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상적 메라포를 통한 lO'lIA의 개념화얘 대환 연구 

- CEPllUE , YM과의 비 교를 통하여 * 

1. 서론 

송 은 지** 

TaTb~Ha (pyccKa~ aymo~ 

CaMa He 3Ha~ noqeMY) 

C eë XOAOaHo~ Kpaco~ 

fl~ÕHAa pyCCKy~ 3HMY. 

- A. C. TIymKHH, <<EBreHHfi OHerHH>> 

‘러시아적 영혼을 지닌 타티야나는 

스스로도 왜인지 모르면서 
차가운 아름다움이 깃든 

러시아의 겨울을 사랑했다‘ 
- 푸슈킨예브게니 오네긴』 

러시아어에서 ‘영혼’， ‘마음’， ‘정신’ 등의 의미를 지닌 어휘 ‘llyllIa’는1) 러시아 

인의 문화와 민족성， 가치관， 세계관 등의 정신세계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키 

워드의 하나로서 최근 러시아어 어휘의미론 및 언어문화학(nuHrBOKYAbTypOAorH~) ， 

혹은 언어에 나타난 세계관 (~3bIKOBa~ KapTHHa MHpa)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관 

심 을 끌어 왔다 (Wierzbicka 1992, TeAH~(pell.) 1999, IIIMeAeB 2002, 3aAH3H~K ， 

JIeBoHTHHa, 뻐eAeB 2005, Be)J(õHl\Ka 2005, 3anu3H~K 2005).2) 특히 Wierzbicka(1992) 

* 이 논문은 때4년도 한국학술진홍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없F-20Q4-074-PùV[X뼈). 

** 서 울대 학교 노어 노문학과 교수. 
1)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어휘를 메타언어적 관점에서 나타내는 부호 ‘ ’를 최소화하기 

로 한다. 따라서 러시아어나 영어의 어휘를 지시할 경우 대부분 (단， 처음 소개되거 

나 강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략하였으나， 우리말에서는 혼동을 피하기 위해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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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IlYma란 어휘를 영어의 ’ mind ’ 개념으로 대표되는 앵글로색슨족의 분석적， 

합리적， 이성적 사고방식과 대비하여3) 러시아인의 변별적 민족， 문화적 가치 

체계를 지표하는 키워드로 설정한 바 있다.4) llyma를 mind와 비교하는 연구 

뿐 아니라 러시아어 내에서의 인접한 의미영역을 지닌 어휘， 가령 cepllue ‘가 

슴， 마음’， yM ‘정신， 머리， 이성’과 비교하여 Ilyma의 어휘의미적 변별성을 연구 

하는 작업분 이미 YpbICOH(1994, 1995) 등에 의해 진행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 같은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Ilyma의 의미 특히 그 다의성을 메타포적 

도상성(iconidty)의 관점에서 새롭게 규명해 보고자 한다. 이 어휘의미를 정신 

영역을 나타내는 다른 어휘， 즉 cepllue, YM의 의미영역괴 계열관계(paradigmatic 

relation)차뭔에서 비교하여 그 특정적인 포괄성을 보일 것인데 각 어휘의 사 

전적인 메따언어적 정의에 의존하기보다 연어 (collocation) L-j- 관용표현Gdiom) 

과 같은 결합관계 (syntagmatic relation) 차원에서 의미적 가치 (value)를 파악 

해 보고자 한다. 러 시 아어 에 서 .IlYma는 정 신 작용의 상위 어 (superordinate)로 

자리매김 꾀지만 그 직관적 의미에만 의존한 채 실체적 의미에 접근해 오지 

못한 기존돼 연구에 대한 대안으로서 필자는 Ilymól 의 의미적 가치를 이 어휘 

의 결합관겨l 와 의미적으로 인접한 어휘들과의 비교 대치관계인 계열관계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접근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필자는 이 어휘의 메타포 

2) 3acopwHa(1977)의 러시아어어휘빈도사전에 의하면 백만 단어 당 출연 빈도수가 Ilywa 
는 376회로 Ceplll1e: 336회， yM: 220회와 비교하여 가장 빈번하여 영어의 soul이 비슷 
한 조건에서 73회에 그치는 것과 대조된다(Wierzbicka 1992). soul의 제한적 의미로 
인해 Ilywa를 soul로 번역하는 것은 영어권사용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어색하 

고 낯설다고 하는데 한국어 ‘영혼’은 영어의 soul보다→ 한층 더 유표적인 맥락에서 

사용된다끄 보여 진다. 
3) Wierzbicka(1992)는 러시아어 어휘， 문법에 나타난 반합리성 (anti-rationalism) ， 비능 

동성， 정서성 (emotionality) ，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판단의 경향 등의 민족문화적 특 

성을 지짖한 바 있다. 
4) Wierzbicka(1992)는 Ilywa, C앙Plll1e ， yM와 soul, mind, heart의 의 미 영 역 을 비 교 분석 
하였다. 그녀는 모든 정신작용의 포괄적 개념이자 사용빈도 변에서 비교할만한 두 

어휘로 Ilywa와 mind를 선태하여 그 대조적 의미를 연구하였는데 러시아어에서의 

IlIYwa의 정서성에의 편향성을 ’res sentiens(느끼는 존재)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믿 

