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어의 곡용에서 어미 이형태의 분포 

최 성 호* 

1. 들어가기 

곡용(曲用， sklonenie, dec1ension)은 전통적으로 명사 어휘소의 독용식 

(dec1ensional pattern) 선택이라는 시각에서 기술되어 왔다. 하나의 명사 어휘 

가 문장내의 특정 통사환경에 일치하는 형태-통사자질소(morphosyntactic 

property; 앞으로는 단순히 “자질소”로 지칭)를 할당받아， 자신의 어휘형태 

Oexica1 representation, 앞으로는 “어휘형”으로 지칭)를 그 자질소에 대응하는 

곡용형태(inflected word-form, 앞으로는 “곡용형”으로 지칭)로 변모하는 것을 

곡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어떤 특정 명사어휘소의 곡용식이란 명사가 표 

현할 수 있는 모든 자질소에 대응하는 곡용어미형 (dec1ensiona1 exponent)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러 한 일 반적 정 의 에 비 추어 , 러 시 아어 명 사곡용은 격 (case)과 수(number) 

의 문법범주(정확히는 굴절범주inflectional category)에 속하는 자질소(6개의 

격자질소와 2개의 수자질소)가 명사곡용형으로 실현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휘소 VODAl)는 (la)에서와 같은 곡용식을 가지며， 이에 

따라 (1b)와 같은 곡용 패 러 다임 (dec1ensional paradigm)을 형 성 한다. 

(1) a. 곡용식 b. 콕용 패러다임 

단수 초←1l즈 r 단수형 보「스 l 혀 。

기;ζ::.z극1 -a vod-a vod-i 
대격 -u -1 vod-u vod-i 
생격 1 -ø vod-i vod-ø 

* 충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어휘소는 대문자로 문자전사(transliteration)하고 어휘소의 어휘형만을 표상하고자 할 

때에는 / /의 음소표기 (phonemic notation)로 적고， 곡용된 단어는 이탤릭체로 적기로 

한다. 즉， ‘숙모’를 의 미 하는 어 휘 소는 TETJA로 표기 하고， 그 어 휘 형 은 /t’ ot’a/로， 그 

곡용된 단어 는， 단수주격 t'ot'a, 단수대 격 t'ot'u, 단수생 격 t'ot'i 등으로 표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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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격 e -ax vod-e vod-ax 
여격 e -am vod-e vod-am 
조격 -이 am ’i vod-oj vod-am'i 

c. 곡용류 {VODA， SESTRA, Muzè1"1A. SIROTA, etc.} 

러시아어에서는， 여타의 다른 굴절어에서도 그렇듯이， 자질소는 통합적으로 

kumulatively) 실현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자질소에 하나의 어미형이 대 

응되는 것이 아니고， 상이한 범주에 속하는 둘 이상의 자질소가 통합해서 하 

나의 어미형으로 실현된다는 것이다.(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격’이라는 자 

질소와 ‘단수’라는 자질소는 통합되어， 명사어휘소 VODA의 어간에 하나의 어 

미형 -u로 설현된다(즉， vod-u). 이러한 ‘자질소복합체 곡용어미형’의 쌍들의 

집합을 곡용식이라고 한다면， (1a)의 곡용식을 가지는 어휘부류 (1c)처럼， 특 

정 곡용식 을 가지 는 어 휘 들의 집 합을 곡용류(declension class)라 부를 수 있 

다. 곡용에 관한 이러한 전통적인 기술은 원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설정된 곡 

용식에 어떠한 곡용류가 대응되어 있는지에 그 초점을 맞추어 왔다고 할 수 

있다(Svedova et 외. 1970, Zaliz띠ak 1980, RG 1980, Wurzel 1984, Carstairs 1987, 

Corbett 1991, Halle 1994, Arnoff 1994, Carstairs-McCarthy 1994, Timberlake 

2어4 등 참고). 

본 연구는 이처럼 곡용 패러다임 전체을 근간으로 하여 설정된 곡용식을 

어떠한 어휘들이 선택하는가 하는 어휘선택적 접근방법 대신에， 곡용 패러다 

임을 형성하는 개개의 자질소복합체들을 실현하는 (변)이형태들이 어떠한 분 

포를 보이는가 하는 이형태 분포의 측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다.2) 개별 자 

질소복합체들이 여러 개의 실현형(즉， 변이형-접사)을 가질 때， 이들의 분포를 

기술하는 것이야말로 어미이형태를 다루는 굴절형태론의 가장 기본적 작업이 

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포적 측면에서 이형태 문제를 접근하는 가장 근본적인 

2) 본고에서는 이러한 “형태론적 분포주의”의 기술적， 설명적 타당성에 대해서 특별 

히 논의를 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분포우선적 접근방법은 어휘우선적 접근방법 

이 낳을 수 있는， 어미변이체의 분포적 일반화에 대한 기술상의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나마 지적한다. 예를 들면 러시아어에서 단수격들의 이형태 분 

포와 복수격들의 이형태 분포는 그 분포의 요인， 구조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 

이는데， 이러한 분포적 차이에 대한 일반화는 어휘 우선적 접근방법에 의해서는 

포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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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전통적 어휘선택적 접근방식의 가정처럼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자질소 

복합체들 모두가 항상 동일한 분포를 이룬다고 우리는 선험적으로 단언할 수 

는 없기 때문이다. 분포의 동일성 여부는 경험적 분석의 결과로 획득되는 것 

이지， 이론적인 가정의 문제가 아니다(3장 참고). 

이러한 시각에서 다루게 될 러시아어 콕용형태론에 관한 본고의 논의는 다 

음과 같은 점을 그 주된 논제로 다루게 될 것이다. 첫째， 곡용어미형들의 분 

포를 결정하는 요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계층적 문제를 다룰 것이다. 부연하 

면， 분포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다수로 존재할 때， 요인들 사이에는 계층적 포 

함관계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2장 참고). 둘째， 러시아어 명사 곡용의 요 

인의 하나로 간주되어온 곡용류의 자의성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2장의 논의 

결과 부각되는 분포적 요인 중 그 계층적 위계에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를 

차지 하는 소위 “곡용류꾀는 요인은， 새 롭게 제 안된 어 휘 형 Oexical form)에 

의해 특성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동기화된 요인임을 주장한다(3장 참고). 마 

지막으로， 성 (gender) 범주의 이중성을 다룰 것이다. 본고는 성범주의 역할이 

명사와 형용사에서 다르다는 점을 논증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제안된 “일치류 

(soglasovatel' nyj klass)"의 부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4장 참고). 

2. 분포적 요인: 그 계층적 관계 

서론에서 간략하게 지적했듯이， 이형태 분포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 

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요인들이 분포상 관여적인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분포적 요인 그 자체에 대한 일반적 유형론에 대해 논의하기로 한 

다. 

2. 1. 요인의 유형론 

곡용어미 이형태의 분포적 요인은 크게 어휘적 요인과 비어휘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휘적 요인이란 이형태의 출현조건이 어휘소의 어휘적 특성 

에 의해 기술되는 요인이다. 어휘소의 어휘적 특성이란， 어휘소가 자의적으로 

혹은 어휘규칙 Oexical rule)에 의해서 할당받은 특성으로， 첫째， 어휘의 의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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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둘째， 음운적 특성， 셋째， 형태음운적 특성 등을 포괄하는 특성이다. 예 

를 들면， 활물성 (animacy)의 의미는 개별 어휘의 의미적 특성에 의해서 예측 

되는 어휘적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어휘형이 자음으로 끝나는가， 모음으로 

끝나는가 등은 개별 어휘가 자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운적 특성으로 볼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어휘소의 어간이라는 굴절형태론적으로 유의미한 단위가 

연자음성 (sharping)이라는 변별적 자질을 어간말 자음에서 가지는지 등의 여 

부는 어휘소의 형태음운적 특성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특성들이 이형태 분포 

의 조건으로 기능할 때 어휘적 (분포)요인의 자격을 가진다. 

