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어 술부 형용사 다시 보기 

이 인 영. 

1. 서론 

현대러시아어 술부 형용사(PA)는 (불변사인 비교급을 제외하면) 장어미 

(LF) , 단어미 (SF) ， 조격어미(IF)의 세 형태로 나타난다1) LF는 통제자 

(controller)인 명사와 성， 수， 격에서 일치를 보이는 반면， SF와 IF는 성， 수에 

서만 일치를 보이며， LF, SF와 달리 IF는 무(無)구문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다.2) 

(1) a. OHa I< pacHsa5l .(LF) ‘그녀는 아름답다.’ 
b. OHa I<pacHsa.(SF) ‘그녀 는 아름답다.’ 
C. OHa ôblJIa I<paCHsolí. (IF) ‘그녀는 아름다웠다.’ 

모든 경우에 LF, SF, IF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니다. 어휘， 구문， 문체 차원 

에서 다양한 제한이 존재한다. 일례로， OTl.\OBCK때‘아버지의’， aMepHKaHCK때‘미 

국의’와 같은 관계적 형용사나 능동분사형은 SF가 불가능하며， 이차술어로 

는 LF와 IF만 가능하고(예 (2) ) 일부 LF는 구어 혹은 속어체로 제한된다 

(예: “OH rOTOBblìt ‘그는 준비되어 있다.’"). 

(2) OH sepHyJIC5I yCTaJI뼈(LF)/YCTaJIblM (IF)/*YCTaJI(SF). ‘그는 피 곤한 옴으 

로 돌아왔다.’ 

LF, SF, IF 간의 선택 및 제한에 대한 연구는 통사론(HCaQeHKo (1963) ，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분사형도 술부에서 LF. SF. IF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넓게는 PA에 포함될 수 있다. 
2) 역사적으로 보면 SF의 형태는 주격에 해당하지만 현대어에서 SF는 다른 격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므로 격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SF를 주격으로 간주 

하는 견해 (Kp*뼈I<osa(1968:216))와 비교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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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by(1973) , Baylin(2001), Richardson(2001)), 의 미 론(Timberl와얻(1986) ， 

Filip(2001), Demjjanow and S며gin(2003))， 문체론(TOJlCTOÜ (1966) ), 담화 

(Ueda(1994)) 둥 다양한 차원에서 시도되어왔다. 홍미로운 점은 이 분야의 연 

구에서는 유난히 상충되는 결과들이 눈에 많이 띈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시 

성 은 SF의 특성 으로 간주되 기 도 하고(mBeJlOBa H JlP. (1982:557)) IF의 특성 으로 

간주되기도 하며 (JIonaTHHa (1966:508)) ， SF의 특성에 대해서는 일시성이라는 주 

장 외에 탈시간성 (Guiraud-Weber(1993:87))이라는 주장도 대두된다. 현대러시 

아어에서 SF가 쇠퇴하고 있다는 일반적 주장(mBeJlOBa H 매.(1982:293) )과 달리 

SF는 여전히 건재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Kp*H*KoBa(l968) ， Ka3aBqHHCKa~ 

(1987)). 형 태들 간의 무/유표성 문제에 있어서도 Mpa3eK(1964)은 LF를， 

Babby(l973)나 HCaQeHKo (l963)는 SF를， 그리고 Kp*H*KOBa (l968)나 Guiraud - Weber 

(1994:551)는 IF를 무표적 성 원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혼란스러움은 PA에 대한 일반 모국어사용자들의 모호한 혹은 엇갈 

리는 반응을 볼 때 예상되는 결과이다. (다양한 반웅의 예로는 예 (4) 및 각 
주 18)을 보라.) 연구결과는 자료의 시대적 분포나 장르， 문체， 작가/화자의 개 

인적 성향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PA구문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논란이 가능한 구문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II장， 

특히 각주 14)를 보라). 여기에 덧붙여， 기존 연구의 많은 수가 LF 대 SF, 혹 

은 IF 대 비(非)IF라는 식의 이분법으로 진행된 점도 혼란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단일차원적 접근으로는 결코 모든 경우가 설명될 수 없다는 견지에서 다요 

인설(Nichols (1981) , Gustavsson(1976))이 나 통계 적 접 근(HHKYHJlacH (1993) ， 

Røed(1966))이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서 제시되는 요인들 중 

어떤 것들 - 예컨대， 성(性)이나 어순 - 은 과연 그것이 요인인지， 아니면 단 

순히 PA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는 것인지가 불분명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접근방식은 상충되는 요인들이 공존할 때 화자의 결정이 어떻게 귀결 

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3) 

효율적 가설은 표면적으로 혼란이나 모순 혹은 공존이 발생할 때 그 원인 

까지 설명해 줄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신축성있는 것이라야 할 것이다. PA와 

3) Nichols(1981)에서 동일한 문장이 요인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고 있는 점은 이러한 

약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예로， 247변과 251변의 “~eHa npHBeJla ero JlOMO~ 

nb~Horo(LF)/nb.SIHhIM (IF)."에 대한 상충되는 설명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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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급변하는 범주의 경우 이러한 요구는 특히 절실해진다. 이러한 요구의 

실현은 가설의 정태성을 극복하고 가설체계 자체가 역동적으로 진화해 가는 

것으로 파악할 때 가능하다. 개인이나 문체/어체에 따른 차이， 나아가서 러시 

아어가 보이는 다른 언어들과의 차이도 이러한 역동적 진화 내에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11. 수식적 LF와 서술적 LF 

영어에서는 하나의 AD] 형태가 서술과 수식 두 기능 모두를 갖지만 러시 
아어에서는 LF만이 두 기능 모두를 가질 뿐 SF와 IF는 수식적 기능을 갖지 

않는다. 

(3) KpacHBa~/*KpacHBa/*KpacHBa~ aeBymKa ‘아름다운 소녀’ 

러시아어는 영어와 달리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을 가지므로 LF가 서술적 기 

능을 갖는지， 수식적 기능을 갖는지가 때로는 모호할 수 있다. 

(4) 0뻐 BblTa뻐ßH ßOaKy rp~3Hy~. ‘그들은 더 러운 배를 인양했다./ 그들이 

인양한 배는 더 러웠다.’ (Nichols(1981 :257)) 

예 (4)에 대한 모국어사용자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Nicho!s(1981:257)의 응 

답자 중 두 명은 수식적 해석만을 허용한 반면， 한 명은 서술적 해석도 가능 

한 것으로 판단한다. LF의 어휘의미， 어순， N과의 거리， V와의 의미적 연결 

성， 후행절의 존재 등이 결정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LF 

의 어휘의미가 항시적 속성보다 일시적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수록， LF가 N의 

뒤에 오고 N과 멀수록， V와의 의미적 연결이 강할수록， 후행절이 존재할수록 

서술적 해석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BE/무(無)구문의 경우에도 LF의 서술적 기능과 수식적 기능간의 모호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5) a. 뼈aH ao6pblR. ‘이 반은 선 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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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BaH llo6p뼈 'IeJlOBeK. ‘이반은 선량한 사람이다.’ 
c. HBaH 'IeJlOBeK llo6p뼈. ‘이반은 선량한 사람이다.’ 

통상， (5-a)의 “llo6p뻐”는 서 술적 LF로， (5-b, c)의 “1l0ÕPbltí"는 수식 적 LF로 간 

주된다. 그러나 (5-b, c)와 (5-a)는 단언의 내용 면에서 차이가 없다. (5-b, c)에 

서 피enoBeK”는 어휘의미를 거의 상실한 총류적 분류사일 뿐이다. (5-C)에서처럼 

총류적 분류사가 LF를 선행하는 경우에는 총류적 분류사가 거의 계사처럼 기능 

하고 발음도 약화된다(TOJlCTotí(1966:181)를 참조하라). (5-C)에서 “qenOBeK”가 

계사처 럼 작용한다면 “1l0Õp뼈”는 서술적 해석 쪽으로 기울게 된다.4) 

이상의 논지는 (5-a)와 (5-b, c)가 동일한 심층구조를 갖는다는 주장으로 수 

렴된다. 그렇다면 (5-a)와 (5-b) 중 어느 것이 심층구조를 좀더 충실히 반영하 

는가? LF의 기본 기능을 수식으로 간주한다면 (5-a)는 (5-b)로부터 총류명사 

의 생략에 의해 도출된다고 보아질 것이다. 실제로， (5-a)와 “뼈aH lloõp(SF)." 

의 차이 를 묻는 질문에 대 해 다수의 모국어 화자들은 (5-a)가 SF구문과 달리 

(5-b)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고 응답한다. 이는 상당수의 모국어화자들에게 

LF와 수식이 불가분의 관계로 각인되어 있음을 시사한다.5) LF가 PA유형들 

중 유일하게 수식 기능을 갖는 형태라는 점， 그리고 N의 바로 앞에 (휴지 없 

이) 오는 LF에 대해서는 수식적 해석만 가능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 

다. 그러나 ‘총류명사 생략가셜’은 모든 PA LF가 LF+총류병사로 대치가능하 
지는 않은 점을 설명할 수 없다. 

(6) a. BbI BeCb MOKPblA. ‘당신은 온통 짖었어요.’ 
b. *BbI BeCb MOKpblA 'IeJlOBeK. ‘당신은 온통 젖은 사람입니다.’ 