음으로， 영어의 mind에 나따나는 이성에의 펀향성을 ’res cogintans(생각하는 존 

재)’에 대한 앵글로색슨족의 믿음으로 규정하면서 러시아 슬라브주의자들의 철학에 

나타나는 인간 정신의 통합성에의 믿음이 서구의 이성 중심의 인간관 및 지성과 

감성， 영성의 분리성과 대립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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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나타나는 특성에 주목하여 그 형태적 유연성과 다양성， 가변성이 의미적 

외연의 확장 및 다의성 (polysemy)과 도상적 관계임을 보이고자 한다. 주관과 

객관， 인성과 신성， 자아와 초자아， 감성과 지성(이성)， 육체와 탈육체 등 상반 

되는 개념을 아우를 수 있는 러시아어 llyma는 정신영역의 포괄성을 지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구의 합리주의， 이성중심적 사고， 인간 정신의 분리성， 

즉， 이성， 감성， 영성의 분리성과 매우 다른 인간관， 세계관을 제시한다，5) 

러시아어의 llY뻐a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일차적으로 ‘인간의 내적， 심리적 

세 계 (BHYTpeHHblìl, nCHXH tIeCKHìl MHp 앤J10BeKa)’로 (O>I<e rOB 1989, 5AC 1950-65), 

육체와 대비되는 포괄적 정신 작용을 의미한다. 이 어휘는 모든 정신 작용， 

즉 감성， 지성， 영성， 의지 혹은 지(智)， 정(情)， 의(意)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문제는 이 같은 정신작용의 상위어로서의 정의가 지극히 추상적이 

고 모호하기에 실제 어떤 맥락에서 보다 구체적인 의미영역을 갖는 ceplll.\e나 

YM으로 대치가 가능한지 혹은 불가능한지， 대치 가능하다변 의미적 차이는 없 

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상위어로서의 llyma는 다시 여러 

하부의미를 지닌 다의어란 점에서 인접한 의미의 정신영역 지칭 어휘와의 섬 

세한 의미적 차이를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llyma는 ceplll.\e와 마찬가 

지로 감정이 일어나는 기관(器官)으로 나타나기에 구체적인 문맥이 주어질 경 

우 어떤 어휘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전적인 메타언어적 정의는 사실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범언어적으로 정신세계와 관련된 어휘의 메 

타언어적 개념 정의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정신영역을 지칭하는 개념들 간의 

의미적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순환론적 오류에 빠지기 쉽다，6) 

5) 러시아인의 정신적， 문화적 특성， 나아가 민족성과 같은 그 정체성이 모호한 추상 
적， 형이상학적 개념을 하나의 단어가 지난 어휘의미적 특성으로부터 섣부르게 도 

출하는 것은 물론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만약 

어떤 어휘가 지닌 의미적 특성이 주어진 언어의 다른 문법적 특성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편향성을 일관되게 보인다면 그것을 단순히 우연으로만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휘의미적 특성과 러시아의 문화적 맥락과의 계변현상이나 

러시아 민족문화의 어떤 고정불변하는 정체성에 관섬을 두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 

선 필자의 연구역량과 논문의 범위를 뛰어념는 것일 뿐 아니라 필자의 견해로는 

문화(혹은 민족성 역시)란 정신문화라 할지라도 공시성과 통시성을 지난 역동적인 

개념으로 그 정체성을 규정하고 규명하는 것이 항시 잠정적인 가치만을 지니기 때 

문이다. 

6) 한국어의 경우 역시 사전적 정의는 거의 순환론적 정의의 오류를 보이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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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정서와 감정을 육체의 감각적 경험을 통해 메타포화하는 경향이 보면 

적으로 나따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정신과 :관련되는 추상적 경험을 신제로 느끼는 물리적， 감각적 경험으로 재 

해석하는 떼타포는 언어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Sweetser 1990). 감정 
에 관한 표현이 인간의 신체기관인 ‘심장’으로， 지성이나 인식작용과 관련된 

작용이 인간의 ‘머리’로 메따포화되는 경향이 언어보편적으로 발견되는 것도 

여기에 속딴다. 러시아어 llyIUa는 llYX ‘숨’을 그 어원으로 가지기에 신체일부라 

기보다 신폐작용과 연관된 어원을 갖고 그 메타포화 역시 보다 포괄적인 양 

상을 띤다. 봄이라는 고정된 고체의 그릇 뿐 아니라 몸에새 나올 수 있는 기 

체， 액체의 다양한 물질도 llyIUa의 의미영역을 위해 메타포 매체 (vehic1e)로 쓰 

일 수 있음은 이 어휘의 의미영역의 탈경계성을 시사한다. 정신적 경험은 육 

쩨적 체험뜨로 메타포화되거나 물질이나 개체 (entity)의 다양한 외형적 변형이 

나 위치변파를 통해 나타나는데 특히 llyIUa의 경우 다른 비교되는 어휘들과 

달리 기체， 고체， 액체를 망라하는 다양한 물질 혹은 기관(그릇)으로 메타포화 

되고 이것이 llYlIla의 광범위한 의미적 스펙트럼을 도상적으로 나타낸다고 해 

석할 수 있다.7) 