한편， 비어휘적 요인이란 이형태의 출현이 특정 통사적 환경， 특정 화용-담 

화적 사용맥락 등에 의해 조건화될 때의 요언을 지칭한다. 예를 들면， 체코어 

명사 곡용에서 대부분의 남성명사의 경우 단수여격과 단수처격에서 2개의 이 

형태를 보이는데， 그 선택 요인은 해당 명사의 통사적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2개 이상의 남성명사가 하나의 구를 형성하고， 그 구가 

단수여격 또는 단수처격의 자질소를 할당받았을 때 해당 구의 마지막 위치에 

출현하는 명사는 OVl , 그 앞에 출현하는 모든 명사는 -u의 어미형을 취한다 

(가령 , Pan-u Jan-u Novák-ovi ‘Jan Novák 씨 에 게 ’(Janda 1996 참고) ). 

화용-담화적 요인의 예로 폴란드어 복수주격을 들 수 있는데， 남성인물명사 

(“virile nouns")의 복수주격 곡용어미형은 여타의 남성명사의 콕용어미형(이 

경우 복수대격과 동형 syncretism)과 일관성 있게 구별된다 (즉， studenc-i 학 

생; 남성; 복수주격 vs. nos-y 코; 남성; 복수주격(복수대격) 둥). 그러나， ‘경 

멸， 멸시’의 담화-화용적 의미를 담지하고 있을 때의 남성인물명사의 복수주격은 

비 인물명사의 복수대격 곡용어미형인 -y와 동형을 보인다(즉， student-y 복수주 

격; 경멸(Swan 2002 참고). 

비어휘적 요인으로 설명되는 이형태 분포의 특정은 그러한 분포가 특정 어 

휘류에 국한된다는 사실이다. 체코어의 -u vs. -OVl의 대립은 오로지 남성명 

사에 한정되어 있으며， 폴란드어의 ‘경멸’의 특별곡용어미형은 남성인물병사에 

한정되어 분포되어 있다. 후술되겠지만 러시아어에서 문체적으로 유표적인 

단수조격 곡용어 미 형 -이u는 제2곡용류에 국한되 어 있다(가령 , ien-o}u vs. 

ien-o}). 만약 이러한 이형태들이 분포상 국부적이지 않다면， 즉， 이들이 보편 

적으로 대부분의 명사에 실현된다면 이들은 이미 독립적인 격의 지위를 획득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그들의 출현을 조건화하는 비어휘적 요인은 

이제는 요인이 아니라 하나의 자질소로서， 적절한 환경이 주어지면， 다른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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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독립적 격처럼， 모든 명사에 보편적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 

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러시아어에서의 소위 제2생격， 제2처격이 독립된 격인지의 

논쟁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분명히， 이들 두 격이 

실현되는 장소는 국부적이다. 이들은 수(number) ， 품사(parts-of-speech) ， 그 

리고 어휘류에서 제한적이다. 즉， 첫째 이들은 단수에서만 나타나고， 둘째 형 

용사 곡용에서는 표현되지 않으며， 셋째， 어휘적으로 제한적이어서(즉， 보편적 

이지 않아서)， 제2생격은 남성명사 중 ‘물질’을 표현하는 명사에만 나타나고 

(예 sokolad-u 효콜렛， 짜-u 차 등)， 제 2처격은 어휘적으로 명시되는 약간의 

“제 1곡용류” 명사와 “제3곡용류” 명사에만 나타난다(예 sad-ú 정원; 제 1곡용 

류， stepιf 초원; 제3곡용류 등).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본고는 이들 곡용어미 

형을 독립적인 격의 실현으로 보지 않고， 각각 생격과 처격의 이형태중의 하 

나로 간주한다，3) 

2.2. 러시아어 명사 곡용 

러시아어의 명사 곡용을 다룰 때， 단수에서의 격 이형태 분포와 복수에서의 

격 이형태 분포는 근본적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는 사 

실을 우선적으로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실의 진위문제는 이형태 분포에 

대한 논의를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서는 분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 

펴보기로 한다.4) 

3) 이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 “이형태”들이 특정의미， 즉 생격이형태 -u는 소 

위 ‘부분성 (partitivity)’의 의미를， 처격이형태 -디는 ‘순수한 장소’의 의미를 보인다 

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이다. 기섣 이형태들이란 의미는 동일하고， 그 

분포만 상보적으로 차이 나는 형태들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본격적 

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의미는， 후술되겠지만， 이들 곡용어미형이 

직접적으로 표현(즉， 상징 symbolization)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적으로 주어진 것으 

로 본다. 즉， 이들 이형태들은 이러한 통사환경적 의미에 의해서 조건화된， 즉， 비 

어휘적 요인에 의해 출현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4) Stankiewicz(1968), Svedova외 (1970), Zaliz띠ak (1980) , Bametová외 (1979), RG(1980) 
등의 논저를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본고에서 논의할 대상에서 형용사어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 성 (family name)을 지칭하는 명사 등은 제외된다. 전자는 어휘형의 유 

표성， 후자는 의미의 유표성으로 인해 곡용에 있어 예외적 패턴을 보이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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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단수 곡용 
러시아어 명사의 단수 곡용시 아래와 같은 이형태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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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stol-ø, kost ’ -ø, p’ IS ’m-o, vod-a 
stol-ø, kost ’ ø, brat-a, p'is ’m-o, vod-u 
stol-a, kost’ -i, brat-a, p'is ’m-a, vod-i 
stol-e, kost’ -i, brat-e, p ’ IS ’m-e, vod-e 
stol-u, kost' -i, brat-u, p’ IS ’m-u, vod-e 
st이 om, kost' -ju, p’ IS ’m-om, vod 이， 
zen-oju 

U 

JU 

a 
U 

U 

oJu 

단수곡용 

격 곡용어미형 

주격 ø 0 a 
대격 g 

생격 

처격 

여격 

조격 

O 

----

e 

oJ 

a 

U 

om 

e 

(2) 

2.2.1.1. 단수주격 본고에서는 어휘형을 단수주격형과 동일하게 

때문에， 단수주격 곡용어미형들의 분포는 어휘소의 음운적 특징으로 

고 본다，5) 다시 말하면， 단수주격 θ는 어 휘 형 이 자음으로 끝나는 

분포하고， -0는 어휘형이 O로 끝나는 어휘소에 ， -Q는 어휘형이 Q로 

어휘소에 분포한다. 

2.2.1.2. 단수대격 우선， 단수대격 곡용어미형 -u가 분포하는 어휘들(예를 

들변 KNIGA, ZENA, MUZCINA, SIROT A, SUD ’]A 등)은 어 휘 형 이 Q로 끝나는 명 

사들로 특성화된다. 이들 명사류들을 성 (gender)으로 특성화할 수는 없다. 왜 

냐하면 MUZCINA처럼 남성명사도 -u를 취하고， SIROTA처럼 양성(common 

gender)명사도 -u를 취하기 때문이다. 

곡용어미형 -Q를 취하는 어휘들(예/braν， /gost ’/, /slon/ 등)은 어휘형이 

자음이나 -0로 끝나는 남성명사 중 활물성 명사에 국한된다(다음 단락 참고)， 

곡용어미형 O를 취하는 어휘들(예: /p ’ IS ’mo/, /mor' 0/ 등)은 어휘형이 -0 

로 끝나는 중성명사들이다. 여기에서 중성명사로 한정하는 것은 어휘형이 -0 

로 끝나는 남성활물성 명사(예/bolCi앓0/ 늑대; 지대형， /podmaster ’jo/ 견습 

생 등)는 -Q를 취하기 때문이다，6) 

마지막으로 -θ는 자음으로 끝나는 모든 남성명사 중 불활물성명사(예: /stoV, 

표상하기 

기술된다 

어휘소에 

끝나는 

이러한 결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펼자의 다른 논문(Choi Ms)을 참고. 

imja 유형의 중성명사는 단수대격 곡용어미로 -a를 취한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 
어에서 모든 중성명사의 단수대격형은 단수주격형과 동형 (syncretism)이다.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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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밟on/ 등)와 자음으로 끝나는 모든 여성명사7)( 예: /kost' /, /1 ’ubov’/ 등; 그 

리고 유일한 남성명사 /put’/)에 분포한다. 