예 (6-a)는 가능하지만 그것의 심층형태이어야 할 (6-b)는 비문법적이다.6) 

4) “lleHb 6μJl Jl CHb때. ‘날은 화창했다’에 서 와 같이 총류적 분류사가 문두에 오는 경 우 

나 “r Jla3a y Hee 6b1JlH Kpac뻐퍼e. ‘그녀는 눈이 예쨌다’와 같은 소위 ‘약한 존재구 

문’에서는 LF의 서술과 수식 기능 간의 모호성이 더욱 심각해진다. 실제로， 이 구 

문유형들의 LF는 연구자들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해석된다. 필자는 이 흥미로운 문 

제를 다음 논문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5) 수식을 LF의 기본 기능으로 전제하는 예로 WepoHoBa(1969)를 보라. 
6) 예 (6-b)의 비문법성은 AD]의 어휘의미 유형과 관련되어있다. MOKp뼈는 KpaCHB뻐 

처럼 개체의 속성적 자질을 보이는 ‘개체차원술어 Gndividual-level predicate)’가 아 

니라 구체적 시공 속에서 개체가 처한 상태를 보이는 ‘단계차원술어 (stage-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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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5-b)가 (5-a)로부터 도출된다는 가설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 

(5-b)에서 “qenOBeK”가 첨가되는 동기는 LF가 N의 수식어가 아님， 즉， (5-a) 

가 구가 아니라 절임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서 찾을 수 있다. ‘뼈aH rp03H뼈 

‘이반 뇌제 [잔혹한 이반]"’는 N과 LF의 결합으로 이루어지지만 절이 아니라 

구임을 보라. 이러한 접근에서는 LF에서 서술적 기능이 수식적 기능을 우선하 

는 것으로 간주된다. KpaCHBa~ neBymKa ‘a beautiful girl' • neBymKa, KOTOpa~ 

KpaCHBa~ ‘a girl who is beautiful'. 이러한 접근의 문제는 앞서 언급한 수식과 

LF 간의 불가분성에 대한 모국어사용자들의 직관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LF에 대한 통시적 고찰 

에서 찾아질 수 있다. 슬라브어에서 애초의 ADJ는 다른 인도유럽어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단순 형태로써 수식과 서술 기능 둘 다를 수행했다. (교회 

슬라브어 에 서 SF가 수식 과 서 술 둘 다에 사용됨 을 보라.) 따라서 (단순) ADJ 

가 원 슬라므어 3인칭대명사인 *H (<jb) ‘he’ 앞에 오게 되면 ‘the one, who 

is ADJ’라는 의미를 갖는 NP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때 ADJ 뒤의 3인칭대명 

사가 점차 선행 ADJ의 접어화하면서 원래는 ADJ+PRON으로 이루어진 NP였 

던 것 이 새 로운 형 태 의 ADJ로 재 해 석 된 다 [noôpb+jb]NP > [noôp뼈]ADJ. 이 새 

로운 ADJ 형태는 애초의 단순 형태와 더불어 한 ADJ의 두 변이체로 인식되 

게 되고 이들은 각각 LF 및 SF로 규정된다. 즉， LF는 애초에는 그 자체가 
ADJ+PRON으로 이루어진 NP에서 출발한 ADJ이다. 이 새로운 ADJ 형태는 

N과 성， 수， 격의 일치를 보이면서 N을 수식할 수 있게 되고， 상대적으로 SF 
의 수식 기능은 위축된다. 결국 수식적 기능은 LF가 독점하게 되고 LF와 수 

식적 기능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가설을 토대로， 적어도 통사적으로는 LF가 AD] 뿐 아니라 NP로도 

기능할 수 있다는 가설이 가능해진다.7) LF를 뒤따르는 N이 qeJIOBeK , lI<eH띠HHa 

predicate)’에 속한다(용어들에 대해서는 Carlson and Pelletier eds.(1995)를 보라). 
단계차원술어가 N을 수식할 경우 그 NP는 지시적 해석을 갖는다: “KaKO때 TO MOKpblll 
'IeJlOBeK Bac lI<lleT. ‘어떤 젖은 사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를 보라. (‘단계차원 
술어 +N’이 비지시적 해석을 가질 경우는 “그는 완전히 젖은 고양이이다와 같은 

은유적 표현으로 국한된다. 은유적 표현에서는 단계차원술어가 마치 개체차원술어 

처럼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술부 NP는 비지시적 해석만 허용하므로 술 

부에서는 일반적으로 ‘단계차원술어 +N’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반면 ‘개체차원술어 

+N’은 비지시적 해석도 허용하므로 술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7) LF 안에 인칭대명사적 요소가 들어있는 것으로 본다면 *“KpacHBa~ OHa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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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의미가 거의 없는 총류적 분류사인 경우(예 (5-b))는 LF에 대한 인 

식 이 NP로부터 ADJ로 넘 어 가는 과정 을 보여준다. 이 구문유형 에 서 술부의 

‘LF+총류적 분류사’는 형식적으로는 ADJ+N으로 이루어진 NP이지만 실제 내 

용 면에서는 LF만 (서술적으로) 사용된 경우와 같다. 즉， 이 구문은 LF의 NP 

적 원천에 대한 기억은 흐려졌지만 술부의 NP를 유지하려는 관성이 아직 작 

용하는 단계에서 LF 뒤에 형식적 N이 첨가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LF의 수식적 기능이 일반화되면서 술부의 ‘LF+총류적 분류사’도 일반 

적 ADJ+N처럼 인식되기에 이른다. 

현대러시아어에서 일부 LF가 완전한 N으로 품사 전환된 점도 고려해 보라: 

ÕOJIbHOß ‘환자’， y'leH뼈 ‘학자’， MßJlbIß/MHJIaR ‘연인， 사랑스런 사람，’ HaÕepell<HaR 

‘강변도로’， CTOJIOBaR ‘식 당.’ 

PA LF를 NP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한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주어가 부정사이거나 Bcë ‘모든 것’， 3TO ‘그것’， 혹은 추상명사인 구문에 

서는 술부에 LF가 불가능한데(“lIHTaTb/Bcë/3To/KypeHße - BpellHO(SF)/*Bpe,zlHOe 

(LF). ‘읽는 것/모든 것/그것/흡연은 해롭다’)， 이는 부정사나 양화대명사， 지 

시대명사， 추상명사가 인칭대명사로 조응될 수 없기 때문에 인칭대명사적 요 

소를 포함하는 NP인 PA LF가 올 수 없는 것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둘째， “OHß noxo없(SF)/*noxoll<He(LF) .1lpyr Ha .1lPyra(CH째eTpH'IH삐*띠MMeTpH'IHble; 

paBHbI/ *paBHble ). ‘이것들은 서로 닮았다(대칭적이다， 같다)."’에서와 같이 복수 

인 주어지칭체들 간의 상호관계를 표현하는 술부에 LF가 불가능한 이유는 

PA LF구문이 주어 NP와 술부 NP 간의 관계를 보이는 것임에 비해， 이러한 

문장의 목적은 주어 NP와 술부 NP 간의 관계가 아니라 주어 NP들 간의 관 

계를 보이는 데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PA LF가 NP라면 예 

(5-a)와 같은 구문은 ‘[Ivan]NP = [the one who is gOOd]NP’이 라는 대 등문으로 

볼 수 있 고， 여 기 서 ‘the one who is good'은 ‘the c1ass of individuals who 

are good'의 한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Ivan ε the c1ass of 

individuals who are good’이라는 관계를 보이는 것이 된다.N이 근원적으로 

‘단계차원술어’가 아니라 ‘개체차원술어’라는 점을 고려할 때 LF가 NP라면 이 

처럼 본질적 속성 표현에 LF가 사용되는 것은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8) 

그녀’”가 불가능한 이유는 인칭대명사의 이중 사용에 대한 제약으로써 설명되어질 

여지가 있다. 물론， 이러한 설명은 *“beautiful she"가 불가능한 이유까지 셜명해 

주지는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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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 (6-a)에서처럼 단계차원술어가 PA LF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것이 

NP의 지위를 차지하면서 마치 개체차원술어인 것처럼， 다시 말해서， 구체적 

시공에서의 상태가 마치 개체의 본질적 속성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표현력 

강화효과를 누리게 된다. 예 (6-a)에서 상태의 강도를 보이는 “ BeCb ‘온통”’가 

함께 쓰인 점에 주목하라. (COBCeM ‘완전히’ TaKoß‘그렇게도’ 등도 가능하다.) 

즉， PA LF로는 개체차원술어와 단계차원술어 모두 가능하지만 전자가 문체 

적으로 무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다음 예에서와 같이 개체차원술어가 사용되었는데도 마치 단계차 

원술어처럼 구체적 시공에서의 일시적 상태로 해석되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7) BhI H TaK xpa6pall. - HeT, Ta l< He xpa6pall(LF), a BOT cero,QHl! xpa6pall(LF). 

‘당신은 정말이지 용감하군요. • 아니예요， 저는 정말이지 용감하지 

않은데， 오늘은 용감하네요.’ (mBe ,QoBa(1952:87)) 

예 (7)의 응답 문장에서 개체차원술어인 “xpa6pa.ll"가 처음에는 개체의 속성 

으로， 그러나 두 번째에는 구체적 시공 - “오늘 으로 국한된 자질로 해석 

된다. ‘구체적 시공에서의 상태’라는 해석을 받는 PA LF의 특성은 ‘현장적’이 

라는 것이다. 위 예에서 “BOT”라는 직시사의 사용은 ‘현장성’을 뒷받침해 준다. 

