모든 차원， 모든 범주에서 가능하다. 일례로， 

핀란드어， 고대러시아어， 북부러시아방언 등은 어미형태에 의해 격을 표현하 

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격어미 위치에 아무 형태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19) HaJlo KO대Tb Tpasa. 풀을 베 야 한다. 

(북부 러 시 아방언 , KY3Heuos(1960:123-124)에 서 인 용) 

일반적으로， 이 언어들에서 목적어 N은 대격 형태를 취하지만， 예 (19)에서 

“KO대Tb"의 목적어는 (현대표준러시아어에서처럼) 대격 형태인 “Tpasy"를 취 

하지 않고 “Tpasa"라는 격어미가 무인 형태를 취한다(이인영 (2000)을 보라).20) 

러시아어와 같이 주격어미형태가 “제로”인 격언어에서는 전통적으로 예 (19) 

의 “Tpasa"를 주격으로 간주하여 왔으나， 우리말과 같이 주격어미형태가 “제 

로”가 아닌 언어의 경우를 감안하면 이는 보편성이 결여된 해법이다. 러시아 

20) “Tpasa"의 ‘ -a’는 여 성 단수 주격 을 지 칭 하는 어 미 가 아니 라 여 성 단수를 뜻하는 

‘-a’와 격어미인 무의 결합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격 표현이 요구되지 않는 단순한 

지칭 (denotation) - 예컨대， 사전의 항목 - 에서도 “Tpas-a"임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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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서 주격어미인 “제로”는 [+실재형태J ， 즉， “생략적 무”에 해당하지만， 

예 (19)의 격어미는 [-실재형태J， 즉， “범주적 무”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하 

다. 우리말 구어에서와 같이 무가 대격 뿐 아니라 주격이나 호격 등 다양한 

격기능들과 치환관계에 놓이는 경우를 고려할 때 무는 어느 한 특정한 실재 

물의 생략으로 볼 수 없으며， 그래도 무가 [+실재]임을 고수하려면 그때의 

“실재”는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내용이 바뀌는 카멜레옹적인 것임을 인정해야 

하는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무가 [ 실재]라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격에서 무가 사용되는 경우들은 문장 내에 N이 하나만 존재해서 다 

른 N과의 변별이 불펼요하다든지(예 (9)) , 고정된 어순에 의해 문장 내 N들 

의 기능이 명백하게 신호된다든지(영어)， 상황에 의해 추론이 가능한 경우(우 

리말 구어)와 같이 N의 격기능 파악에 혼동의 여지가 없는 경우라는 공통점 

을 갖는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무는 의미 전달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선택될 수 있는 경제적 전략이라는 일반화가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PRED의 무와 격범주의 무가 보이는 상관성은 흥미롭다. 영어는 

격범주의 무를 보편화시키는 대신 PRED의 무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한 

반면， 러시아어는 격범주의 무를 최소화시키고 대신 PRED의 무를 확대시켰 

다. 무를 어느 쪽에 좀더 집중시키는가의 문제는 어순의 고정화와 같은 개별 

언어의 특성과 관련해 결정되는 것으로， 무를 양쪽 모두에서 사용함으로써 생 

길 수 있는 소통상의 문제를 피하고자 한다는 점에서는 두 언어가 공통적이 

다. 경제성을 담보로 한 무의 위험부담 가능성은 문장을 구로 착각한다든지， 

무와 주격을 혼동하는 경우와 같이 현실화되기도 한다.21) 이러한 위험을 줄이 

는 방지책으로 휴지 및 특정 억양이나 어순， 혹은 특정한 구문형태 등의 보조 

전략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것들은 보장성을 갖지는 않는다. 

무의 사용 여부는 언어에 따라 다를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황이나 장르， 화 

자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즉， 무는 문법화되기도 하지만 화 

용적으로 선택되기도 한다. 무와 유형태 간에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 일반 

적으로 두 사용모드 간에는 ‘경제성， 신속성， 닫힘성(혹은 화자지향성)’ 對 ‘정 

확성， 안전성， 열림성(혹은 청자 지향성)’이라는 대럽이 존재한다. 이미 주어진 

정보가 많을수록， 닫힌 그룹 구성원들 간의 구어 대화체일수록 무가 선호되는 

21) 문장을 구로 착각하는 예들은 HashimotoWl69:84), Hengeveld0992:211)에 인용되 
어 있다 대격과 주격을 혼동하는 예로는 예문 (9)의 “Tpasa"를 “주격 목적어”라 

칭 하는 Timberlakd1974)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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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러한 대립에 근거한다. 구어대화체에서는 참여자들 간의 관계가 긴밀 

할수록 좀더 많은 사전 지식이 공유되고 전제되며 이를 바탕으로 화자는 경 

제적 방식으로 말하기 전략을 짜게 된다. 아울러， 그는 (객관성이나 정확성이 

희생되더라도)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핵심이 되는 것에 집 

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도 세우게 된다. 예컨대， 청자가 화자 자신에 

게 차가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리라고 전제하는 화 

자는 “y MeH~ eCTb MaWHHa. 내게논 차가 있어 대신 “y MeH~ “MOC I< BH'-I". 내게 

는 “모스크비치”가 있어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무에 대한 고찰의 결과， 러시아어 PRED의 무는 BE의 생략이나 하부유형 

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것은 일체의 의미나 형태를 갖지 않는 

범주적 무 개념에 기초한다. 무와 BE는 PRED를 다루는 두 개의 다른 전략 

이다. 