이상과 같이， 단수대격 이형태의 분포는 어휘소의 음운적 특성， 즉 어휘형 

이 그 주된 요인 이 됨 을 알 수 있다. 이 러 한 상위 요인 외 에 성 과 활물성 등 

의 요인이 하위적으로 관여한다. 

2.2.1.3. 단수생 격 우선， 단수생 격 곡용어 미 형 -1는 어 휘 형 이 Q로 끝나는 

모든 명사와 어휘형이 자음으로 끝나는 모든 여성명사에 분포한다 (예: 

/kniga/ knig-i , 새ost’/ kost'-i 등). 곡용어 미 형 -a는 어 휘 형 이 자음으로 끝나 

는 (여성명사를 제외한) 모든 명사와 O로 끝나는 모든 명사에 분포한다 (예: 

/stol/ stol-a, /gost’/ gost' -a, /mor’0/ mor ’ -a, 등). 

곡용어 미 형 -u는 자음으로 끝나고， ‘물질’을 의 미 하는 약 60여 개 의 남성 명 

사(예 BENZIN， GAZ, SUP, CA], KON ’]AK 등)와 20여개의 추상명사(예 GOLOD， 

KRIK NAROD, STRAX 등)에 한해서 통사적으로 ‘부분성 (partitivity) ，이 표현되는 

맥락에서(예: stakan 여ju， mnogo narodu 등) 출현한다. 따라서， 전술했던 바 

와 같이 ， -u의 출현은 비어휘적 요인에 의해 조건화되면서， 어휘적으로 제한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단수생격 이형태들의 분포 역시 어휘형에 의거 기술되고， 부차적으로 성범 

주， 어휘의미자질(‘물질’)이 관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2.2.1.4. 단수처격 어휘형이 자음으로 끝나는 여성명사가 -1를 취할 뿐，8) 

여타의 모든 다른 명사는 -e를 선택한다. 자음으로 끝나고 어간강세를 가진 

20여개의 여성명사(예: /dal ’/, /step’/ 등)의 경우에는， 강세이동이 발생하여 

7) “어휘형이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중 여성명사”라는 진술과 “여성명사 중에서 어휘 

형이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라는 진술은 그 외연이 동일하다. 그러나， 남성명사의 

경우， -a로 끝나는 남성명사도 -a로 끝나는 여성명사와 동일한 곡용어미형들을 선 

택한다는 점에서 어휘형이 성보다 더 상위의 계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자의 진술을 택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8) 어간이 -ij로 끝나는 모든 명사의 경우(예 /gen ’ ij/， /zdan ’ijo/, /laboratorija/ 등)， 

처격 어미로 -1를 취한다고 기술할 수도 있지만맨(예예 o g，양enij-i，’ v z，띠뼈nz띠Iυ'J-괴1，’ U 

laboratorij감 등)， 이 어미에 강세가 놓이는 명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비강 

세 /e/와 /ν는 동일한 음성형으로 실현된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들의 단수처격 

어미형도 무표의 -e로 실현된다고 해석한다. 따라서， 0 genij-e, v zdanij-e, v 
laboratorij-e 등. 끼렬 표기에 나타나는 ”는 /e/의 일종의 표기 관행으로 본다 (예: 
。 reHHH， B 311aHHH, B J1aÕOpaTop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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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용어미형에 강세가 떨어진다.9) 

어휘형이 자음으로 끝나는 남성명사 중 어휘적으로 명시된 약간의 일음절 

어간 명사의 경우， 단수처격 어미로 -U를 취하기도 하는데， 이는 순수히 장 

소(또는 시간)를 표현하는 통사맥락에서 사용된다 (예 v sadú 정원에서 vs. 

o sade 정원에 관해， Worth 1984 참고). 이 경우에도， 어간 강세를 가진 명사 

의 경우엔， 강세이동으로 곡용어미형에 강세가 놓인다. 

2.2.1.5. 단수여격 곡용어미형 j는 어휘형이 자음으로 끝나는 여성명사에 

분포하고， -e는 어휘형이 -a로 끝나는 명사， -u는 그 이외의 모든 명사， 즉， 

자음으로 끝나는 (여성명사를 제외하고) 모든 병사와 O로 끝나는 명사에 분 

포한다. 

2.2.1.6. 단수조격 곡용어미형 -JU는 어휘형이 자음으로 끝나는 여성명사에 

분포하고， 에는 어휘형이 Q로 끝나는 명사， -om은 그 이외의 모든 명사， 

즉， 자음으로 끝나는 (여성명사를 제외하고) 모든 명사와 모든 중성명사에 분 

포한다. 

곡용어미형 -ψu는 에의 문체론적 변이형이다. 

단수 처격， 여격， 조격 등에서의 곡용어미형들의 분포 역시 어휘형에 의해 

서 1차적으로 기술된다. 성， 어휘의미， 통사적 맥락의미， 문체적 동기 둥은 단 

지 2차적 의의를 가질 뿐이다. 

2.2.1.7. 본 절의 논의는 요인들 사이에 계층적 관계가 성 립하고 있음을 명 

확히 한다. 단수주격형을 어휘형으로 채택하고 있는 본고의 입장에서는 단수 

주격에서의 이형태 분포는 그대로 어휘형에 의해 결정됨은 이미 지적된 바 

있다. 

단수대격형은 어휘형에 의해 1차적으로 그 분포가 결정된다. 그러나， 자음 

으로 끝나는 어휘형(“C(onsonant)-어휘형”으로 지칭)을 가지는 명사 중 여성 

명사는 g를 보이고， 남성명사는 재차 활물성 요인에 의해， 즉， 활물성 명사이 

면 단수생격과， 비활물성 명사이면， 단수주격과 동형을 이룬다. 이러한 계층적 

관계를 표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일 수 있다. 

(3) 단수대격형 분포요인들의 계층적 관계 
어휘형 > 성 > 활물성 

9) 엄격히 말하면， 강세이동은 어간변이 (stem allomorphy)의 문제이지 어미변이 

(desinence allomorphy)의 문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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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생격의 경우 역시 어휘형에 의해 1차적으로 구분된다. 2차적으로 c-어 

휘형을 가지는 명사 중 남성명사와 0-어휘형 명사는 Q를 취하며， 다시 3차 

적으로 c-어휘형의 남성명사에 한하여 ‘물질’을 의미하는， 어휘적으로 명세화 

된 약간의 명사들인 경우， ‘부분성’이라는 통사적 맥락에 의해 조건화된 요인 

(즉， 비어휘적 통사적 요인)에 의해 -u를 취하게 된다. 계층적 관계는， 

(4) 단수생격형 분포요인들의 계층적 관계 

어휘형 > 성 > ‘부분성’ 

단수처격의 경우도 유사한 계층적 양상을 보인다. 우선 c-어휘형을 가지는 

명사중 여성명사에 -1가 분포하고， 나머지 모든 명사에 -e가 분포한다. 다만 

남성명사 중 ‘장소성’이라는 비어휘적 요인에 의해 -e대신에 u가 선택된다. 

(5) 단수처격형 분포요인들의 계층적 관계 

어휘형 > 성 > ‘장소성’ 

단수여격과 단수조격 공히， 어휘형과 성에 의해 결정된다. 다만， a-어휘형은 

단수조격에서 문체적 요인에 의한 이형태를 가진다. 

(6) 단수여격/조격의 분포요인들의 계층적 관계. 
어휘형 > 성 (> ‘문체’) 

이상의 논의의 결과， 우리는 어휘형과 성 등의 어휘적 요인이 ‘부분성’， ‘장 

소성’， ‘문체적 고려’ 등의 비어휘적 요인보다 계층상 상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러시아어 명사 곡용의 이형태 분포는 주로 어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2.2.2. 복수곡용 

본 절에서는 복수곡용에서의 이형태 분포에 대해서 논의한다. 논의 결과는 

전술했던 바와 같이 복수곡용은 단수곡용과 다른 분포요인에 의해 동기화되 

어 있으며， 따라서 복수곡용을 단일한 곡용식으로 기술할 수 없음을 증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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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곡용에서 보이는 개별적 격들의 이형태는 다음과 같다. 