(이러한 PA LF가 특히 구어에 집중되어 있음을 참고하라.) 과거나 미래 맥락 

의 경우에도 화자가 이야기세계로 직접 들어가 관찰하는 것처럼 표현된다는 

점에서 ‘현장성’은 유지된다(아래 예 (8)을 보라). (이 점에서 LF는 ‘역사적 현 

재’를 연상시킨다!) 현장적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라는 시공성이 이미 전제되 

어 있으므로 시공성은 커뮤니케이션 변에서 중요성을 잃으며 화자의 관심은 

자질 자체의 묘사로만 집중된다. 말하자면， 현장적 상황은 구체적 시공을 무 

시공화시키고 일시적 상태를 본질처럼 보이게 한다. ‘구체적 시공에서의 상태’ 

라는 해석은 텍스트 내에서 맥락적으로 이루어진 해석일 뿐 LF 자체의 불변 

의미가 아니다. 

마지막 과제는 PA LF가 BE나 무가 아니라 V와 함께 사용된 경우， 즉， 이 

8) 용어에 대해서는 각주 6)을 보라. 동사로부터 파생된 추상명사의 경우에는 동사적 

인， 따라서 단계차원술어적인 면이 남아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이 경우는 명사의 

핵심적 범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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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술어로 사용된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예 (2)를 다시 보자. 

(2) ’ OH BepHync~ yCTanwß. ‘그는 피 곤한 몽으로 돌아왔다 ’ 

예 (2)'를 보는 기존 시각은 대체로 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1) 계사적 

경향을 갖는 복합숨어구문(끼eKaHT(976)) ， (2) V구문과 LF구문의 연합(HCaqeHK。 

(963)), (3) 부가사(ADJUNCT)를 갖는 V구문(Babby(2003) ). 

우선， 첫 번째 가설부터 보자.N←V-LF로 이루어진 구문에서는 일반적으 

로 LF가 초점을 받고 V는 중요도가 LF에 비해 떨어지면서 어휘의미가 약화 

되어 계사적 경향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일상적이고 자주 사용되는 V, 맥 

락상 주어진 정보에 해당하는 V, 비유적으로 사용된 V일수록 계사지향성이 

높다. 전형 적 예로， J1ell<aTb ‘누워 있다’， Cl'llleTb ‘앉아 있다’， CTO~Tb ‘서 있다’ 

등의 위 치 동사나 XO따Tb ‘다니 다’， rrp뻐T I:I ‘오다’ 등의 동작동사를 들 수 있 

다.9) 그러나 이러한 동사들이 사용되어도 V가 어휘의미를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JleKaHT(976)는 V와 PA 둘 다를 숨어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V 

의 계사성을 인정하는 일종의 모순적 절충안을 제시한다. 문제는 이러한 절충 

안이 단순히 모순을 인정하는 것일 뿐 모순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특 

히， 타동문의 경우(예 (4))에는 V의 계사화라는 설정 자체가 부적절하므로 ‘계 

사적 복합술어설’은 PA LF구문 전체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예 (2)'를 두 구문의 연합으로 볼 경우 이러한 문제는 피해갈 수 있다. 그 

러나 이번에는 왜 이차술부로서 LF만 가능하고 PN(nom)이나 SF는 불가능한 

지가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OH BepHYJlc~."와 “OH repoH."를 연합한 *“OH 

BepHyJlol repoH(Nnom). ‘그는 영 웅으로 돌아왔다.’”나， “OH BepHYJlcR."와 “OH 

yCTaJl."을 연합한 *“OH XO띠T YCTaJl(SF)."은 비문법적이다. 한편， “OH BepHyJlcR 

YCTaJlblM (IF)."은 문법적이지만 섬층의 두 번째 구문에 해당할 *“OH yCTaJlbIM." 

은 비문법적이다. 연합가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합의 조건에 대 

한 좀더 치밀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합가설의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Babby(2003)는 이차절의 존재를 부정 

9) 예: (a) …。H CTo~n 06neTeBmHß, o3~6mHß. ‘그것은 잎이 떨어지고 언 채 서 있었다.’ 
(TeJIerpllMMll, NewrrhamWJ63:82)) (b) Mo~ MaMa TO)j(e rona~ ne째T. ‘우리 엄 마도 벗 

은 채 누워 계세요.’(nnaToHoB(1973:222)) (c) ... EφHMOBa np때na paLlOCTHa~. ‘예피모바 

는 즐거 워 하며 왔다.’ (AHKeTll , Newnham(1963: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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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LF를 VP의 부가어로 볼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LF는 IF(예 (14)- (18)) 

와 적어도 통사구조상으로는 변별되지 않는다. 나아가서， LF는 ADV(예 (19)) 

와도 변별력을 잃게 되는데 LF와 IF 및 ADV구문이 보이는 문법적， 의미적 

차이를 고려할 때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IV장을 보라).10) 

필자의 견해로는， 연합의 제한조건을 제시하고 다른 PA들과의 변별성을 보 

일 수 있다면 연합가셜은 적절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11) LF이차술부구문은 

V를 갖는 주절과 NP+PA LF로 이루어진 소절(Small Clause, 이하 SC)의 연 

합으로부터 출발한다. SC의 주어 NP의 N은 주절 내 특정 N과 동일 지표를 

갖는 PRO화하고， PRO는 그 특정 N의 성 과 수를 전수받는다. SC의 술어 인 

LF 또한 주어인 PRO의 성， 수를 전수받는다. 그러나 예 (4)에서 (LF를 이차 

술어로 볼 경우) 이차술어 LF가 SC 내 주어인 PR09} 동일한 (주)격으로 나 

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절의 N과 동일한 대격을 취한 점은 LF가 (의미역 연 

쇄고리의 핵인) 주절의 특정 N에 의해 직접 통제됨을 보여주며， 이는 SC절과 

주절이 하나의 절로 병합되는 과정을 겪음을 시사한다. Babby(2003)가 이차 

술어 LF를 VP의 부가어로 본 것은 이 병합된 단계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 (4)에서 LF를 이차술어로 볼 경우 그 파생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 

이 묘사될 수 있다. (주절의 INFL은 생략하겠다.) 

[NP- V - NPi!acc]+[NPν'nom-LFν'nom]sc12l > 
[NP-V→ NPνacc]+[PROi!nom - LFi!nom]sc > 

[NP • V - NPi!acc - LFνaccJ 

위 가셜은 두 가지 덕목을 지닌다. 첫째， 이차술어 LF가 무시공적인 일반 

10) “OH weJl BeCeJI뻐(LF)"와 “OH weJl BeCeJlo(ADV)."의 영 어 번 역 인 ‘He walked a10ng 

happy.’와 ‘He walked along happily.’에 서 의 의 미 적 차이 도 참고하라. 
11) 유사BE(나 그에 준하는 V)+LF로 이 루어 진 구문(“nOJlo*eHHe OKa3 aJ10Cb Hey~aqHoe. 

‘상황은 성공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noro~a CTO~J1a ~CHa~. ‘날씨는 청명했 

다.’")에서는 예 (2)’와 달리 LF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구문유형은 

두 절의 연합보다는 BE+LF처럼 단순구조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유사BE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IV장 및 각주 28)을 보라. 
12) SC의 주어 NP와 술부의 LF의 격을 nom으로 표기한 것은 단지 편의 상 관례를 

따른 것일 뿐이다. 펼자의 견해로는， 정확하게 말하자변 이러한 구문의 NP는 격할 

당을 받지 않으며 따라서 디폴트 형태를 취한 것일 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NP-NP’구문에 대한 필자의 다음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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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구문(예 (7) )에서와 달리 V의 시공성 내에서 해석되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주절로부터 독립적인 (소)절의 숨어로 출발한 이차술어 LF는 그 

자체의 무시공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절 안으로 병합되면서 간접적으로 V 

에 의한 시공적 해석을 받게 된다. 개체차원술어가 사용되어도 이 점은 마찬 

가지이다. 

(8) . OH CTO~J1 뻐COKHA ， 6ocoA, 6e3 manKH, … ‘그는 큰 키에， 맨발에， 모자도 
안 쓴 채 … 서 있었다.’ (lIepHoB (1986:78)) 

위 예에서 개체차원술어인 펴b1COK뼈”는 화자가 주인공의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현장에서 그에게 주인공의 키가 크게 보였음을 묘사할 뿐， 그것이 

주인공의 (항시적) 속성임을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 13) 

둘째， 소위 ‘떨어져있는 수식어’에 대한 설명이 용이해진다. 

(9) a. OH CTO~J1 B CTopOHKe -BblCOKHA , HeeCTeCTBeHHO np~MoA ， B J1eTHeM 
naJlbTO H mJl~ne C 06BHC뻐뻐 nomMH. ‘그는 비껴 서 있었다 -큰 키 
에， 부자연스럽게 곧고， 여름외투에 가장자리가 처진 모자를 쓰고서.’ 

(noprper nHJ10r8., Newnham(1963:192)) 
b. CJlaLlKHA , XOJlOLlH꾀꺼， qaA 6b1J1 OqeHb HenpH~TH뼈. ‘달고 차가워 서 차 

는 매우 맛이 없었다.’ (Nich이s(1981:359)) 

Nichols (1981 :359)는 ‘떨어져있는 수식어’의 특징으로 휴지의 존재， V로부터 

의 화용 의미적 독립성， 그리고 N에 의해 통제되지 않음을 꼽는다.14) 그렇다 

면 ‘떨어져있는 수식어’구문은 주절과 LF SC의 병치에서 출발하되 이 둘이 
하나의 절을 형성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지 않고 SC의 주어가 PRO화 한 

13) 개체차원술어의 ‘현장적’ 해석 가능성은 상당히 유동적이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N(nom)은 속성을 표현하는 가장 전형적인 개체차원술어로서 구체적 시공에서의 

‘현장적’ 해석을 배제하므로 이차술부로 사용되지 않지만， “OH BepHyJlc~ C BoAH되 
TaKoA repoA(N/nom)! ‘그는 전쟁에서 진짜 영웅으로 돌아왔다!’"(구어， Nichols 
(1981:267)에서 인용)에서와 같이 “TaKoA"를 동반하면 ‘현장적’으로 관찰된 자질로 

간주될 수도 있다. 