다른 어훼와의 결합관계를 통한 llyIUa의 의미구조 역시 이 어휘가 감성， 이 

성， 영성 등의 의미영역을， 다시 말해 초범주적， 범경계적인 정신영역을 포괄 

적으로 지시함을 보일 것이다. 또한 llyIUa와 유사한 의미를 지난 Ceplll.le나 인 

깨능력의 대표적 어휘인 YM파의 계열적 비교를 통해 필자는 llyIUa가 Ceplll.le나 

YM과 부분석으로 공유하는 의미영역을 지니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많아 ‘정신’은 ‘마음’을 통해， ‘가슴’ 역시 ‘마음’을 통해， 또한 ‘마음’은 ‘정신’을 통해 

정의된다(이희승 편저 1998 참조). 
7) 본론에서 보여지겠지만 Ilyma는 이처럼 지성을 중심으로 한 그러나 영성， 감성을 포 

괄할 수 없는 영어의 mind나 영성이라는 좁은 의미만을 지닌 soul과 다르고 러시 

아어와 마찬가지로 감성을 그 주된 의미영역으로 하지만 영성까지는 포괄할 수 없 

는 한국어의 ‘마음’， 혹은 초월적 영성의 의미로 제한된 ‘영혼’과 달리 인간의 모든 

비신체적 정신영역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상위어이다. 다만 Ilyma는 정서의 고유 

영역인 cepllue에 보다 더 근접하고 불질 혹은 육체에의 편향성을 보이는 )1M과 대립 

된다는 변에서 비슷한 편향성을 보이는 한국어의 ‘마음’과 유사하고 mind의 지성， 

이성에의 편향성과 극명하게 대립된다 한국어의 정신영역을 지칭하는 무표적인 어 

휘인 ‘마판’이나 영어의 그것인 mind와 비교하여 러시아어 Ilyma를 비교， 대조시켜 

연구하는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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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측면이라는 인간의 삶의 조건에 구속받는 cepllue와 다르고， 다른 한편 

으로는 실용적， 기능적 측면의 이성에 중점을 둔 yM과 다름을 제시하고자 한 

다. 결국 cepllue나 yM이 모두 인간의 내적， 외적 삶의 조건에 의해 그 기능이 

발휘되고 인간의 본질보다는 기능적， 상황적， 조건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과 

대조적으로， Ilyllla는 인간의 절대적 본질이나 구성자질로서 작용한다. 러시아 

인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IlY띠a의 불가해성(가령 속담 배~a~ Ilyllla ilOTeMKH같은) 

은 결국 인간이란 존재의 불가해성과 다름 아닐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어 Ilyllla의 의미적 특성을 우선 연어， 관용표현 등 통 

사적 결합관계 측면에서 보여지논 메타포화의 특징적 양상을 통해 살펴보고 

(2.1), 그 다음 Ilyllla의 변별성을 인접한 의미영역을 구성하는 cepllue와의 가능 

한 혹은 불가능한 최소대립쌍 설정을 통해 알아본 다음(2.2) ， 이성의 정신영역 

을 지시하는 yM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할 것이다(2.3). 단， 계열관계에서의 다 

른 유사한 정신영역을 지칭하는 어휘들과의 비교 역시 각 어휘의 결합관계와 

메타포 양상을 함께 분석하여야 진정한 의미의 대조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에 

서 계열적 비교연구는 결합적 비교연구를 전제로 상호보완적으로 진행될 것 

이다. 

2. 불론 

2. 1. 머|타포를 통한 ~YIliA의 재념화 

nyllla의 메타포화는 이 개념의 포괄성을 잘 드러낸다. 이 어휘는 TeJl。와 반 

대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비육체적 정신영역을 포괄적으로 지시한다. Ilyllla는 

‘숨’， ‘영’， ‘혼’， ‘기’， ‘정신’， 혹은 영어의 ’ spirit’에 상응하는 러시아어 IlYX를 그 

어 원으로 한다.8) nyx는 초월 적 영 적 존재 인 CB~TO꺼 Ilyx ‘성 령 (聖靈)’， ayx TbMbI, 

3JlOH IlYx, ayx alla ‘사탄， 악마’ 등의 어휘에 사용되고 마IXOBHbIH OTeu ‘사제’， 

llyxOBHblH CbIH ‘대자’， llyxoBHa~ ilHma ‘영적 양식’ 등과 같은 종교적 맥락에서 

8) .QbIlHa Tb, IlbIXaHHe, OT빠，IX ， oTIlbIXaTb(oT.QOXHYTb) , B.QOXHyTb, B03 .QyX 등도 모두 ayx, .Qyma 

와 연관되는데 이들 같은 어원을 공유하는 어휘들 간에는 모음교체 (ablaut)가 나타 

나고 .Qyx > .Qyma의 경우에 x > S의 구개음화(palatalization)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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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 더욱이 죽음을 나타내는 IIcnycTlITb llYx ‘숨을 거두다’와 같은 관용 

표현에서처럼 인간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숨’이란 의미도 가진다. 또한 사기 

(士氣)， 기 분(氣分)과 같은 의 미 로도 사용되 어 CIIJla llyxa ‘사기 ’ BbICOK lIll llYX 

‘높은 사기 , CIIJlbHbIll/Xpa6pblll llyXOM ‘사기 가 높은， 용감한’， 6bITb B llyxe ‘기 분 

이 좋다’， He B .ayxe ‘기 분이 나쁘다’ He XBaTIITb llYXy ‘용기 가 없다’ 등의 관 

용구를 가지는데， ‘기(氣)‘란 개념처럼 llYX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어 