(7) ~검1L즈 1二고 ~% 

격 곡용어미형 

주격 e, a, 1 

대격 a, 1, OV, eJ , ø 

생격 OV, eJ. ø 

처격 ax 

여격 am 
조격 am ’i, m'i 

2.2.2.1. 복수주격 곡용어미형 -e는 특정 민족명， 특정 도시인명 등을 의미 

하면서 (대체로) 단수화(singulative) 파생접사({(anHn})가 통합된 남성명사에 

국한되어 출현한다 (예: /angl ’ican ’in/; 또한， /grélZdan ’in/ 시민， /krest ’ijan ’in/ 

농민， /xr'ist'ian ’in/ 기독교인). 곡용어미형 -Q는 모든 중성명사에 분포한다 10) 

또한 어간 첫음절에 강세를 가지는 남성명사(예/béreg/， /nómer/, /póezd! 
등; 또한 /proféssor!, /ucítel ’/ 등 약간의 남성명사)에서도 곡용어미형 -Q가 

출현한다 11) 그 밖의 모든 명사는 -1를 취한다. 

복수주격의 이형태 분포가 1차적으로 성 (gender)에 의해 결정됨이 주목된 

다. 이것은 단수곡용에서의 분포는 어휘형에 의해 1차적으로 결정되는 것과 

대비된다. 단수에서 a-어휘형을 가지는 여성명사들과 c-어휘형이면서 여성인 

명사들은 서로 다른 어미패턴을 보이는 반면(즉， /lm ’ iga/와 !kost'/) , 복수에 

서 이들은 모두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같은 주격어미형을 보인다(kn'ig-i와 

10) 0-어휘형이라고 기술하지 않는 이유는 어휘형이 -0로 끝나는 중성명사 뿐만 아니 
라， 단수곡용에서 c-어휘형의 여성명사처럼 콕용하는 IM]A 유형 중성명사 역시도 

콕용어미형 -a를 취하기 때문이다; 예: /okno/ okn-a 복수주격， /im ’a/ im'on-a 복 
수주격. 

11) 강세가 어간에서 어미로 이동하는 강세변이는 복수주격에 의해 조건화된 것이 아 

니고， 복수 자체에 의해 조건화된 것이다. 왜냐하면 단수의 모든 격에서 어간 첫음 

절에 떨어지는 강세가 복수의 모든 격에서 어미 첫음절에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 

라서， 복수주격의 어미가 a의 강세어미를 갖는다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잘못된 

진술이다 이러한 강셰이동을 가지는 명사들에 있어서 강세 이동은 복수를 지표 

(index)한다는 식의 진술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적 기능이 어간이 

형태의 일부로서 강세이동(즉， 어간강세 > 어간 비강세， 즉， 어미강세)이 보이는 

‘문법(의미)적” 기능(Worth 1984 참고)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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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t'- i). 

2.2.2.2. 복수대격 복수대격은 다양한 곡용어미형에 의해 실현되지만， 이러 
한 다양성은 복수대격이 보이는 동형성 때문이다. 즉， 복수대격 곡용어미형은 

활물성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활물성 명사는 복수생격 어미형과 동형이고， 

불활물성 명사는 복수주격 어미형과 동형이다 (예: /zona! 아내 ion-θ (복수 
대격 혹은 복수생격)， /dom/ 집 dom-a (복수대격 혹은 복수주격)， /slovo/ 단 

어 slov-a (복수대 격 혹은 복수주격 ) 등). 

복수대격의 곡용어미 선택이 전적으로 활물성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 

실 역시 단수대격에서의 곡용어미 선택과 두드러지게 차이나는 사실이다. 단 

수대격에서의 활물성 요인은 오로지 제 1콕용류 내의 남성명사에만 국한되기 

때문이다. 

/cudov ’ i양0/와 같은 중성명사의 경우， 단수대격은 단수주격과 동형 

(cudov'isc-o)이지만， 복수대격은 복수생격과 동형 (cudov'i삶-ø)인 것은 동일 

한 단어라도 단수와 복수에서의 곡용식 요인이 상이함을 드러내 주는 또 하 

나의 의미있는 사실이다. 

직업， 사회적 역할 등을 의미하며， 활물체를 지시하는 명사들의 경우(예: 

SOLDAT 군인， GOST' 손님， PROFESSOR 교수， PREDSEDATEL ’ 의장 등)， 전치사 

가 동반되는 특정 통사적 환경에서(예 On posel v soldaty ‘그는 군인이 되었 

다’， Vybrali ego v predsedateli ‘그는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등)， 불활물성 명 

사로 취급되어 복수주격형과 동형을 이룬다. 소위 ‘제2처격’， ‘제 2생격’ 등의 

경우에서처럼 (2.2.1 참고)， 특정 통사적 요인에 의해 조건화된 격형태 선택의 

예이다. 

2.2.2.3. 복수생격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복수생격의 곡용어미형의 분포는 어 
휘형의 음운적 속성에 의해 기술된다. c-어휘형이면 ov나 -ej의 곡용어미형 

을 취하고， V 어휘형(모음으로 끝나는 어휘형)이면 -α의 곡용어미형을 취한 

다(Jakobson 1957/1971, Stankiewicz 1968, Janda 1996 등). 전자의 경 우， -ov 

와 eJ’의 선택은 어휘소의 어간말 자음의 연음성 자질에 의해 결정된다. 즉， 

어간말 자음이 연자음이거나 기능적 연자음 (s i 13) 일 때는 -ej( 예 /gost’/ 

gost-강， /kost ’ / kost-씬， /vrac/ vrac-ej, /noc/ noδ 강 등)， 그 외 의 자음일 

때에는 -ov( 예: /stol/ stol-ov , /konec! konc-ov , /muzej/ muzej-ov 등)가 선 

택된다. 

복수생격의 이형태 분포는 따라서 어휘형의 음운적 속성과 형태음운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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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말 자음의 음운자질적 속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2.2 .4. 복수처격， 여격， 조격 이들 세 격은 이형태를 보이지 않는다. 복수 

조격의 곡용어미형 -m'i는 고형(古形)으로 점차 그 빈도수가 낮아지고 있다 

(예: /mat’/ mater'-m'i;그러나， mater'-am'i도 가능). 

2.2.2.5. 요약 러시아어 명사의 복수곡용은， 따라서， 단수곡용과 전혀 다른 

분포요인에 의해 지배받는 것으로 결론낼 수 있다. 복수주격에서의 1차적 분 

포요인은 성이고， 대격에서의 동형성은 활물성에 의해 결정되고， 생격에서는 

어휘형의 음운적， 형태음운적 속성이 그 분포요인으로 기능한다. 분포요인의 

계층적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8) 복수에서의 분포요인의 계층적 관계 

a 복수주격 
성 > {어휘형에서의 강세위치， 어휘의미} 

b. 복수대격 

활물성 

C. 복수생격 

어휘형의 음운특성 > 어간의 형태음운적 특성 

2.3. 결론 

2장에서의 논의는 러시아어 명사의 단수곡용에서 곡용어미의 이형태의 분 

포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어휘형의 음운적 특성이라는 점을 드러내 보인다. 

다시 말하면， 단수에서 모든 격의 이형태들의 분포는 어휘형이 어떤 음운으로 

종결되는가에 의해 1차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12) 그러나， 복수곡용에서의 

격어미형의 분포는 비단 어휘형의 음운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않을뿐 

더러， 각각의 격의 이형태들의 분포가 일관된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않는 

다. 