VI. 결론 

현대러시아어에서 술부에 N/ADJ!LOC가 나타나는 구문의 PRED는， 

1. 시제와 서법이 무표적일 경우 가장 기본적 유형은 무이다. 즉， 특별한 사 

항이 없는 한 PRED는 유형태적 구현체를 갖지 않는다. 무는 휴지 혹은 

특정 어순이나 특정 격과 같은 보조적 신호를 통반할 수는 있지만 자체 

적 결절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BEfunc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시제나 서법이 유표적일 경우 기본적 유형은 6bITb이다. 즉， 시제나 서법 

의 표현 이외의 어떠한 의미나 기능도 갖지 않으면 PRED는 6bITb로 구현 

된다. 6bITb는 BE유형어의 BEmorph에 비해 기능량， 사용범위， 사용빈도 

수 변에서 상당히 제한적이다. 6blTb는 대체로 동사화 경향을 보이지만 

(BE를 첨부하는 대신 술부 N/ADJ!LOC 자체의 술부성을 높이는 무유형 
어 특유의 전략이 선택될 때에는) 접사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3 구문의 진리성이 단언될 펼요가 있을 경우에는 eCTb로 구현된다. 현대러 

시아어의 eCTb는 더 이상 6bITb의 3인칭 단수 현재 활용형으로 볼 수 없 

다논 점에서 형태론적으로는 6bITb로부터 독립하였지만， 어휘 차원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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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소사라는) 별개의 품사를 형성 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편， 기능적 

으로 eCTb는 BEfunc의 일원으로서 진리성 변에서 무와 대립관계에 놓인 

다. 

4. 술부 N에 의해 표현되는 자질을 좀더 부각시키고자 할 때에는 3TO로 구 

현될 수 있다. 3TO에 의한 술부 N 부각 전략은 3TO의 지시대명사적 직시 

성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계사 3TO"와 지시대명사 3TO는 어휘 

의미차원에서 한 단어로 간주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기능적 차원에 

서 “계사 3To”는 지시대명사 3TO와 달리 PRED의 구현체로서 BEfunc의 

영역에 속한다. 

5. 특정한 상적 혹은 어휘적 의미나 뒤앙스가 추가될 때에는 유사ÔblTb동사 

들로 구현된다. 유사ÔblTb동사들도 어휘의미차원에서는 원천동사와 동일한 

단어로， 그러나 기능적 차원에서는 원천동사와 달리 PRED의 구현체로서 

BEfunc의 영 역 에 속하는 것 으로 보는 것 이 합당하다. 

/\ 
/1 ........ \ 

BElex 3TO 유사ÔbITb동사군 

/\ 

/\\ 
BEphon 

[+강세] 

BEaffix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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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BE and Null: The Russian Case 

Lee, In-Young 

The ultimate aim of this article is to provide a new and universal 

perspective for BE and Null. For this purpose the Russian Null and BE, 

including ÕblTb, eC Tb, "copula 3TO" and pseudo-ÕblTb verbs are exarnined. 

The already existing hypotheses on BE such as multi-meaning hypothesis , 

copula hypothesis, existence hypothesis, and no-meaning hypothesis are 

critically reviewed. It is argued that BE is a functional make-up for the 

compensation of the low degree predicativity of the N/AD]!LOC in the 

predicate. In Null( -orientedl type languages synthetic strategy may be 

applied instead of the an머ytic strategy adjoining BE to the N/ AD]!LOC in 

the predicate. The Russian "category of state" provides an example of 

synthetic strategy: ÕblTb in the "category of state" construction may be 

incorporated into the "category of state" and serve as affix. 

The Russian Null, used with unmarked tense and unmarked mood, is 

not to be viewed as a subtype or omission of BE. "Null" simply indicates 

that the sub-node of PRED under which BE is realized does not exist. In 

order to avoid communicational misconception, it may be accompanied by 

such supplementary devices as pause (with non-terminative intonationl, 

word order, or case. 

When PRED needs an explicit form to express marked tense or marked 

mood, ÕblTb is selected as default. Its only function is to serve as the 

indicator of marked tense anψor marked mood. When extra function or 

meaning (or shades of meaningl is to be added, forms other than ÕblTb are 

selected. 

ECTb is selected when the truth of predication is to be assert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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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m Russian eCTb is not the 3rd person, singular present form of 6b1Tb 

as in Old Russian any more. At morphological level it should be regarded 

as an independent unit. At lexical level, however, it didn ’ t achieve an 

independent status (as a particle) yet. At functional level as a subtype of 

(archi- )BE it is opposed to Null with its function of asserting the truth of 

predication. 

The typical peripheral subtypes of functional (archi- )BE are "copular 3TO" 

and pseudo-6b1Tb verbs. "Copular 3TO" is selected if the property expressed 

in the predicate N is to be emphasized, while various pseudo-6b1Tb verbs 

are selected when stylistic, aspectual or lexical meaning (or shades of 

meaning) is to be added. At lexical level "copular 3TO" shares the same 

lexeme with the demonstrative pronoun "3TO" , and pseudo-ÕblTb verbs with 

the formally identical original verbs. The ambiguous status of "copular 3TO" 

and pseudo-6b1Tb verbs can be explained by the multi-level analysis 

proposed in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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