떤 긍정적 에너지의 원천으로서 인간의 기분이나 생사를 좌우하고 영적인 

교류도 가능하게 만드는 추상적인 정신적 설체 (substance)로 여겨진다. 

llyx는 떠다니고 변형가능한 부정형(不定形)의 기체(氣體)로서 메타포화되는 

데 한 개민의 신체나 정신기관으로 사유(私有)되기 힘들다.9) 이는 llyllla가 정 

신기관으로서 인간 육체에 고착되는 것으로 개념화되는 것과 대조된다 (JßMeJleB 

2002). 아래에서 보듯이 llYX는 사람과 목립되어 01 동이 자유로와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남을 수 있는 자취와 같고 이 자취는 주로 채취와 같은 기체의 

물질로 개념화되는데 이는 아래 C1a)에서의 부분격 형태 llYXy에서도 잘 드러 

난다. 

la) qTOÕ ero IlYXy He 마mo! ‘그 사람 꼴도 보기 싫다.’ 
b) *니TOÔ ero llymH He ÔbIJlO! ‘그 사람 꼴도 보기 싫다.’ 

반면， 기관으로서 고착화펀 llyllla는 통증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메타포화가 

가능하지만 llYX는 감각을 수용할 어떤 공간적 부피를 지닌 개체가 아닌 물질 

로 개념화되기 때문에 아래 (2a)가 불가능하다. 즉 일상적 메타포에서조차 며찌 

는 기체라는 물질로서의 영역을 넘어설 수 없음은 개체， 즉 기관으로서 메타 

포화가 가뜸한 llyllla와 대비펀다， 

2a) 때yx ÕOJ1HT. ‘영 이 아프다，’ 
b) /lyllla ÕOJ1HT. ‘마음(영혼)이 아프다.’10) 

9) 복수로만 사용되는 ‘향수’란 의미의 llyXH 역시 기체로서 탈고착성의 본질적 의미가 
유지됨에 주목하라. 

10) YpblcoH(199S)에 의하면 이 표현 역시 축어적으로 쓰일 수 있으면 그럴 경우 가슴 

(목 아래) 부위를 가리키며 마치 Ilyllla를 신체기관인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한 

마. 머리나 가슴으로 대표되는 이성이나 감성과 달리 영성은 기본적으로 어떤 육체 

기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지만 통속적으로 려시아인들은 목 아래 가슴 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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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고착화될 수 없는 기체의 성질을 띤 IlYX는 상승 혹은 하강할 수 있 

지만 고체의 성질을 띤 Ilyllla는 그렇지 않다. 

3a) BOCrrap~Tb AyXOM ‘사기 가 오르다’ 

b) ?BOCrrap~Tb Aymo다 ‘영혼(사기)이 오르다’ 

4a) yrraCTb(rraAaTb) AyXOM ‘사기가 떨어지다’ 

b) ?yrraCTb(rraAaTb) AymoH ‘영혼(사기)이 떨어지다’11) 

llyx는 이처럼 개인에 소유될 수 없고 중력이 없어 위， 아래의 이동이 자유 

롭다는 점에서 기체와 흡사하며 때로는 사람의 존재는 사라져도 남는 체취처 

럼 자취와 같다.llyx와 달리 Ilyllla는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신체일부로서 개념 

화됨은 IlYX와 Ilyllla의 근본적인 차이를 말해주는데 아래 예문들에서 보듯이 

IlYX의 기체성과 Ilyllla의 고체성은 비록 후자가 전자를 어원으로 하지만 IlYX가 

탈육체화된 개념으로 인간의 신체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반면， Ilyllla는 인간 

의 신체의 일부로서 고착화된 것으로 표현된다. 

5a) llyx rOpHT. ‘사기 가 타오른다，’ 

b) ?llyma rOpHT. ‘마음(영혼)이 타오른다.’ 

6a) llyx yracaeT. ‘사기 가 (타)죽는다 ’ 

b) ?llyma yracaeT. ‘마음(영 혼)이 타죽는다.’12) 

일상어에서 Ilyllla는 위의 예들에서 보듯이 Ilyx와 비교하여 어색하지만 시적 

메타포가 활성화된 맥락에서는 잠재된 기체성이 활성화된 메타포적 표현이 

종종 발견된다.13) llyllla의 어원인 호흡이나 들여 마시는 공기 (B03 IlYX)와의 관 

분을 Ayma가 위치하는 장소라 믿는디 (MeJ1epOBH1-1. MOKHeHKO 2001). 단추 끼우지 않고 
풀어헤친 셔츠를 입은 것을 보고 축어적으로 Ayma HapacrramKy라 하논 것도 그 때문 

이다(본래 이 표현은 솔직하고 교감할 줄 아는 성격의 사람을 일컴는다). 3aAymHTb 

역시 목 아래 부분을 졸라 숨을 막히게 하여 질식시킨다는 의미로 어원적으로 ‘숨’， 

‘공기’와 연관됨을 보인다. 이처럼 숨이 드나드는 목 부위가 Ayma가 위치하는 가상 

의 신체기관이라 할 수 있다. 
11) (3b), (4b) 모두 메타포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일상적 관용표현은 아니다. 
12) (5b), (6b) 역시 일상어에서는 드물지만 메타포적 맥락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 

만 한 원어민 정보제공자는 이같은 맥락에서 llYilla보다 사랑이란 의미를 지난 cepAI.\e 

가 더 자연스럽 다고 논평 했다. 
13) 가령 다음과 같은 표현이 시어에서는 종종 발견된다(THJ1bMaH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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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성은 일상적 어휘나 관용표현 HepaBHollymHblü(He pOBHO .llbIIUaTh K K야4y) ‘무 

관심하지 않은 (- 에게 무관심하지 않다/특별한 감정을 품다)’ 혹은 EJle-eJle 

llyma B T8Jl8 (=OH eJle llhlmHT) ‘그는 간신히 숨쉰다 (살아간다)’ 등에서 보여지 

며 JlymHo 역시 공기가 부족하여 생기는 현상으로 기체와의 연관성을 보인다. 