14) ‘떨어져있는 수식어’와 이차술어 LF의 구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illepOHOBa 
(1969:69)는 (9-b)의 LF가 V로부터 결코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Neidle(1988:25)은 ‘떨어져있는 수식어’와 PA를 구분하지 않고 둘 다를 부가어로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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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SC와 주절이 병치하는 두 번째 단계에서 멈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휴지는 

PRO 존재의 신호이다. 

이차절에서 SF가 불가능한 이유와 IF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III장과 IV 

장에서 서술할 예정이다. 

LF에 대한 이상의 논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LF의 기능은 서술과 수식 사이에서 다양한 분포를 보이며 때로는 그 

위상이 애매할 수도 있다. 

서술적 LF ~ > 수식적 LF 
예 (6-a) (7, 5-a) (5-c) (5-b) (4?, 3) 

(9, 8, 2’, 4?) 

둘째， LF의 발생 및 진화는 다음과 같다. 

[단순AD]+PRON]NP > [LF]NP > [LF]ADJ 

셋째， 현대러시아어에서 수식 LF는 ADJ체계를， PA LF는 NP체계를 따른 

다. 그러나 개체차원술어의 경우 PA LF도 수식LF처럼 ADJ체계를 따르는 것 

으로 인지될 수 있다. 

넷째， LF구문/절은 시공성과 무관하게 자질 자체의 묘사에만 초점을 맞춘다. 

11 1. SF와 ‘밀시적 상태’ 

LF가 수식과 서술 둘 다에 사용될 수 있는 반면， SF는 서술에서만 사용된 

다. 고대러시아어에서는 SF도 N과 격일치를 보이며 수식 기능을 가질 수 있 

었다. 아직도 “cpellb 6elIa llH.lI ‘백주에”’， “Ha 60cy Hory ‘맨발로”’와 같은 관용 

구에는 SF가 수식어적으로 사용된 흔적이 남아있다. 그러나 LF가 등장하고 

추후 IF까지 출현하면서 SF는 BE나 유사BE (및 그에 준하는)구문 및 무(無)구 

문의 술부로 사용이 제한되며 어휘， 의미， 문체 면에서도 제한이 가속화된다 15) 

15) 슬라브어들 중에서도 체코어나 슬로박어 등에서는 SF의 제한이 러시아어에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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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F와 SF 중 어느 것을 러시아어 ADJ의 기본형으로 보아야 하는가? LF는 

단순ADJ에 3인칭대명사가 부가되어 형성된 것인 반면 SF는 원래의 단순ADJ 

형태를 유지한다는 통시적 측면에서는 SF 기본설이 우세하지만， SF는 술부로 

국한되는 반면 LF는 이 점에서 무표적이라는 공시적 측면에서는 LF 기본설 

이 선호된다. 

영어를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어에서 ADJ는 V나 N과 형태적 및 통사적으 

로 명백히· 구별되는 독립적 품사이다. 이 언어들에서 ADJ는 하나의 형태로서 

수식과 서술이라는 두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우리말과 같은 언어에서 ADJ 

는 사실상 V와 구별되지 않는다. 우리말의 서술적 ADJ는 V처럼 서술어미를 

가지고， 시제 및 서법의 활용을 보이며， 수식적 ADJ는 V의 분사형과 동일한 

형태를 취한다. 

영어 ADJ와 우리말 ADJ 간의 이러한 차이를 설병하기 위해서는 두 언어 

유형을 상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1유형에서는 ADJ가 독립적 품사로서 확고 

한 지위를 갖지만， II유형에서는 형태론적으로나 통사론적으로나 독립적 품사 

로서의 ADJ의 존재가 의섬스럽거나 위축되어있다. 러시아어가 흥미를 끄는 

이유는 두 유형의 특색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이다.II장에서 살펴 본 LF의 

‘두 얼굴’을 보라. ADJ로서 의 LF를 고려 하면 러 시 아어 는 I유형 어 로 분류될 수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 NP로서의 LF는 II유형어적 특색을 보인다. 

러시아어의 II유형어적 특색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것은 SF의 V적 성격 

이 다. SF는 V와 다음과 같은 점 들을 공유한다. 

첫째， 주어지시체에 대한 서술적 단언에만 사용된다 16) 

둘째， 보어를 지배할 수 있다: “OH llO BOJJeH eH (insÙ ‘그는 그녀에게 만족한다"’ 

셋째 KaKOH가 아니라 KaK와 결합한다: “KaK/*KaKoe yBJJeKaTeJJbHO MO~eT ÕWTb 

ITJJaBaHHe! ‘수영은 얼마나 재미 있을 수 있는가1"’ 

넷째， 격일치 없이 성과 수의 일치만 보이며， 단수 지시체를 지칭하는 2인 

칭 복수 대명사 BbI와 함께 나타날 경우 복수형을 취한다: “Bw KpaCHOpe'lHBW/* 

더 심각하게 진행되어서 구어에서는 실제로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I1Ca'leHKO 

(1963:85)를 보라. 유사BE에 대해서는 IV장 및 각주 28)을 보라. SF의 어휘， 의미， 

문체 상의 제한에 대해서는 아래를 보라. 
16) 고양된 문체에서 주어와 술어의 어순을 바꾸어 쓸 경우 SF가 사용되는 점(“illHPOKa 

Ma TywKa -BoJJra! ‘드넓구나， 어머니-볼가강은!’")은 LF를 사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 

는 수식어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SF가 명백히 서술 지표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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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aCHopelUlB. ‘당선은 달변이군요’ (참조: “BbI np‘{mJIH/*npHmeJI. ‘당신은 왔습니 

다 (pV*sg)." “BbI KpaCHOpelUlBblìf(LF)/ *KpaCHOpel{HBble (LF). ") 

LF가 위의 네 가지를 다 만족시키지 않음과 비교해 보라. 

이 밖에도， SF의 V적 성격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술부 피동분사형은 SF형태를 취하는데， 그것의 통사적 위치는 능동문 

의 V에 상응한다: “3TO 3.llaHHe nOCTpOeHO(SF)/*nOCTpOeHHOe(LF) ro.ll Ha3a.ll. 

‘이 건물은 1년 전에 지 어 졌다’ (참조: “ 3TO 3.llaHHe nOCTpOHJIH(V) rO.ll Ha3a.ll. 

‘이 건물은 1년 전에 지 었다.’") 

둘째， 19세기까지는 가능했던 *“OH CH.lleJI 6JIe.lleH(SF). ‘그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와 같은 문장유형이 현대러시아어에서는 불가능한데， 이는 SF 

의 V적 성격이 좀더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17) 하나의 절에 두 개의 V 절점 

이 있을 수 없으므로 SF가 V의 위 치 를 차지 하게 되 었다면 SF이 차술부구문 

은 불가능해진다. 

유표적 시제나 서법의 경우 SF가 BE를 요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대러 

시아어에서 SF의 V화가 완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SF가 ‘상 

태범주(KaTeropH~ COCTO~HH~)’라는 ‘좀더 V적’인 새로운 품사로 전환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은 명백하다. PA로서 SF만 가능하고 (의미 전환이 없는 

한) LF는 불가능한 어 휘 들 - pa.ll ‘기 쁘다’. 60JIeH ‘아프다’， 3aH~T ‘바쁘다’， npaB 

‘옳다’ 등 - 은 모두 일시적 상태만을 표현하며 이 점에서 사실상 주어를 동 

반하는 ‘상태범주’로 간주될 수 있다‘“‘XO얘pO애띠mo (6&뻐m이 C대”따a야eTb .llO야야애M짜‘ 

것은 좋(았)다키’'"와 같은 문장이 ‘INF주어 +SF’로부터 ‘상태범주+보어INF’의 구 

조를 갖는 무인칭구문으로 재해석된 점도 참조하라(L’Hermitte(1964) 등 참 

조). 상태범주구문에서는 상태범주가 V의 위치를 차지하고 BE는 조동사 역할 

을 하거나 상태범주의 접어화한다. SF구문의 BE는 주어의 인칭에 따른 활용 

을 보인다는 점에서 상태범주구문의 BE와 아직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 

만 V로서의 SF의 불완전성 - 시상 및 서볍 표현의 불가능성 을 보완해 준 

17) “He po띠Cb yMeH H KpaCHB, a pODHCb CqaCTJIHB. ‘똑똑하고 예쁘게 태어나지 말고 행 

복하게 태어나거라’와 같은 격언에서의 SF, 혹은 “OH BepHyJIC~ l\eJI H HeBpeDHM. 

‘그는 멀쩡 하게 안 다치 고 돌아왔다.’”에 서 처 럼 관용구화한 경 우는 화석 화된 흔적 으 

로 보아야 한다. 일부 유사BE는 SF를 허용하는데 이러한 경우는 BE처럼 단순구 

문을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IV장 및 각주 28)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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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계사나 일반 V보다는) 상태범주구문에서처럼 조동사로 간주되 

는 편이 좀더 적절하다. 

SF의 상태범주로의 진화는 ‘일시적 상태성’이 SF의 의미자질화하는 선행과 

정을 전제로 한다. SF만 가능한 어휘들이 모두 일시적 상태를 지칭하는 어휘 

의미를 갖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시적 상태를 표현할 수 없는 관계적 형용사 

- aMepHKaHCK뼈‘미 국의 ’, OTUOBCK때‘아버 지 의 ’ 등 - 는 SF를 갖지 못한다. PA 
로 LF와 SF 둘 다가 가능한 어 휘 들 - BeCeJIbli! ‘즐겁 다’， HHTepeCH뼈 ‘재 미 있 

다’， 3 ，1l0pOB때 ‘건강하다’ 둥 - 에서도 SF는 무표적인 LF와 달리 일시적 상 

태로서의 해석만을 갖는다. 다음 문장들을 비교해 보라. 