다음 장에서는 본 장에서 논의된 분포적 요인들을 바탕으로， 러시아어 명사 

12) Corbett( l99 l), Andersen(1996) 등에서는 러시아어 및 우크라이나어 명사곡용에 있 
어서 곡용류의 설정은 자의적 어휘명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견해를 개진하고 있 

는바， 이것은 본고에서 주장하고 있는 어휘형에 의한 콕용식의 동기화라는 견해와 

뚜렷하게 상치된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 어휘형의 “어간 표상론”과 “굴절형(단수 

주격형)표상론”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덧붙인다(3.3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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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용을 위해 전통적으로 설정되어 온 “곡용식”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 

다. 

3. 곡용식: 분포의 돔일성과 동기성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굴절형태론에 대한 전통적인 기술적 시각은 개별 

어휘가 어떠한 격-어미형 집합(즉 곡용식)을 선택하는가 하는 어휘선택적 시 

각이었다. 이러한 시각은 자연언어에서 모든 어휘가 그 자신에게만 특유한 격 

-어미형 집합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즉 서로 다른 격-어미형 집합의 

수는 제한적이어서， 많은 어휘들이 동일한 격-어미형 집합을 공유한다는 경험 

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 기술의 특징은 어떤 한 어휘가 모든 가능한 자질소들(러시 

아어 명사곡용에서는 127H 의 자질소복합체들이 존재)에서 어떤 어미형 집합을 

취하는가를 관찰하고， 그 어휘와 같은 어미형 집합을 취하는 어휘들을 묶어서 

하나의 어휘류(즉， 곡용류declension class)를 설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고 

에서 누차 지적했듯이， 곡용어미 이형태들의 분포라는 시각에서 보면， 모든 

가능한 자질소복합체들의 실현이형태들이 동일한 분포 요인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술적 태도에는 잘못된 일반화의 도출 가능성이 내 

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굴절형태론에 대한 일반화논 하나의 자질소(복합체)의 이형태들의 

분포에 대한 면밀한 분석에서 도출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각각 

의 이형태들이 보이는 분포요인의 동일성이 확인되어야 곡용식의 설정이 가 

능하고， 거기에 따른 곡용류의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해 구 

체적인 논의를 진행시켜 보자. 

3. 1. 단수곡용 

단수곡용에서 모든 격들의 이형태의 분포는 1차적으로 어휘형이라는 동일 

한 요인에 의해 기술된다고 지적했다. 부연하면， 단수곡용에서 각각의 자질소 

에 대응하는 특정 곡용어미형은 동일한 어휘형을 공유하는 어휘들에 분포한 



292 러시아연구 제 14권 제2호 

다. 이 진술을 어휘소의 시각에서 해석한다면， 그것은 동일한 어휘형을 공유 

하는 어휘소들의 부류는 특정 곡용어미들의 집합을 선택한다는 것에 다름 아 

니 다. 즉， 이 는 단수곡용에 곡용식 이 존재 하고， 각각의 곡용식 에 대 응하는， 어 

휘형에 의해 정의되는， 곡용류를 설정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2장의 단수곡용 

의 이형태 분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곡용식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9) 러 시 아어 단수곡용 
c-어휘형 0-어휘형 a-어휘형 c-어휘형 

여성 

주격 g 0 a g 

대격 θ a o a U g 

생격 a U a 
처격 e U e e 
여격 U U e 
조격 om om oJ oJu JU 

먼저， a-어휘형을 가지는 곡용류를 “II 곡용류 II-곡용류가 보이는 곡용식 

을 “II-곡용식”으로 지칭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11 곡용류는 단수콕용에서 II 

곡용식을 선택한다는 일반화를 도출할 수 있다. 이를 분포의 시각에서 기술한 

다면， II 곡용식은 11-곡용류의 명사들에 분포한다. 이와 유사하게， 어휘형이 

자음으로 끝나는 어 휘 들 중 여 성 인 어 휘 들을 III-콕용류라고 한다면， III-곡용 

류에 속하는 명사들은 III-곡용식을 선택한다고 일반화할 수 있다. 

한편， 0-어휘형을 가지는 명사들과 (III-곡용류 명사들을 제외한) c-어휘형 

을 가지는 명사들은 주격과 대격을 제외하는 여타의 격들에서는 격어미를 공 

유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두 어휘형의 명사틀은 하나의 어휘류로 통합될 수 

있으며， 이들을 I 곡용류라 지칭하면， 우리는 1-곡용류는 1-콕용식을 선택한다 

고 일반화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일반적인 곡용어미형들에 이질적인 어미 

형의 출현은 특별한 요인에 의해 동기화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생격에서 U 

의 출현은 ‘부분성’이라는 통사적 요인에 의해， 처격에서 U의 출현은 ‘장소성’ 

이라는 통사적 요인에 의해 조건화된다는 것이다. 한편， 주격어미형 -0 vs. 

-θ의 출현은， 정의에 의해서， 어휘형에 의해 결정되고， 대격에서 동형성 

(syncretism)을 결정하는 요인은 성 (gender)과 활물성 (animacy)이다. 남성 활 

물체 명사는 생격과 동형이며， 그 외의 명사는 주격과 동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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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다시 곡용식을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1 0) 러 시 아어 단수곡용(완결) 

명칭 1-콕용류 II-곡용류 III 곡용류 
정의 c-어휘형 0-어휘형 a-어휘형 c-어휘형 & 여성 

주격 g 0 a g 

대격 =주격~생격 =주격 U =주격 

생격 a U 

처격 e U e 
여격 U e 
조격 om 이 OJU JU 

(1 0)의 표는 다음과 같은 러시아어 명사곡용에 관한 일반화를 표현한다. 

@ 러시아어 명사의 단수곡용은 어휘형에 의해 정의되는 곡용류를 제 1차적 

분포요인으로 갖는다. 이것은 단수곡용시 각각의 격들의 이형태 분포는 곡용 

류라는 동일한 요인에 의거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2) II 콕용식은 II-곡용류에 분포하며， 단수조격의 경우， 곡용어미형 -OJU는 

II-곡용류 명사에 한하여， 문체적 요인에 의해 동기화된다. 즉， 문체적 요인은 

곡용류 요인의 하위 요인이다. 

@ 러시아어의 가장 무표적인 곡용식은 1-곡용식이다. 본 곡용식이 분포하 

는 1-곡용류는 특별히 정의되지 않지만，13) 몇 개의 격에서 보이는 이형태들의 

분포는 특별한 하위요인들， 즉， 성， 활물성 등의 어휘적 요인과， 부분성， 장소 

성 등의 비어휘적 요인에 의해 동기화된다. 이러한 요인들은 1-곡용류의 어휘 

들에서만 작동하는 하위요인들인 것이다. 

이렇듯， 각 격을 실현하는 이형태들의 분포를 분석하는 우리의 방법론은 러 

시아어 명사의 단수곡용에서 이형태들의 분포는 곡용류라는 단일한 제 1차적 

요인에 의해 공변이(covariation)하는 곡용식을 가지며， 각각의 곡용식은 그 

자체로 독특한 하위요인틀에 의해서 변이하는 이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을， 다시 말하면， (10)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곡용식을 가진다는 굴절형태론적 

일반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은 곡용식 존재를 선험적으로 가정 

13) 왜냐하면， II 콕용류와 1-곡용류가 명시적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이다. Panini 원리라 
고도 불리우는 무표화 원리가 여기에서도 적용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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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어휘선택적 접근보다 기술적 타당성에 있어 우월하다고 볼 수 있다. 

3.2. 복수곡용 

러시아어 복수곡용에서도 단수곡용에서처럼 곡용류가 제 1차적 분포 요인으 

로 기능할까? 곡용류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는 하지만， 러시아어 명사곡용을 

다루는 대 다수의 논저 (RG 1980, Svedova외 1970, Corbett 1982, Timberl와% 

2004 등)에서 단일한 곡용류 요인이 단수와 복수의 어미선택을 지배한다고 기 

술하고 있다. 