이처럼 llyma의 어원적인 유동성， 기동성， 기체성， 탈고착성이 llylIla의 본질적， 

내재적 의미에서 사라진 것판 아니다. 시적 메타포에서 잠재적인 기동성과 기 

체성이 쉽게 활성화되고 무엇보다 이같은 성철은 llyrna의 다의 가운데 가장 

독보적이면서 고유한 ‘영혼’이란 의미에 건재해 있다. 육체와 분리되어 자유로 

이 떠다닐 수 있다고 믿어지는 ‘영혼’이란 의미의 llyrna는 물질로서 썩어지는 

육체와 달리 영생， 불멸할 수 있고 자아를 초월하여 우주(혹은 신)와 소통하 

는 영성이기에 모든 정신기능 가운데에서또 가장 영구적이고 초자연적이라 

하겠다. 영훤으로서의 llyrna는 고정된 기관이 아닌 육체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 

로이 부유(浮遊)하는 유동적인 기체로서의 메타포가 적당하다. 

7) llyrna Ha Heõo rro i1llëT. l4) 

‘영혼이 하늘로 갈 것이다’ 

llyrua OT JJeTeJJa. ‘영홍이 날아가 버렸다.’ 

llyrua BOCrrapHJJa. ‘영혼이 비상했다.’ 

BIlOXHyTb llylIly ‘영혼을 불어넣다(영감을 주다)’ 

llylIla ropHT (BoCrrJJaMeHHJJIlCb). ‘영혼이 타다(화염에 싸이다).’ 

이처럼 미뼈에 기체성이 시석 메타포로 활용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시적 

메타포는 전혀 새로운 창조생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잠재하는 가능성을 더욱 쉽게 

실현할 수 있다. 다만 위의 예문들에서 llylIla 대신 cepllue를 사용했다변 더욱 창의 

적이고 째로운 메타포로 관찰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Ilyma의 잠재된 

기체성을 말해준다 
14) 러시아인의 죽음에 대한 민간의식에서 나타나는 표현 가운데 죽은 육체에서 떠난 
영혼을 보낸다는 표현 rrporrycTHTb llylIly, 혹은 힘들게 죽어 가는 사람의 영혼이 빠 

져나왔는자를 알아보는 민간의식과 관련된 KapayJJHTb llylIly, CTOp。째Tb llylIly 모두 

죽음을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오는 것과 동일시하였음을 보띤다. 이들 메타포는 모 

두 }lylIla의 의인화를 보여준다， 죽음은 언어보편적으로 주로 여행이나 이별， 떠남(육 

체로부터) 등으로 완콕어법으로 메타포화되는데 (Lakoff & Turner 1989), 러시아어 
에서 그 뚜체는 육체가 아닌 llylIl a로서 이 개념이 육체에 한정되지 않는 초월적 성 

격을 지님을 나타낸다. 슬라브족의 죽음에 관한 여라 메타포에 관하여 TOJJCTa51 

(1999)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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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yrua는 이동， 출몰할 수 있고 따라서 육체의 삶/죽음과 무관하게 불멸하는 

데 (ayrua ÕeCCMepTHa) 이는 이 개념이 탈선체화되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 

다. 1J.yx라는 어원에서 유래된 ‘기체’로서의 유동성과 가장 근접한 ‘영혼’이라는 

의미의 1J.yrua는 유동성과 가장 거리가 있는， 즉 공간적인 제한성이 가장 두드 

러지는 TeJIO와 상반된 지점에 위치한다고 보여진다. 전자가 실체의 개념을 가 

지는데 반해， 후자는 비록 액체， 기체를 부수적으로 포함하지만 안팎이 있고 

부피를 지닌 개별성 Gndividuation) 이 뛰어난 고체의 개체라는 개념이기 때문 

이다. 영혼이란 의미의 1J.yrua는 신체기관도， 그렇다고 정신기관도 아닌 그 본 

질을 파악하기 힘든 개념으로15) 그 존재 자체가 논란 가능하기에 기체의 화 

학 메타포는 이처럼 잡히지 않는 영혼으로서의 1J.yrua의 본질， 즉 육체로부터의 

독립성， 유동성， 기동성을 잘 보여준다. 

llyrua에 대한 기체 메타포가 영혼의 의미와 연결된다면 고체 메타포는 감정 

이나 생각을 품는 그릇으로 주로 나타난다. 생각이나 감정을 품는 장소로서 (B 

1J.yrue) , 혹은 보다 가변적인 기분이 나타나는 장소로서 (Ha 1J.yrue) , 텅 빌 수도 

(nyCTajl onyCTorueHHajl 1J.Yllla) , 가득 찰 수도(3anOJIHeHHajl ， HanOJIHeHHajl 1J.Yllla), 

무엇을 그 안에 숨기거나 보관할 수도 있고(3aTaIITb， CnpjlTaTb, CKpblTb, COXpaHIITb 

tno-TO B 1J.Yllle) , 집 어 넣 을 수 있다(KJIaCTb ， nOJIO:KIITb, CJIO:KIITb '-!TO-TO B 1J.Yllle). 