(10) a. OH CerO,llH5I 3,1l0POB(SF). ‘그는 오늘 건강하다.’ 

b-l. OH 3 ，1l0pOB뻐(LF). ‘그는 건 강하다.’ 

b-2. OH BepHyJlc5I 3 ，1l0pOB뼈(LF). ‘그는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 

예 (lO-a)는 SF가 주어진 시공 - “오늘 내에서만 유효한 자질로 인식됨 

을 보여 준다. “OH BOOÕme 3 ，1l0pOB뼈， HO CerO,llH5i He 3,1l0pOB. ‘그는 전 반적 으로 

건강하지만 오늘은 건강하지 않다’와 같은 문장이 가능함을 보라. 

SF구문의 시공적 특성은 (lO-a)에서와 같이 시간부사로써 뿐 아니라 구체 

적 조건이나 제약을 보이는 표현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다음 예들에서 이탤릭 

으로 표기된 부분들을 보라. 

(11) a. TaKOB ÕhIJI nymKHH MOerO l1eTCTBa. ‘ 내 f유년시절의 푸슈킨은 그러 했 

다.’ (CMepTb JIyHbI, New띠mm(1963:14)) 

b .... 3eM.IUI 11M HHX õhlJla nyCTa H TpeBOll<Ha. ‘그들에게 있어 (이) 땅 

은 공허 하고 불안했다.’ (nJlaToHoB(1973:244)) 

C. MHP 3TOT/MOß ÕhIJI MaJl H YJl<aCeH. ‘ 01/내 세 계 는 작고 끔찍 했다.’ 
(BaõeJlb(1965:31) ) 

위 예들에서와 같이 명백하게 시공을 제한하는 표현이 나타나있지 않을 경 

우에는 SF와 LF 간의 선택이 거의 자의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12) Bce MylKqHHLI B HameM pO,lly ÕLIJIH 110Bep'lHBbI K J11O,Il5IM H CKOp비 Ha 

HeOÕlIYMaHHLIe nocTynKH, HaM HH B qeM He ÕblJlO CqaCTbe.... OTe l.\ Moi! 

6μJI 110Bep'lHBblß K JIIO,Il5IM ..•. JIIO,IlH “. OÕMaHblBaJlH. ‘우리 집 안의 모든 



러시아어 술부 형용사 다시 보기 

남자들은 사람을 잘 믿고 경거앙동을 잘 해서 바람 잘 날이 없었 

다 .... 우리 아버지는 사람을 잘 믿었고 .... 사람들은 ... [그를] 속이곤 
했다.’ (Ba6eJlb (1965:23) , 이탤릭은 필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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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예는 거의 동일한 맥락에서 동일한 어휘를 처음에는 SF(“nOBep'UiBbI")로， 

나중에는 LF(“nOBepllHB뼈")로 표현하고 있다. 사실 이 둘을 바꾸어 쓴다 해도 

의미 전달이 크게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매우 미묘하긴 하지만 여기 

서도 SF의 시공적 특성과 LF의 무시공성 간의 대비는 여전히 유효하다. 첫 

문장은 집안 남자들의 불행한 운명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의 열거로 

이어진다. 말하자면， 첫 문장은 뒤따르는 일련의 사례들을 종합하는 단언으로 

서 집안 남자들의 자질을 구체적 시공 내에서 파악한다. 반면， 두 번째 문장 

은 아버지가 왜 사람들한테 속임을 당했는지를 보이기 위해 그가 본질적으로 

어떤 속성의 사람이었는지를 묘사한다. 

삐BenoBa(1952:100)나 I1calleHKO (1963:73)는 “OH ÕblJl Bcerna BeceJl(SF). ‘그는 

항상 즐거웠다.’”와 같은 문장이 가능함을 들어 SF의 ‘일시적 상태성’에 반대 

한다. 그러나 여기서 ‘항상’의 기능은 ‘즐겁다’라는 일시적 상태들을 양화적으 

로 총합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그가 즐거운 사람임을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 

“OH no cYmeCTBy He BeCeJlbIß(맨JlOBeK) ， HO C Heß OH ÕblJl Bcerna BeCeJl. ‘그는 

천성적으로 즐거운 사람은 아니지만 그녀와 함께 하면 언제나 즐거웠다.’가 

가능함을 보라. 이 예에서 ‘언제나’가 ‘그녀와 함께 하’는 시공으로 제한됨에 

주목하라. 본질의 표현으로서 시공성과 무관한 LF의 경우 “Bcerga”가 매우 

어 색함(*?“OH no cymecTBy Bcer na BeCeJlbIß.")을 볼 때， “Bcerna”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SF가 시공적임을 반증해 준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SF가 시공적이며 일시적 상태를 표현한다는 데 집중되 

었다. 그러나 문제가 그리 간단치는 않다. 예 (13)과 같은 보편적 단언에서는 

SF가 사용되지만 결코 일시적 상태를 표현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13) a. KypeHlle Bpe，llH。 ‘흡연은 해롭다.’ 

b. IfCTIIHa KOHKpeTHa. ‘진리는 구체적이다.’ 

예 (13) 유형의 특징은 추상적 개념에 대한 절대적 단언으로서 과거나 미래 

시제화가 불가능한 무시제구문이라는 점이다. 무시제구문은 단언이 항시적으 

로 유효함을 표현한다. 말하자면 (13-a)는 흡연이 언제나 해롭다는 단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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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3)의 항시적 단언은 위에서 언급한 “Bceraa”를 동반하는 SF구문 

과 유사하게 취급될 여지가 있다. 항시적 단언은 무시공적 단언과는 구별되어 

야 한다. 실제로， (13)의 SF는 LF로 대치될 수 없다*“KypeHHe BpenHOe."; * 
“HCTHHa KOHKpeTHa.ll." LF구문은 개체의 본질의 문제를 다루며， 본질은 시공과 

무관하다. LF구문에서 과거나 미래시제표현은 텍스트차원에서 그 구문을 시 

간적으로 위치시키는 역할을 할 뿐 LF가 갖는 무시공성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II장을 보라). (13)에서 LF가 불가능한 이유는 추상적 개념은 집합을 형성하 

는 한 구성원 개체로 보아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PA LF는 NP로서 그 안에 
인칭대명사적 흔적을 지니는데 비해， 추상명사는 (의인화될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인칭대명사로 조응될 수 없음을 보라(II장을 보라). 즉， (13-a)에 대해 

‘Smoking is the one which is harmful that belongs to the class of things 

which are harmful.’이라는 해석은 불가능하다. 이 구문은 무시제구문이므로 

IF의 사용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일한 대안은 SF 밖에 없게 된다.18) 항시적 

단언은 표층적으로는 일시적 상태성과 배치되지만 시공성과 무관한 것이 아 

니라 오히려 시공성을 전제로 한다. 

결론적으로， 현대러시아어의 SF에는 일시적 상태를 보이는 주 체계와 항시 

성을 보이는 부 체계가 공존하고 있으며， 두 체계는 [+시공적]이라는 자질을 

공유한다. 항시성 체계도 서술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SF의 AD]로부터 V 
로의 진화과정 중 이미 AD]로서의 단계는 지났으며 아직 일시성을 필수로 

하지는 않는 과도기적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러 시 아어 SF의 진화> 

AD] < > v 
수식과 서술 > 서술 > 서 술[+일시 적 상태성] > 상태범주화 
cpenb 6eJla llH}I (3) (12, 11 , lQ-a) pall유형 XOpOillO CHlleTb llOMa. 

18) “BOlla npo3pat.lHa."에서의 “BOlla"는 맥락에 따라 총류적 해석(‘물은 투명하다.’)을 받 

을 수도 있고 한정 지시체적 해석(‘이 물은 맑다.’)을 받을 수도 있다. 총류적 해석 

의 경우 문제는 다소 복잡하다. 일반적으로 총류는 추상적 개념처럼 개체적 인식 

을 거부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일반적 개체처럼 좀더 큰 집합의 한 구성원으로 이 

해되기도 한다(예. “고래는 포유류이다.") 따라서 총류적 구문의 경우에는 SF 뿐 
아니라 때로는 LF가 사용되기도 한다. “BOlla npo3pa<ma}l (LF)."는 ‘물은 투명하다.’ 

라는 해석도 배제하지 않는다(Nichols(1981:304-305)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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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IF와 ‘두 세계성’ 

IF는 SF처럼 술부에서만 가능하지만， SF와 달리， 그러나 LF처럼 이차술부 

에서도 가능하며， SF, LF 둘 다와 탈리 무(無)구문에서는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IF는 때로는 SF와， 때로는 LF와 경쟁관계에 놓이지만 이것들과 달리 

반드시 V의 존재를 요구한다.IF에 대한 가셜은 이러한 사실들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PA IF는 술부 명사(PN) IF로부터 확산에 의 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19) 

PN IF의 기원은 ‘비유， 변신적 의미’(“BpeWl JIeTHT nTHueH. ‘시간이 새처럼/새 

가 되어 날아간다’)로 거슬러 올라간다(Mpa3eK(1964:212) ， llie~KHH(1987:113) 

을 보라). 비유， 변신적 의미가 자격이나 지위， 직업이나 명칭， 기능의 의미 

(“OH paÕOTaJI apaQOM. ‘그는 의사로(서) 일했다.’")로 확산되기는 용이했을 것으 

로 보인다. KaK ‘ as’가 이 의미들을 다 가질 수 있음을 참조해 보라. 