그러나， 복수곡용의 이형태 분포에 관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러시아어 

복수곡용의 경우， 주격， 대격， 생격에서 보이는 이형태의 분포는 단수독용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그러한 곡용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2.2.2절에서의 논의 

를 바탕으로 복수곡용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1) 러 시 아어 복수독용 

격 격어미형 

주격 [중성비-중성] 

[단수화 & 남성] [어간강세 & 남성] 나머지 모두 

a e a 
대격 [활물체] 

=생격 

[v-어휘형] 

[불활물체] 

생격 

=주격 

[c-어휘형] 

[어간-연자음] [어간-경자음] 

g eJ ov 
격
 
격
 
격
 

처
 
여
 
조
 

ax 
am 
am ’i(-m ’i) 

위의 복수곡용에 관한 일반화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인다. 첫째， 러시아 

어 명사의 복수곡용에서 각각의 격은 자신에게 특유한 분포요인에 의해 이형 

태를 규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분포요인이 단일하지 못하다. 

이것은 복수곡용에서는 단수에서와 같은 곡용식을 설정할 수 없음을 보인다. 

둘째， 위의 사실로부터 자명하게， 복수곡용에서는 단수에서 설정된 곡용류를 

분포요인으로 설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셋째， 복수 곡용에서 이형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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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모든 격들에서 어휘적 요인들간의 계층성은 발견되지만， 비어휘적 요인 

은 찾아지지 않는다. 이는 곡용이형태의 분포는 어휘적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 

는 것이 무표적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사실중의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무 

표의 단수곡용에서는 비어휘적 요인에 의한 이형태가 발견되지만， 유표의 복 

수곡용에서는 비어휘적 요인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4) 

3.3. 이형태의 돔기성 

지금까지의 논의는 러시아어 명사곡용에서 이형태의 분포는 자의적인 어휘 

적 명세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어휘적， 비어휘적 특성에 의 

해 동기화되어 있음을 명료하게 보인다. 

사실， 러시아어 곡용이형태가 동기화되어 있다는 주장은 어휘소의 음운적 

표상을 단수주격형의 음운표상과 동일하게 설정한다는 제안으로 인해 가능한 

주장이다. 만약， “어휘형=단수주격형”의 가정이 부재하다면， 즉， “어휘형=어간” 

이라는 전통적인 가정 하에서는 명사곡용 이형태의 분포는 자의적이라고 주 

장할 수밖에 없다 15) 본고에서는 전자의 타당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는다. 다만， 어간이형태， 강세이형태 등의 변이형론 뿐만 아니라， 음운의 변 

이음론에서도 변이형， 변이음의 분포는 동기화되어 있다는 사실만 지적하고자 

한다 16) 다시 말하면， 어미 이형태들의 분포를 결정하는 것은， 독립적인 원인 

에 의해서 그 존재가 인정되는 다른 (어휘적， 비어휘적) 요소들인 것이고， 역 

으로 이러한 요소들에 의해 이형태의 분포는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볼 때， 러시아어 명사의 단수곡용에서 곡용식이라는 격 어미형 

14) 이 는 Brøndal(1943)의 Principle of Markedness Compensation에 잘 부합된다. 
15) 물론， 단수 주격형을 어휘소의 형태론적 특성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형태론적) 어 

휘적 특성으로부터 콕용식의 분포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은 콕용 

식에 대한 정보를 직접 어휘소에 명세하는 방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16) Clark(1970)의 “대조원리 (Principle of Contrastl"를 이형태론에 적용한다면， 그것은 

분포의 지표성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Carstairs - McCaπhy(1994)의 

제안도 참고). 한편，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도 동기화되어 있지 않은 변이형도 존재 

할 것이다. 본고의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자의적 이형태들은 “유표적”이며， 따라서 

동기화된(즉， 보다 무표적인) 이형태에 동화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콕용형 

개신의 원인에 대한 본고의 주장은 Wurzel(1984!1989)의 설명과 상이하다. 이에 대 

한 정밀한 논의는 다른 논문으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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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역시， 독립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 존재가 인정되는 다른 요소에 의해 동 

기화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이다. 요컨대， 단수곡용의 

곡용식은， (0)에서 제시되어 있듯이， 어휘형(=단수주격형)에 의해서 정의된 

곡용류에 의해 o차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4. 형용사 곡용 

러시아어 형용사곡용은 명사곡용과 중요한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본 장에 

서는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4. 1. 성: 자질소 혹은 요인? 

2장에서 필자는 성 (gender)이 명사곡용에서 자질소의 일부가 아니라， 분포 

요인의 하나로 기능함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하면 러시아어 명사의 콕용어미 

는 격과 수를 표현하는 형태소이며 성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러시 

아어 명사가 곡용할 때 대개 127ß 의 꿀철된 단어를 상정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2개의 수*6개의 격 =127TI 의 자질소통합체).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명사 독용에 있어서， 성은 오로지 어휘적 분포 요인으로만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용사 곡용의 경우 상황은 다르다. 

우선 형용사의 콕용이 가지는 형태-통사론적 의의부터 논의하자. 형용사는 

문장에서 핵어 (head)-명사의 수식어 (modifier)라는 통사적 기능을 수행할 때， 

자신이 수식하는 핵어-명사가 가지고 있는 격과 수의 자질소뿐만 아니라， 성 

의 자질소에서도 일치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합체상(syntagmatic)의 일치 

(agreement, soglasovanie)를 다루는 이론적 기제는 다양할 수가 있지만，17)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수식어로서의 형용사의 굴절은 자신이 수식하는 핵어-명사 

의 자질소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17) 일례로 어휘부의 규칙에 의해 생성된 형용사 굴절형 중， 통합체상의 핵어가 가지 
는 자질소에 일치하는 자질소를 가지는 굴절형이 선택되어 통사구조 상에 삽입된 

다고 기술할 수도 있고， 통사구조에 삽입된， 굴절 전의 형용사 어휘소가 일치의 통 

사규칙에 의해 핵어 명사로부터 자질소를 할당받아， 굴절형태론에서 굴절된다 

(inflect)고 기술할 수도 있다(Stump 200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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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수식어-형용사가 핵어-명사의 일치 자질소를 복사하여 자신의 자질소 

로 가진다고 가정한다면 수식어-형용사가 보이는 굴절형의 양상과 핵어 명 

사가 출현하는 통사-의미적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자질소를 복 

사하여 자신의 자질을 가지는지 가추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한 추론의 

결과 우리는 적어도 러시아어 형용사가 수식어의 역할을 할 때 그것은 핵어 

명사의 수와 격의 자질소를 복사함을 명백히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전통 

적인 기술에서도 모두 동의해 옹 부분이다 18) 

문제가 되는 것은 성범주인데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 

다. 첫째， 핵어-명사의 성범주는， 명사곡용에서처럼， 형용사에서도 분포요인으 

로만 기 능 한다(Carstairs-McCarthy 1994, Aronoff 1994 참고). 이 러 한 해 석 에 

따르면， 형용사도 병사처럼 수와 격만을 표현하고， 성에 의해 구분되는 형용 

사 굴절형들은 오로지 변이형들이라고 주장하게 된다. 예를 들면， 러시아어 

형용사 rIOU-ij, nou-q.o, rIOU-qjQ 의 세 굴절형은 모두 단수주격의 자질소를 

표현하는 변이형들이며， 그 분포는 핵어-명사의 성에 의해 결정된다. 즉， 

nov-lj는 핵어-명사가 남성일 때 ， nov-oJo는 중성일 때 ， nov-대Q는 여성일 때 

나타난다. 복수에서는 모든 격에서 하나의 굴절형만이 출현하기 때문에， 변이 

형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성은 분포요인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그러나， 형용사가 왜 핵어-명사의 격과 수는 일치에 의해서 할당받으면서， 

핵어 명사의 성은 할당받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에 이 견해가 합리적인 설명 

을 제공하기란 어려울 것 같다. 또한 형용사 단수곡용에서 성이 분포 요인으 

로 기능한다면， 그것은 성의 세 자질소(남성， 여성， 중성)에 의해 정의되는 세 

개의 콕용류를 설정하는 셈이 된다. 명사에서의 곡용류란 명사어간에 통합되 

는 동일한 곡용어미형의 집합을 공유하는 명사어혐소의 집합이라면， 형용사 

에서의 곡용류란， 형용사어간에 통합되는 동일한 곡용어미형의 집합을 공유하 

는 명사어휘소의 집합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즉， 명사와 형용사에서 

콕용류의 정의가 달라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곡용류의 

정의가 품사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형용사 역시， 곡용류를 동일한 곡용어미형의 집합을 공유하는 형용사어휘소 

18) 그러나 사실은 이부분에 관해서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즉， 형용사의 모든 
굴절형은 변이형들이며， 그 분포는 핵어 명사의 성， 수， 격의 자절소들에 의거한다 

고 보는 것이 그것이다. 이 경우， 형용사 곡용어미가 표현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 

는 것이 결국 문제가 될 것이다. 