깊이， 넓이， 부피를 지닌 용기에의 비유는 B rJIYÕIIHe 1J.y뻐 ‘마음 깊은 곳에서’， 

MeJIKajl 1J.yruoHKa ‘속이 좁은 사람’， IlllIpO K ajl 1J.yllla ‘관대한 사람’， BeJIIIK01J.yrulIe 

‘관대， 아량’ 동의 표현에 잘 나타나고 러시아어 속담인 B l!y:ty1O ayωy He BJIe3elllb 

‘타인의 속은 모른다(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혹은 

4y:tajl ayllla nOTëMKII(JIeC 매eMYl!lIfI/TëMHb따) ‘타인의 속은 모른다’， paCKpblTb/OTKPblTb 

1J.ymy 혹은 。TBeCTII 1J.yllly ‘마음을 털 어 놓다’， 1J.yllla HapacnalllKy ‘솔직 한(혹은 포 

용력 있는) 사람’， 1J.yllla HalI3HaHKy ‘(뒤 집 혀 진 마음) 불안한， 동요된’과 같은 표 

현에서도 1J.yllla는 깊이， 넓이， 안팎을 가진 그릇이나 고체로서의 메타포화를 

보여준다 16) 

러시아어 1J.yllla를 고체 혹은 용기로 메타포화할 때 가장 무표적 의미는 감 

정이나 정서， 성격， 인격， 도덕성， 생각， 의지， 관심 등이라 할 수 있는데 러시 

15) ‘기관’ 자체가 이미 그릇 메타포로 축어화된 죽은 메타포라 하겠다. 
16) nyma의 다양한 그룻 메타포는 MlIxeeB(1999)를 참조할 것. nyma에 대한 다양한 고체 

메타포는 시어에서 구체적인 사불， 가령 책， 꽃， 악기， 직물， 창고 등으로 활성화되 

는데 구체적 인 예들은 TIIJlbMaH(1999), MlIxeeB(1999) 등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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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인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paCKpbIT/OTKPhITb Jlyrny ‘마음을 열다’， Jlyrna 

HapacnarnK)I ‘솔직한 사람’은 강점이나 생각을 숨기지 않는 사람을 지칭하고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드러낸다. 아래 고체 메타포를 사용하는 Jlyrna에 대 

한 주목할 만한 연어관계나 표현을 살펴보자. 

8) Mr~J1KaJl .1Iyma(.1IymoHKa) ‘천박한 마음’ / ?rJly60KaJl .1Iyma ‘깊은 마음’17) 

BblCOKa쩌 .1Iyma ‘고상한 마음’ / HH3KaJl .1Iyma(.1IymoHKa) ‘저 열한 마음’ 

mHpOKaJl .1Iyma ‘넓은 마음’/ ?Y3 l<aJl .1Iyma ‘좁은 마음’ 

BeJlHKO，1\ymH뻐 ‘관대 한 마음의 ’/ MaJIO.1lymHhlH ‘소섬 한’ 

9) OH TaHT B 따me 06H며야OMHeHHe. ‘그는 마음속에 화(의 심 )를 숨기 고 있다.’ 

10) TJI:!<eJlO (KaMeHb)/J1erKo/cnoKoHHo Ha ,1\yme ‘마음이 무겁 다/가볍 다/평 온하다’ 

위 예문 (8)과 같은 〈형흉사 + 명사>의 조합이 보다 영구적인 성격(인격) 

적 특성인데 반해 (9)의 <상태범주술어 + Ha Jlyrne>는 일시적인 정서적 상태 

를 나타낸따는 점에서 변별된다. 특히 연어관계를 형성하는 형용사와 Jlyrna의 

결합에서 높이， 넓이， 깊이 등 여러 부분에서 종종 어느 한 가지 극성이 선택 

되어 성격을 특징짓는 연어를 구성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18) 더욱이 위 예문 

(9)에서도 보듯이 B Jlyrne는 마음이라는 그릇 f안에 위치한 어떤 정서가 보다 

영구적인데 반해， (10)의 Ha Jlyrne는 그릇 표면 위에 어떤 상태나 현상이 나타 

날 때를 가리키므로 보다 가변적이고 일시적인 정서 기분을 표현하여 두 메 

타포적 표헨의 차이가 의미적 변별성과 도상적으로 연결된다. ‘안’이 어떤 감 

정의 근원석 출처라 한다면 ‘위’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수동적인 감정의 일 

시적 변화료 인한 가변적 상태라 보여 진다. 다음 예문은 본질과 상황에 의한 

일시적 상태의 차이가 각각 B Jlyrne , Ha Jlyrne와 대응됨을 보인다. 

11) .fI, Mo:!<eT 6blTb, H XY.1l0:!<HHK B .1Iyme, HCKpeHHbl헤 XY.1l0:!<HHK , HO 51 He 

rOTOBII.nCJI K 3TOMy non마IllIY. (11. rOH'mpOB, <<06PhIB>>) 

‘나는 아마도 영혼애서 (천성이) 예술가， 진정한 예술가이지만 난 이 

같은 활동에는 준비되어있지 않았다’ 

17) BO r J1y6HHe .1IymH, .110 r J1y6HHbI .1Iy뻐와 같은 표현에서는 .1Iyma가 용기로서 메타포화 

되어 깊이를 가칠 수 있다. 