PN IF 등장의 동기에 대한 일반적 설명은 NP-BE→NP의 구조를 갖는 문 

장에서 술어 NP를 주어 NP로부터 확실하게 변별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Mpa3eK(1964:211), HentcheI(1991)을 보라). 러 시 아가 비 교적 어 순이 자유로운 

언어이고， 역사적으로 영(零)주어를 제한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점을 고 

려할 때 이러한 술어표지 가설은 설득력 있다. 그러나 PA에서는 SF도 술어 

표지 기능을 가지므로 술어표지 가설만으로는 IF의 기능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PA IF의 고유 기능은 무엇인가? 

(14) a. OH BepHyJICJI yCTaJ뻐M. ‘그는 피곤해진 몸으로 돌아왔다.’ (예 (2) 참조) 
b. llpy3bJl npHBeJIH ero llOMOil nbJlHblM. ‘친구들은 취해있는 그를 집으 
로 데 려 왔다.’ (Nichols(1981:156) ) 

J1onaniHa (1966:508)를 비롯해 상당수의 연구자들은 PA IF의 특성을 ‘한시 

성’에서 찾는다.2이 예 (14)에서 행위주의 상태 ((14-a) )나 피의자의 상태 

19) 러시아어와 달리 PN IF가 현재시제에서도 가능한 폴란드어에서조차 PA IF는 현 
재시제에서 불가능한 점을 볼 때 PN IF가 PA IF를 선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20) IF의 의 미 에 대 한 또 다른 가설로 Mpa3eK(1964:223)의 ‘결과적 구현’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셜은 ‘한시성’ 가설과 마찬가지로 제한된 몇몇 경우에만 유효하다. ‘결 

과적 구현’은 IF의 의미가 아니라 맥락적 해석일 뿐이다. lliepoHoBa(1969:70)는 (IF 
가 아니라) 이차술부 LF를 설명하면서 ‘결과성’을 언급하고 있음을 참조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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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b))가 어느 한 특정 시기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 
예들에서는 ‘한시적’이라는 특성은 찾아볼 수 없다. 

(15) (a) OH He 6b1JI pyCC I<HM. ‘그는 러시아인이 아니었다.’ 

(b) OH Bcerna cnHT OneTblM. ‘그는 항상 옷을 입 은 채 잔다.’ 

(Filip(2001) 예 (17)) 

‘한시성’보다 좀더 유효해 보이는 특정은 ‘상태의 전환’이다. (14-a)를 이차 

술어 LF를 갖는 (2)’와 비교해 보자. (2)’에서와 달리 (14-a)에서 주인공의 상 

태는 어느 시점에선가 피곤하지 않던 상태로부터 피곤한 상태로 전환된 것으 

로 이해되어진다. 다음 예도 보라. 

(16) Bce cnj!뻐e 6b1JIH xynbl, I< al< yMepWHe,... Ho cnj!마깨 JIe)f(aJI 3aMepTBO, 
BqepaWHHe cnj!mHe )f(HB퍼MH CTOj!JIH Han 뻐M.. ‘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 체 

처럼 여위었다 .... 그러나 자고 있던 자는 죽은 듯 누워 있었다 .... 어제는 자고 
있던 자들이 살아나서 그의 위 에 서 있었고 ... ’ (nJIaTOHoB(1973:175-176)) 

예 (16)은 m “*MBbJMK”를 사용함으로써 자다 캔 사람들을 마치 죽음으로부 

터 살아난 것 같은 인상을 주도록 유도한다. 

상태에 대한 이러한 역동적 이해와 더불어 IF이차술부구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전환된 상태의 시간성이 주절 V 행위의 시간성과 무관하지 않다 

는 것이다. (14-a, b)에서 상태로의 전환 시점은 행위 도중 혹은 행위 이전의 

어느 지점인가에 위치하지만 어느 경우이건 상태의 시간성은 행위의 시간성 

과 적어도 일부 반드시 중첩된다. 이러한 사실은 IF절이 LF절처럼 V와 독립 

적이 아니라 V에 종속되는 구조를 가짐을 시사한다(아래를 보라). 

‘상태에 대한 역동적 이해’란 비단 시간축 상에서 ‘-A’인 상태가 ‘A’인 상태 

로 변화했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21) 

21) 드물게는， 상태의 전환이 ‘A’로부터 ‘ A’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lJTO Tenepb OHa 

3a qeJIOBel< j! BaM He Mory Cl<a3aTb. 51 3HaJI ee TOJIbl<O MOJIOnoß. ‘그녀 가 지 금은 어 

떤 사람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그녀가 어렸을 때 알았을 뿐이니 

까요’(Nichols( 1981 :280)) 이러한 경우는 PA의 어휘의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어리지 않은’ 상태로부터 ‘어린’ 상태로의 전환은 불가능한 점을 보라. 중요한 점은 

이 경우에도 ‘A’라는 상태는 행위와 시간적으로 여전히 부분적 중복을 보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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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 R 3aKa3aJ1a pbl6y Cμpoll. ‘나는 생선을 날로 주문했다.’ (Richardson 

(2001) 예 (2)) 

b. MacTepoB빼e C rOp .1l0CTblO nOrJUl.1leJIH .1lpyr Ha .1lpyra... O.1lHH BOllleB 

CTOJlJI cJIa6bIM H 6e3pa.1l0CTHbIM, ... ‘직공들은 으쭉해서 서로를 쳐다보았 
다.. 보시 체프만이 힘 없이 처 량하게 서 있었다 .... ’(llJJa TOHOB 097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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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7-a)는 생선이 날 것이 아닌 상태로부터 날 것인 상태로 변화했음을 

함의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17-a)는 생선을 날 것으로 주문한 행위가 청자 

의 일반적 기대와 달리 예상 밖의 사건임을 함축한다. (17-b)도 보시체프가 

힘이 있고 즐거운 상태로부터 그렇지 않은 상태로 전환했음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태가 다른 직공들의 상태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 

는 것과 대조적인， 예상 밖의 상태에 놓여있는 것임을 보이려는 것이다. (일 

반적 으로， CTOJlTb동사와는 LF가 사용되 는 점 을 참고하라. 예 (8)을 보라.) 이 

러한 예들은 IF의 특성을 ‘변화’ (JIonaTliHa (1966:508)， Filip(200l)) 혹은 ‘새 자 

질의 출현’(4epHOB (1986:77))으로 보는 견해의 한계를 보여준다. 

부정문이나 명령문， 가정문과 같이 비실재적 혹은 잠재적 세계를 다루는 유 

표적 양상 구문에 서 IF가 압도적 이 라는 사실도 이 와 무관하지 않다. 

(18) a. OH He 6bIJI PYCCKHM/*PYCCKHll. ‘그는 러시아인이 아니었다.’ (=(15-a)) 

b. 5Y.1lb BeCeJI뻐1??BeCeJI뼈! ‘즐거 워 하라!’22) 

c. OH 6bIJI 6b1 BeCeJIblM!?BeCeJI뼈， eCJIH 6b1 ••• ‘그는 즐거웠을텐데， 만 

약 .. ’ (Nichols( 1981 :211) 참조) 

위 예들에서 IF는 잠재적 혹은 가상적 세계와 현실세계를 비교하고 이 두 세 

계에서의 상태가 다름을 표현한다. 예 (15-b)와 같은 습관문에서도 (18)의 예들 

과 마찬가지로 잠재적 세계와 현실세계에서의 상태가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IF는 시간적 혹은 양상적으로 다른 두 세계의 존재를 펼요로 

한다.껑) IF가 LF 및 SF와 달리 무구문에 서 사용될 수 없는 이 유는 무구문이 

22) 적어도 명령문의 경우에는 SF도 가능하다: “5Y.1lb nOKoHHa, 6apbIIIlHJI! ‘마음 놓아， 아 

가씨 ’ (nJIaToHoB(1973:279) 
23) Timberlake( 1986)도 IF의 의미를 단순히 시간 상의 ‘변화’로 보는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고 ‘예상’이라는 양상적 개념을 포함하는 상적 의미모델을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상태가 “서술되는 시점 (occasion)에 가까운 주요 

시점들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좀더 먼 시점들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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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양상적으로 무표적인 구문으로서 ‘두 세계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때문이다.24) IF는 시공적으로 다른 두 세계를 비교한다는 점에서 LF, SF와 

달리 인식의 상대화를 반영한다. IF가 PA유형 중 가장 나중에 출현한 사실은 

LF, SF에 비해 복합한 인식과정을 요구하는 IF의 특성과 관련되어 있다. 

위에서 언급한 LF이차술부구문과 IF이차술부구문 간의 차이는 통사구조에 

반영된다. LF이차술부구문은 주절과 LF SC의 연합konjunction)에서 출발하 

는 반면(II장을 보라)， IF이차술부구문은 IF SC가 주절의 VP에 부가 

(adjunction)되 는 구조에 서 출발한다.잃) 

VP의 AD]UNCT라는 점에서 IF절은 ADV와 유사성을 보인다. ‘비유， 변신 

의 의 미 ’를 갖는 IF의 부사구로의 치 환 가능성 (“BpeM-!l JleTHT m뻐eH.” •• “BpeM-!l 

JleTHT KaK nnu.\a.")이나 N IF의 부사로의 품사 전환 가능성 (Beqep ‘저녁’ • 

BeqepOM ‘저녁에’)은 IF와 ADV 간의 유사성을 뒷받침해 준다.26) 

(19) OH BepHyJlc꺼 aOMoll BeCeJlO. ‘그는 즐겁 게 집 으로 돌아왔다.’ 