298 러시아연구 재 14권 채2호 

의 집합으로 정의해야 명사에서의 정의와 평행적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 

면， 명사곡용의 이형태가 명사자신의 어휘적 특성에 의해 그 분포요인이 결정 

되듯이， 형용사 곡용에서도 그 이형태가 형용사 자신의 어휘적 특성에 의해 

분포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면，19) 곡용류라는 개념은 이 경우에 적용되는 것 

이다.때)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형용사의 곡용어미는 성， 수， 격의 세 자질소들 모두 

표현하는 중첩 형 태 (cumulative morph)로 간주한다.21) 다시 말하면， 성 은 러 시 

아어 형용사곡용에서 자질소로 기능한다. 

4.2. 형용사의 곡용식 

러시아어 일반형용사의 굴절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2) 러시아어 일반 형용사의 굴절(수식어의 통사적 역할) 

단수 스
 

1 보
 
「

남성 τ X「서 。 여성 

주격 nOV-1J nov-oJo nov-aJa 

대격 =주격~생격 =주격 nov-uJu 
생격 nov-ovo nov-이 

처격 nov-om nov-oJ 
여격 nov-omu nov-oJ 

조격 nov-lm nov-oJ 

nov-1Je 
=주격~생격 

nov-1X 

nov-1X 

nov-lm 

nov-lm ’i 

예를 들면， nov-uJu라는 굴절형에서 곡용어미 -띠u는 ‘여성， 단수， 대격’이라 

는 자질소들을 표현한다.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은， 첫째， 

복수곡용에서는 성의 구별은 중화(neutralization)되고， 둘째， 주격과 대격을 제 

외하고， 나머지 격들에서 남성과 중성의 구별이 중화되며， 셋째， 대격에서 ‘활 

19) 이점에 대해서는 곧 논의될 것이다. 체코어에서， 형용사 어간 말 자음의 연자음성 

에 의해 두 곡용류가 설정되는 경우도 그 예로 볼 수 있다. 

20)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Zaliznjak(1968), Corbett(1991)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일치 

류(soglasovate1’nyj klass)"를 통한 형용사 굴절형태론 기술에 동의할 수 없다(4.3. 

참고). 

21) 덧붙여야 할 사항은 이러한 결정은 형용사가 핵어 명사의 자질소를 복사해 자신의 

자질소로 삼는다는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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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성’ 범주가 덧붙여 표현되는데， 단수대격에서는 남성명사와 통합되었을 경 

우에만， 복수대격에서는 보편적으로 표현된다. 결론적으로， 위의 굴절형들은 

성， 수， 격의 세 자질소들을 표현하는 서로 다른 형태소들이며， 한 형태소의 

변이형이 아니다. 

그렇다면， 형용사에서도 곡용어미 이형태는 존재할까? 성， 수， 격 세 자질소 

는 동일하고， 곡용어미형은 상이한 그러한 경우가 존재할까? 대답은 긍정적이 

다. 하지만 형용사곡용의 이형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동의되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현대 표준 러시아어에서 소위 “연변화식”이라는 개념은 허구이다. 이 

를테면， SINI], VECERNI] 등의 형용사들은 “연변화”하는 형용사라고 기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오도된 음운분석에 의한 것이다. 예컨대 <sinij ， 

sinjaja, sinee>22)은 s'in'-ij, s'iκ-aja， s'in'-ojo 등으로 음운분석 된다. 즉， 이 

들은 “연변화”하는 형용사가 아니라， 위의 /nov너/와 동일한 곡용어미형을 취 

하는， 어간말자음이 연자음인 형용사이다. 

둘째， BOZI], SOBACI] 등의 소위 “물주형용사”는 주격(과 대격)에서 명사의 

곡용어 미 형 을 취 한다는 점 이 다. 즉， <bozij , sobaCij>는 각각 bo짜-θ， 

sobacij-ø로 형태소 분석되며， 어간의 음운 i는23) 출몰모음이다. 이것은 

<boεja， sobac'ja> , <boz'je, sobaC'je>등의 주격형에서， 각각 bo킨-α 

soba진 a; bo킨;-0， sobaψi-O 등으로 형태소 분석되고， 전술한 출몰모음이 모음 

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사라지는 사설로 확인된다 

셋째， 소위 “물주형용사”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라는 점이다. 위의 BOZI], 

SOBACrJ 등 뿐만 아니 라， MAMIN, OTCOV 등도 소위 “(물주)형 용사”로 간주되 어 

왔는데， 이들 단어가 명사라고 주장할 근거가 러시아어에서는 발견되어지지 

않는 것 같다.24) 소위 “소유대명사"Umoj/ /nas/ 등)에서도 직격에서는 명사처 
럼 곡용하는데(예 moj-ø， m이-0， mψ-a， moj-i; 그러나， 사격에서는 

moj-ovo, moj-om, moj-omu, moj-im) , 이 들 역 시 모두 형 용사로 취 급되 어 져 

22) < >안의 표기는 문자전사한 것이다. 
23) 이러한 종류의 형용사에서 나타나는 출볼모음은 강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 i대신에 

e를 설정해도 무방하다. 한편， 어간 말 -j-는 명사 /bog/와 /sobakal의 어간에 통 

합되어 물주형용사 어간을 형성하는 접사이다. 

24) 그러나， 고지소르비아어 (Upper Sorbian)에서는 이와 유사한 형태를 명사로 보아 
야 한다. 여 기 에 대 해 서 는 Choi(200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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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할것같다. 

위 두 번째 사실은 우리의 논의의 대상인 형용사의 이형태 문제와 직결되 

어 있다 즉， 물주형용사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3) 접미사 { -j}를 통합한 물주형용사의 굴절 

단수 효--，초즈 ’: 

남성 중성 여성 

주격 bozij-ø bozj-o bozj-a bozj-i 

대격 =주격~생격 =주격 bozj-u =주격~생격 

생격 bozj-ovo bozj-oj bozj-ix 
처격 bozj-om bozj-oj bozj-ix 

여격 bozj-omu bozj-oj bozj-im 
조격 bozj-im bozj-oj bozj-im ’i 

물주형용사 접미사 {-j}를 통합하고 있는 (10)의 형용사는 주격과 대격에서 

명사콕용어미를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단/복수 주격과 대격은 이형태를 가지 

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분포 요인은 물주성 (pritjazatel' nost’)에 의 한다. 

한편， 물주 접미사 {-ov}를 가지는 형용사는 다음과 같은 곡용식을 보인다. 

(14) 접 미 사 {-ov}를 통합한 형 용사의 굴절 

단수 보--，스 1 

남성 중성 여성 

주격 otcov-ø otcov-o otcov-a otcov-i 
대격 =주격~생격 =주격 otcov-u =주격~생격 

생격 otcov-a otcov-oJ OtCOV-IX 

처격 otcov-e(-om) otcov-이 OtCOV-IX 

여격 otcov-u otcov-oj otcov-lm 
조격 otcov-omCim) otcov-oJ otcov-im ’i 

접미사 {-ov}를 가지는 물주형용사는 주격과 대격에서 명사곡용어미를 취 

할 뿐 아니라， 남성과 중성의 자질소를 가질 경우 모든 사격에서도 명사곡용 

어미를 취한다.정) 

25) 접미사 { -in}를 가지는 물주형용사(예 mam'in-， Sasin- 등)는 (10)과 (11)의 곡용 

식을 바리안트로 가지고 있는데， 대명사의 곡용식이기도 한 (10)은 새로운 변이곡 

용식이고， (11)은 오래된 변이콕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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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에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형용사콕용에서 직격에는 두 개의 이형태가 존재한다. 즉， 하나는 형용사 

고유의 어미형이고(-ij， -ojo, -aja; -ije) , 하나는 명사의 격어미형이다(-α -0, 

-a; -i). 이때 이들의 분포는 ‘물주성’에 근거한다. 즉， 명사의 격어미형은 물주 

형용사에 분포한다. 다시 말해， 직격에서 두 개의 곡용류가 존재한다. 