18) 한국어의 ‘마음’을 보면 러시아어보다 형용사와 ’마음’의 결합이 이같은 제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이는 러시아어에서의 〈형용사~+ .1Iyma>의 조합이 어휘적 선 

택에 의 1찬 연어적 결합의 성격을 보인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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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00õII(e 3TO ÕbIJlO qYIlHoe nHCbMO, OT KOToporo y MeH5I CTaJlO BeCeJlO H 

cnOKOHHO Ha llyIIIe. (5. KaBepHH, <<llBa KanHTaHa>>) 

‘대체로 그것은 아름다운 편지여서 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 유쾌하고 

평온해졌다’ 

(11)에서는 화자 자신이 영혼이 예술가라는 본질적인 특성을， (12)에서는 일 

시적인 상황에 따른 기분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릇의 안과 표 

면은 영구성 대 일시성으로 대비된다. 

생각이나 인지작용과 IlYIIIa의 연관성은 감정이나 정서와 연관된 .llyma의 의 

미보다 더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llyma라는 그릇 혹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에 분명하다. 

lIyma는 주로 생각이나 심상， 인상， 기억 등이 일어나거나 보존되는 장소로 

서는 가능하지만 능동적이거나 적극적인 분석적 사유나 이성적 판단의 능력 

과는 무관하다. 때로는 인지작용이 이루어지는 그릇으로， 때로는 그 인지작용 

의 주체로서의 .llyma는 다음과 같은 메타포적 표현에 종종 나타난다. 

13) TaK llyMaJI OH B llyIIIe (TaK llyMaJla ero IlYIIIa). ‘그렇게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TaK B llyIIIe OH 3 HaJl. ‘그는 마음 속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 

MeJlbKHyJlH B llyIIIe MbICJlH H BneqaTJleHH5I. ‘생각과 인상이 마음 속에 아 

른거렸다.’ 

OHa rOBOp띠a <<KaK 51 palla, qTO BbI 3aIIIJlH>> - a B llyIIIe llyMaJla <<KaK 3TO 

HeyMecTHo !>> 

‘그녀는 〈당신이 들려주어 기쁘군요>라고 딸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 

얼마나 적절하지 못한가>라고 생각했다.’ 

lIyma는 때로 관심， 의향， 지향， 주의 등의 정신적 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주체에 의해 움직여지거나 스스로 어디를 향해 자리 잡거나 혹은 제자 

리에 없는 등의 메타포적 표현으로 나타난다. 이때 정신기관으로서의 용기보 

다는 그 안에 놓일 수 있는 내용물 즉 정신능력의 실체가 지시대상이다. 위 

의 <.llyma-그릇〉메타포와 비교하여 <.llyma 내용물/실체>로서 메타포화되는 

경우 이는 어떤 장소로 이동되거나 놓여지는 개체로 개념화된다. 이때 실체로 

서의 .llyma는 용기성이 더 두드러진 대상을 문맥에 포함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그러하거나 (가령 ‘사람’과 같이) 아니면 전치사구로 표현된 

추상명사가 메타포화되어 나타난다. 특히 아래 (16)- (1 7)의 경우 .llyma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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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lllle를 쓰면 어색해지는데 이는 신체기관에서 출발하여 내재적 용기성(장 

소성)이 현저한 cep.llue를 장소 표현의 전치사구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의미적 

충돌을 낳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아래 참조)， 반면 .lly삐a는 상대적으로 내용 

물(실체)로서의 의미가 더 본질적이고 기관이나 용기로띄 개념화가 파생적이 

기에 아래와 같은 문맥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자연스럽다. 결국 llyma는 정신기 

관으로서의 메타포화와 정신능력으로새의 메타포화 즉 그릇으로서의 개녕화 

와 실체로서의 개념화가 모두 가능하다。 

14) [Iyma JIe l!<HT K KOMy/qeMY ‘마음이 누구/어 디 에 가 있다’ 

15) lilyma He Ha MeCTe , ‘안절부절 못하다.’19) 

16) BKJIallhlBaTb llymy(?ceplll1e) B l<aKOe-TO lleJIO ‘어떤 일에 정신을 쏟다’ 

17) Bc~ llyma(?ceplll1e) 댄 ÕbIJIa B MOJIHTBe. ‘그녀의 모든 정신이 기도에 쏠 
려 있었다.’때) 

기체와 고체 뿐 아니라 그 중간적 형태인 액체 혹은 액처B를 담는 그릇으로 

서의 llyma의 메타포화는 감정의 표현과 연관되는데 ‘눈물을 흘리다’와 같이 

액체와 감정의 토로(멜露)의 연관성을 원형으로 한다고 보여 진다，21) 

18) H3JIHTb Ilymy ‘마음을 쏟아내 다(감정 을 토로하다)’22) 

KνneTb B Ilyme ‘마음 속에 들끓다’ 