(19)를 (14-a)와 비 교해 보자.IF와 ADV 모두 “KaK?"에 대 한 답일 수 있다 

는 점에서 이 둘은 거의 치환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이 둘 

은 결코 동일하지 않다. ADV에는 IF가 갖는 ‘두 세계성’이라는 전제가 부재 

할 뿐 아니라， IF와 달리 ADV는 행위를 수식할 뿐 주절의 NP와 문법적 일 

치도 보이지 않고 의미적으로도 무관하다.27) (19)는 그가 즐겁다는 것을 함의 

상되지 않을"(162변) 때 IF가 사용된다는 그의 주장은 (1 8)을 설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부정이나 명령， .가정은 근본적으로 두 세계의 문제이지 시점들의 멀고 가까 

움으로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24) PN IF는 간혹 무구문에서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LOC를 동반하여야 한다: 
“R 3aeCb Bpa'lOM. ‘나는 여기서 의사이다[의사로 일한다J."’ 

25) Richardson(2001)도 필자와 상당히 유사한 견해을 개진한다. 그는 LF이차술부구문 
은 시제 절점에서 주절과 연합되는 구조를， IF이차술부구문은 상 절점에서 주절의 

VP에 부가되는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본다. 두 구문 간의 차이를 연합과 부가의 차 

이로 본 점에는 필자도 견해를 같이 하지만， 연합과 부가가 각각 시제 및 상 절점 

에서 이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힘들다. 두 구문의 차이는 결코 시 

제와 상 간의 차이의 문제가 아니다 
26) RK06cOH (1971)의 격이론에서 조격이 [+주변적]이라는 점도 IF의 AD]UNCT적 성 

격과 부웅한다 

27) 필자와 다른 견해도 있다. Nich이s(1981:315이하)는 ADV를 서술성을 갖는 것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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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다. 

PA가 [+두 세계성] 자질을 가지면 그 PA는 (무표적인 LF가 아니라) IF로 

나타나며， IF를 PA로 갖는 SC는 VP의 AD]UNCT 위치를 차지한다. 주절의 

NP와 동일 지표를 갖는 SC의 주어 NP는 PRO화하고， 이에 따라 어휘적으로 

는 IF만이 AD]UNCT 절점의 유일한 딸성분이 된다. yMepeTb MOnOnbW ‘젊어 

서 죽다’， )i(HTb OnHHOKHM ‘홀로 살다’. BepHyTbcR )i(HBbIM ‘살아 돌아오다’과 같이 

IF가 특정 V와 함께 거의 고정어구화한 경우에는 SC의 존재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어서 IF가 직접 AD]UNCT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이러한 IF는 ADV에 좀더 유사해진다. 이 단계가 좀더 진행되면 IF는 VP의 

AD]UNCT가 아니 라 V에 의 해 직 접 할당되 는 어 휘 적 격 Oexical case)로서 보 

어 (COMP)화하는 단계 에 이 를 수도 있 다. RBnRTbCR , CTaHOBHTbCR , OKa3bIBaTbCR , 

nony'laTbCR나 BhlrnRneTb, Ka3aTbCR 등 유사BE 혹은 유사BE에 근접 하는 V들 

과 함께 나타나는 IF가 이 단계에 해당한다.28) (흥미롭게도， 유사BE나 그에 

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한다. 그녀가 서술적 ADV로 보는 것들은 ADV가 더 이상 

AD]UNCT가 아니라 COMP화한 것들이다(각주 28)의 예 (a)를 보라). Nìchols는 

이 경우 V의 어휘의미가 약화되어 계사 경향을 보이는 점 때문에 이때의 ADV가 

서술성을 갖는다고 간주한 것 같다. 그러나 ADV는 BE나 무와 병립이 불가능함을 

볼 때 ADV가 완전한 서술성을 갖는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8) 본 연구에서 유사BE는 잠정적으로 ‘BE처럼 반드시 -V인 술어를 요구하며， BE에 

상적 혹은 양상적 변모를 더하는 이외의 다른 어휘의미를 갖지 않는 것’이라고 정 

의된다. 이 정의는 유사BE를 일반 V와 BE의 중간에 위치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의 실제 적용은 매우 선축적이고 애매할 수 있다. 유사BE들은 BE에 좀더 유 

사한 것으로부터 일반 V에 좀더 유사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엄격한 의미의 유사BE 외에 유사BE에 근접하는 V 
들도 크게 한 범주로 보기로 하였다. ADV 및 SF!LF!IF의 사용가능성은 이들의 

위상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어떤 유사BE는 일반 V처럼 ADV를 동반하 

지만 어떤 유사BE는 BE처럼 (처소ADV 이외의) ADV 동반이 불가능하며， 어떤 
유사BE는 일 반 V처 럼 SF를 가질 수 없지 만 어 떤 유사BE는 BE처 럼 SF!LF!IF를 

전부 가질 수 있다 그런가 하면 SF는 가능하지만 모든 PA유형이 가능하지는 않 

은 중간적 유사BE들도 있다. 다음 예들을 참조하라 (a) OH BWrnRnHT 3nOpOB뻐(IF)/ 
xopomo(ADV). ‘그는 건강해/좋아 보인다.’ (b) BCRK뼈 pa3 ÕOp RBflReTCR õeCnOne3HblM 

(IF)/*xopomo (ADV). ‘어떤 검토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좋지 않다.’ (c) OH CnenanCR 
BpenH뻐(IF)/*BpenH뻐(LF)/*BpeneH (SF). ‘그는 해롭게 되었다.’ (d) OnWT nony'lHnCR 
yna'lHblM(UF)/yna'lH뼈(LF)/*yna'leH(SF). ‘실험은 성공적이었다.’ (e) OH Ka3anCR 3aHRTblM 

(UF)/*3aHRTwll(LF)/3aHH(SF). ‘그는 바빠 보였다.’ (f) OHa CTana Cepbe3Holl (IF)/ 
(TaKaR) Cepbe3Ha꺼 (LF)/cepbe3Ha(SF). ‘그녀는 (매우) 심각해졌다.’ 유사BE 혹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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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접 하는 V들의 상당수가 COMP로서 ADV도 가질 수 있다. 각주 28)의 예 

(a)를 보라. 이 점은 IF와 ADV 간의 유사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IF 

가 구조적 격 인 LF와 달리 어 휘 적 격 이 라는 주장(Bailyn(20ü1))은 이 러 한 경 

우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예 (14)의 IF들은 선택적으로 부가된 것이므 

로 정의 상 필수적이어야 하는 어휘적 격으로 간주될 수 없다.29) 

PA IF 진화의 마지막 단계는 IF가 유사BE구문으로부터 BE구문으로 확산 

되는 단계이다: “OH ÕbIJI BeCeJlbIM. ‘그는 즐거웠다’ IF가 BE의 COMP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논란은 BE의 정체성에 대한 논 

란， 즉， BE가 과연 V인가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 펼자는 러시아어의 BE가 

[+정태적]이라는 점에서 의미론적으로나 발생학적으로 일반 V와 근원적 차이 

를 갖지만 적어도 기능적 측면에서는 V에 동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으며， 

BE+IF는 BE의 이러한 지향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BE는 진 

화 단계에 따라 소사， 계사， 조동사， 동사 등 다양한 기능으로 구현될 수 있 

다. BE+LF에서는 [LF]NP를 주어 NP와 연결시키는 계사로， BE+SF에서는 

[SF]v에 시제 및 서법 표현을 돕는 조동사로， BE+IF에서는 [IF]cOMP를 갖는 

동사로 기능한다.30) 

정 리 하자면， 주절 VP의 ADJUNCT인 SC의 PA로 등장한 IF는 V의 

AD]UNCT로 인식되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 어휘적 격으로까지 승격된다. 

이 경우 IF는 더 이상 이차술어가 아니라 V의 COMP로 인식된다. 즉， 현대러 

시아어 PA IF에는 크게 보아 ADJUNCT와 COMP라는 두 체계가 존재한다. 

COMP체계는 ADJUNCT체계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사BE(나 

에 근접하는 V 구문이 보이는 이상과 같은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문이 
IF가 일반 V구문으로부터 BE구문으로 확산되는 데 가교 역할을 하였다는 점， 그 

리고， 이 경우에도 LF, SF, IF 간의 선태이 가능할 때에는 본 연구에서 주장한 원 
칙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29) Neidle( 1988:25)은 이차술어 IF의 사용 가능성이 V 어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들어 IF를 V의 어휘부에서 명기되어야 하는 보어 (COMP)로 간주하고 이 점에서 

IF가 부가어 (ADJUNCT)인 이차술어 LF와 구별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예 (14)의 IF들은 V 어휘에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화자의 관점에 따 
라 선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V장을 보라. 

30) Bailyn & Rubin(l99l)은 BE+IF의 IF도 SC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주장이 필자의 견해와 상충되는 것은 아니다. BE와 함께 나타나는 COMP로서의 

IF는 다시 좀더 심층의 SC로부터 도출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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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근접하는 V)와 BE로 국한된다는 점에서 AD]UNCT체계를 좀더 주된 

체계로 간주할 수 있다. 어느 체계를 따르건 IF는 V(P)에 종속된다. 

<PA IF의 진화〉 

AD]UNCT절의 PA > V의 ADjUNCT> V의 COMP 
일반V+IF 어구화한 V+IF 유사BE(혹은 그에 근접하는 V)+IF BE+IF 

v. PA와 시점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 PA유형들은 시공성 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임이 

드러났다. PA로 표현되는 ‘상태’는 LF에서는 시공과 무관하게， SF에서는 시 

공 내에서， 그리고 IF에서는 두 시공간의 역동적 비교를 통해 이해되어진다. 