사격의 경우에는， 형용사 수식어가 남성 또는 중성의 자질소를 가질 때， 이 

형태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형용사 고유의 어미형이고( -ovo, -om, -omu, 

-im) , 다른 하나는 명 사의 격 어 미 형 이 다(-a， -e, -u, -om). 이 들의 분포 요인 

은 접사 {-ov}를 가지는 물주형용사이다. 따라서 사격에서도 두 개의 곡용류 

를 설정할 수 있다. 

4.3. 성범주의 이중성 

본고의 논의는 러시아어의 성범주가 가지는 이중적 성격을 명료하게 드러 

내 보인다. 성범주는 명사곡용에서 곡용어미의 변이형들의 분포를 결정짓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지만， 형용사곡용에서는 곡용어미의 자질소의 일부를 형 

성한다. 

Z머iznjak(967)은 형용사 수식어의 굴절형태론을 토대로 동일한 (격과 수 

의) 곡용어미형 집합(=“일치식”이라고 지칭함)을 선택하는 명사어휘류를 “일 

치류( soglasovatel ’nyj klass)"로 지칭하고， 이들 일치부류와 성과 활물성과의 

상관성을 논의하였다. Corbett(991)에서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Zaliznj따‘에서 설정된 6개의 일치식 중에， 3쌍(예: /stoV vs. /brat/, /okno/ vs. 

/cudov ’ i항0/， /voda/ vs. /s ’ ostrψ)의 일치식들은 최소한의 자질소들에서만 차 

이가 날 뿐， 대부분의 자질소들에서는 동일하다는 점(예를 들면， /stoV과 

/brat/는 단복수 대격에서만 상이한 형용사 곡용어미형을 취한다)에 무게를 

싣고， 각각의 쌍에서 곡용어미형의 차이를 가져오는 명사어휘류의 특성을 “활 

물성”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리고， 3쌍의 명사부류를 “성”으로 지칭하였다. 이 

러한 Corbett의 시각은 기존의 성범주의 개념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는데， 

그는 성범주를 이루는 세 개의 “성”은 3개의 형용사 일치식을 근거로 해서， 

즉， 통사-형태적 형식을 근거로 해서 설정한 것이었다. /stol/과 /braν의 일치 

식을 조건화하는 것은 소위 “남성”이고， /okno/와 /cudov ’ i합0/의 일치식을 조 

건화하는 것은 “중성"， /voda/와 /s ’ ostra/를 조건화하는 것은 “여성”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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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다. 

이렇게 통사-형태적으로 정의된 세 개의 명사부류에 속하는 명사들의 구성 

원 요건은， Corbett에 의하면， 명사어휘들의 의미적 특성(즉， 자연적 성 sex)과 

그들의 곡용류에 의해 할당된다고 주장한다(Corbett 1991:34-37), 물론 명사어 

휘소가 어떠한 콕용류에 속하는가는 전적으로 자의적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Corbett의 성범주에 대한 시각은 필자의 입장과 완전히 대립된다. 

Corbett는 형용사곡용에서 성범주는 분포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필자 

는 자질소의 일부로 본다. 형용사곡용에서 성범주를 분포요인으로 보는 시각 

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4.1절에서 상론하였다. 둘째 Corbett는 성범주를 통사 

형태적 일치식에 의해서 정의된 명사류로 보는 반면 필자는 성범주를 어휘소 

의 어휘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휘범주로 본다. 펼자는 성범주는 명사어 

휘소들의 의미적 특성(즉， 자연적 성， ]akobson(1960/1971) 참고)과 음운적 특 

성 (C 어휘형， a-어휘형， 0-어휘형)에 의해서 정의된다고 본다. 셋째， Corbett 

는 명사곡용식에 대응되는 자의적으로 설정된 곡용류를 매개로 하여(그의 

“Morphological Assignment Rules"(Corbett 1991:36)), 형 용사 일 치 식 에 의 해 

설정된 일치류(즉， 성)에 의해 예측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명사곡용의 

이형태 분포를 결정하는 자의적 명사부류(곡용류)가 형용사콕용의 이형태 분 

포를 결정하는 다른 명사부류(일치류 즉 성)의 구성원 요건을 결정한다는 것 

이다. 한편， 필자의 입장은 명사단수곡용의 이형태 분포를 결정하는 곡용류는 

어휘소의 음운적 특성(즉， 어휘형) 및 하위 요인에 의해 동기화되어 있으며， 

형용사 곡용을 위해 또 다른 명사부류 즉 일치류 둥을 문법에 설정하지 않는 

다. 언어기호의 동기화와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잣대로 보아 본고에서 제안 

된 기술이 우월하다고 할 수 있겠다. 

5. 결론 

본 논문은 러시아어의 명사와 형용사의 곡용을 이형태 분포론의 시각에서 

다루었다. 그 결과， 러시아어 명사곡용시 발견되는 다양한 분포 요인들사이의 

계층적 구조를 포착할 수 있었고 전통적으로 설정된 “콕용식”이 사실은 단수 

곡용에만 유효하며， 복수에서는 어떠한 곡용식도 설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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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하였다(2장 참고). 

더 나아가， 펼자의 기술은 러시아어 명사곡용의 변이형들의 분포는 자의적 

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어휘적 특성 비어휘적 요인들에 의해 동 

기화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3장 참고). 이러한 분포의 동기성은 곡용상의 변 

이형이 가지는 언어기호의 잉여성을 보완해 준다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사곡용과 형용사곡용을 비교하면서， 러시아어의 성범주는 이 

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명사곡용에서는 분포 요인의 하나로， 

형용사곡용에서는 자질소통합체의 일원으로 기능한다는 사실은 기존에 설정 

되어온 “일치식”에 의한 일치류 즉 성의 정의가 가지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 

하는 열쇠임을 논증하였다(4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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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nence Allomorphy in Russian Substantival 

and Adjectival Dec1ension 

Choi, Sung-Ho 

π1Ìs pa~r argues that desinence allomorphy should be described in terms of 

distribution려 factors rather than in 따ms of lexi때 selection of declensional 

pattems. The approach taken in this 맹，~r captures the ran에ng relation among a 

variety of distributional factors, which are sugges다었 to be distinguished between 

lexical and non-lexical factors. Gen없lly speaking, lexical factors outrank 

non-lexical factors, as shown in the Russian declension. π1e distribution-based 

approach also confim1s that what has 1:x꿋n refl앉Ted to "declensional pattem" in 

the Russian declension must apply only to the singular inflection, since the 

lexi때 c1asses corresponding to declension pattems are effective as a 

distributional factor OTÙy for the singular inflection. The desinence allomorphy in 

the plural i따lection does not allow one to establish such declensional pattems as 

posited for the singular pattems; each case has its own distribution govemed by 

different factors. Finally, on the basis of the c1aim that gender functions as a 

factor for substantive declension, whereas it functions as an element of 

feature-combinations for the adjectival declension, this artic1e argues that 

desinence allomorphy in both a이ectival and subs떠n디V머 declension should be 

referred to by gender, which is one of lexical categories defin떠 solely by lexical 

characteristics. Gender is not a fom1al(i.e., syntactico-morphological) category that 

is defined in tem1S of 맹r없nent pattems manifested in the a이ectival declension, 
as sugges때 in Zaliznjak(1~7) ， Corbett(l99l), and many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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