시공적 관점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PA유형들은 시상 유형들과 흥미로 

운 병행성을 보인다. 현대러시아어와 달리 교회슬라브어나 고대러시아어에서 

과거 표현은 단순과거 (aorist) , 반과거 (ïmperlect) , 및 과거 완료(pluperlect)로 

세분되어 있었다. 단순과거는 단순히 어떤 행위가 과거에 있었음을 진술한다. 

화자는 이야기세계 밖에서 이야기세계를 객관적으로 조망하면서 행위를 이야 

기세계의 시간의 흐름 내에서 다른 행위들과 순차적으로 자리매김시킨다. 반 

면， 반과거는 행위를 시간적으로 자리매김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이나 반복 

등 행위의 내부적 면모에 초점을 맞춘다. 화자는 행위를 객관적 시간의 흐름 

과는 무관하게 안으로부터 관찰한다. (반과거가 일명 ‘과거 속의 현재’로 불리 

는 점을 참고하라.) 반과거로 표현된 행위의 이야기세계 내에서의 시간적 위 

상은 (단순과거로 표현되어) 시간적으로 이미 자리매김된 다른 행위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정될 뿐이다. 한편， 과거완료는 행위가 준거시인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음을 보이는 것이다. 과거완료는 과거맥락 속의 완료(perlect)로 

서 행위의 결과가 준거시(=과거)에도 유효함을 함축하기도 하고(예 (2이)， 이 

와 반대로， ‘대과거’(혹은 ‘먼 과거 (remote past)')로서 행위의 결과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함축하기도 한다(예 (21)).3D 중요한 점은 어느 경우이건 행 

위의 결과적 상태에 화자의 관심이 모아진다는 것이다. 행위를 시간축 상에 

31) 이 점에서 사실 ‘과거완료’라는 용어는 용례의 절반만 설명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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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시키면서 동시에 행위의 결과적 상태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화자가 이 

야기세계로부터 떨어져 객관적 조망이 가능한 위치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이 

야기세계 내부에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즉， 과거완료에서 화자의 시점은 복 

합적이다. 

(20) 1 m퍼ozi ot" ijudei beaxQ pris깨bratre eju. marta ze egda us!ysa eko is gr~det" s"rete a marie doma 

sedease. ‘유대인들 중 많은 이는 마르타와 마리아에게 와 있었다(과거완료) 

그녀들의 오빠에 대해 그녀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마르타는 예수가 오신 

다는 말을 듣고는(단순과거) 그 분을 맞았고(단순과거) 마리아는 집에 있었 

다(반과거).’ (r요한복음J ， 11:18-20, Schma!stieg(1976:204)) 

위 예의 첫 문장은 유대인들이 마르타와 마리아에게 온 행위가 이야기의 

준거시인 과거보다 앞서 일어났음을 보이는 동시에， 행위의 결과로 그들이 준 

거시에도 그녀들과 함께 있었음을 함축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마르타가 예수 

가 오신다는 말을 들은 것과 그를 맞이한 것은 시간상 연쇄적인 사건들로 이 

해된다. 한편， 마리아가 집에 머문 것은 이 두 사건을 뒤따르는 또 다른 사건 

이 아니라 마르타가 예수를 맞이한 행위와 동시적으로 지속된 상태로 이해된 

다. 화자의 시점은 복합적 시점으로부터 외적 시점으로， 그리고 다시 내적 시 

점으로 이동한다. 

이번에는 PA유형들의 시점을 보자.III장에서 지적하였듯이， SF구문은 상황 

을 시공 내에서의 파악한다. SF구문의 화자는 상황으로부터 떨어져 전지적 

관점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을 객관적 시공 속으로 투사한다. ‘지금， 여기’ 

라는 상황도 SF구문에서는 하나의 특정 시공으로 간주되며(예 (lQ-a)), 보편 

적 상황도 (무시공적이 아니라) 항시적인 것， 즉， 시간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 

된다(예 (13) ). 이와 극적인 반대로， LF구문에서는 ‘그때， 거기’라는 상황도 마 

치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현장’인 것처럼 시공성이 배제된 채 묘사되고(예 

(8)) , 일시적 자질도 시공과 무관한 본질처럼 이해된다(예 (5-a)). LF구문의 

화자는 상황을 안으로부터 관찰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LF구문/절 

에 대한 시공적 해석은 그것과 동시적인 (혹은 그것이 병합되논)V구문/절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외적 시접적인 SF구문， 내적 시점적인 

LF구문과 달리 IF구문은 복합시 점 적 이 다.IF구문의 화자는 상황이 들어 있는 

(비실재적， 잠재적) 세계의 내적 시점과 준거세계의 객관적 시점을 동시에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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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함으로써 청자로 하여금 두 세계 사이의 간격 즉， 상황의 시간적， 양상적 

제한성 을 인식토록 유도한다(예 (14-18)). 

이제， SF구문과 단순과거， LF구문과 반과거， 그리고 IF구문과 과거완료가 

보이는 시점적 병행성은 명백해졌을 것이다. SF구문과 단순과거는 외적 시점 

을， LF구문과 반과거 는 내 적 시 점 을， IF구문과 과거 완료는 복합시 점을 공유한 

다. 고대러시아어 텍스트는 IF와 과거완료의 공생관계를 입증해 준다.32) 

(21) u Iaropolka ze zena Grekini be. i b~se byla cemiceju(IF). ‘야로폴크 

에게는 그리스 여자인 아내가 있었다. 그녀는 수녀였었다(과거완료).’ (JlaBp. 

α， 1377, J1. 23. }]onaTllHa(1966:504)) 

위 예에서， 그녀는 야로폴크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수녀가 아님이 

분명하고 이는 이전 행위의 결과의 무효화를 함축하는 과거완료로써 신호된 

다. 한편， IF의 사용은 준거 세계에서는 그녀가 수녀가 아닌 상태에 있지만 

언젠가 그녀가 수녀인 상태에 있던 세계가 존재했었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해 

서， 행위의 결과적 상태의 유/무효성에 대한 함축과 ‘두 세계성’의 만남이 이 

루어진다. 

이상에서 보인 PA와 시상 유형들 간의 병행성은 러시아어에서 단순과거， 

반과거， 과거완료가 사라지는데 부분적 동기를 제공했을 수 있다. 즉， PA유형 

들의 기능이 점차 분화되면서 적어도 PA구문에서는 화자의 시점을 보이는 시 

상의 기능을 PA유형이 떠맡음으로써 시상범주의 퇴화를 촉진시켰을 수 있다. 

32) 고대러시아어 텍스트에서 lF는 BE의 과거완료 외에 불완료상 단순과거 BE와 함 
께 나타나기도 하는데 후자의 경우는 한시성을 표현하는 시간부사를 동반하거나 

적어도 맥락적으로 한시적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한다: “sego mti preze bê c’miceju. 
gr ’kyni susci. ‘그의 어머니는 그리스 여자로서 전에는 수녀였다(불완료상 단순과 
거 ).’"(CK. E. H π Ycn, c6. XII B., J1. 8 B. }]onaTHHa(E뼈:504)) 고대 러 시 아어 에 서 IF 

는 PN에 국한되어 나타나므로 예문도 PN에서 고를 수밖에 없었지만 lF와 과거완 

료 간의 긴밀성을 설명하는 데에 이는 큰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교회슬라브어나 

고대러시아어에서 LF와 SF는 현대러시아어에서보다 아직 덜 분화된 상태였으므로 

LF가 반과거와， SF가 단순과거와만 결합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진화 과정 

중의 한 단계를 보이는 것으로서 LF와 SF가 각각 반과거 및 단순과거와 시점 변 

에서 병행성을 보인다는 일반적 가정을 훼손시키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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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 결론 

본 연구는 첫째， PA LF, SF, IF구문 간의 차이가 무엇이며， 그러한 차이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둘째 각 구문의 특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 

가 종종 모순되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LF, SF, IF구문 간의 차이의 핵심이 시점 및 시공에 대한 인식의 차 

이에 있음을 밝히고， 그러한 차이가 어떻게 각 구문의 통사구조에 반영되는지 

를 보이고자 하였다. PA 연구에서 연구자나 자료에 따라 엇갈리는 결론이 빈 
발하는 근본적 이유는 현대러시아어의 PA유형들이 (진화 정도가 다른) 두 체 

계 - 주체계와 부체계 - 를 허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PA 시점 시공성 
통사적 지위 

주체계 부체계 

LF 내적 무관 NP AD] 

SF 외적 유관 V[+일시적 상태] V[-일시적 상태] 

IF 복합적 이중적 AD]UNCT SC의 PA 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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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ussian Predicate Adjectives Revisited 

Lee, In-Young 

This article aims to clarify the semantic and syntactic distinction among 

PA ’ s, i.e., LF, SF and IF in Modem Russian. It particularly focuses on 

solving the mystery why previous researches on P A ’s often present 

confusing and even contradictory results. The article claims that the 

essential nature of distinction among P A ’ s should be searched in the 

difference of speaker' s position and his/her view on chronotope and that 

such difference is reflected in distinct syntactic structures. The main 

reason for the previous confusion may be found in the permissibility of 

co-existence of two (major and minor) systems for each P A type in 

Modem Russian. 

PA speaker's 
posltlOn 

LF intemal 

SF extemal 

IF complex 

논문투고일: 

논문심사일: 

심사완료일: 

chronotope 
syntactic position 

maJor system mmor system 

irrelevant NP AD] 

relevant V [+temporary statel V[ -temporarγ statel 

double PA of AD]UNCT SC COMP 

논문심사일정 

2005. 3. 4 
2005. 3. 31 - 2005. 4. 14 
2005. 4.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