19) 예문 (14)-(15)의 경우 ceplll1e로 대치 기능한데 그 의미적 차이도 거의 없다 (A띠CTOBa 

1995 외)， (14)의 경우 이성에 대한 관섬， 사랑이라는 ceplll1e 특유의 감정적 의미도 

가능하다는 점 에 주목하라. 
20) 특히 (17)의 경우 두 추상명사 가운데 ‘기도’가 그룻으로， ‘마음’이 실체로 나타나면 

서 양화사의 수식을 받는 것에 주목하라. 더욱이 한국어로 옮길 경우 ‘기도에 혼신 

(澤身)의 힘을 기울이다’라는 관용표현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을 보면 러시아어의 영 

혼의 힘 (CHJIa llymH) 이 한국어에서는 육체의 그것으로 대치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21) 한국어의 ‘토로’의 사전적 의미는 ‘속마음을 죄다 드러내다’띤데 이 역시 액체 배출 

의 메타표로서 주로 정서의 표현과 연관된다. 또한 ‘(어떤 감정을)쏟아 붓다(퍼붓 

다)’등의 구어체적 메타포 표현 역시 감정의 표출과 관련된마. 한 원어민 정보제공 

자의 논평에 따르면 러시아어 H3JIHTb Ilymy는 OTKp에Tb Ilymy와 비교하여 자신의 감 

정을 드러내는 것에 의미적 초점이 있고 후자의 수용적 혹은 교감적 측면에 대한 

의미는 약화되어 나타난다고 한다. 
22) llyma를 액체의 물질을 사용한 메타포 역시 시텍스트에서 역동적으로 활성화된다. 

구체적인 예들은 THJIbMaH(1999)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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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prraTb l!3 t1ylIll! ‘마음에서 길어 올리다’ 

orrYCTOml!Tb(l!Ccyml!Tb) t1ymy ‘마음을 고갈시 키 다’ 

rreperroflH~Tb t1ymy ‘마음을 채우디’ 

생명있는 유기체의 중요한 선체작용인 숨쉬기의 어원을 지닌 ltyUl a는 이처 

럼 기체 뿐 아니라 액체 분비의 신체작용으로도 메타포화될 수 있는데 이 경 

우 정서적 의미가 두드러진다， 이는 우리 신체의 기본적 감정 반응인 눈물의 

배출이 액체 분비의 메타포화의 원형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앞서 위에서 논의되었듯이 lty띠a에는 영성， 감정， 기분， 생각， 의지， 관심 등 

의 다양한 차원의 정신작용이 연관된다. 이 가운데 cepltl.\e나 yM과 공유될 수 

없는 의미 가운데 초월적 영성만이 고유하고 독보적인 ltyma의 의미인 것은 

아니다 (아래 참조) . 또 다른 ltyma 만의 고유한 의미영역은 도덕성 (MopaJIbHOCTb) 

으로 이는 다른 어휘로 대치되기 힘들다. 즉， 의무성， 도덕성， 책임성의 의미 

는 보다 감정에 충실한 cepltl.\e나 합리적 논리적인 정신작용에 관련된 yM에서 

는 볼 수 없는 ltyUla 고유의 의미라 하겠다. 

19) rpex Ha t1ymy õpaTb (rrpHHHMaTb) ‘죄 의 책 임 을 지 다’ 

위 관용표현은 러시아인들의 도덕성적 가치판단에의 집착이란 민족적 특성 

을 거론하지 않더라도23) lty띠a의 종교적 의미의 영성과 마찬가지로 다른 어휘 

로의 대치가 불가능한 고유한 의미이다. 

결국 t1yUla의 메타포화는 기체， 고체 액체의 메타포가 모두 가능하고 각 메 

타포의 의미적 기능이 분화되고 특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즉， 기체 메타포가 

가장 높은 유동성과 공간확장력을 지니면서 ‘영혼’이라는， 인간의 육체와 분리 

가능하다고 믿어지는 설체와 연결된다고 한다면， 액체 메타포는 정서， 감정의 

영역을 실체 혹은 그릇으로 개념화한다. 고체 메타포는 그릇 혹은 내용(설체) 

모두 지시할 수 있으며 영성， 감성， 지성， 도덕성， 의지 관심 등을 포괄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무표적인 의미적 스펙트럼을 보인다. 

llyUl a가 TeJIO와 반의관계를 이루면서 모든 정선작용의 대표적 상위어로 자 

리매김될 수 있기에 특정한 의미영역이 강조된 yM이나 cepltl.\ e와 같은 다른 

하위어 (hyponym)보다 집단성， 집합성，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인 

23) Wierzbicka(1992)는 러시아인들이 도적적 선， 악 판단과 관련된 어휘， 특히 욕설을 
사용하는 빈도가 영어의 경우보다 많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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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본질적인 정신작용일 뿐 아니라 개념적 대표성을 띤다는 점에서 아래와 

같은 JlYlliaó~ 제유적 (synedoche) 용법이 가능해지는데 띠는 개인의 정신영역 

을 지칭하는 JlY띠a가 집단성， 집합성， 공동체성을 지닌 ‘시대정신’이란 의미로 

확대된 경푸이다. 다음 예문을 보라. 

20) nO HMeHH BJla.QHMHp JleHC l<HH, 
C .nymOlo llpSIMO reTTHHreHcl<OH, 
KpaCaBel.\, B llOJlHOM UBeTe J1eT, 

nOl<J10HHHl< KaHTa H n03T. (A. c. nymKHH, <<EBreHHH OHerHH>>) 

‘씨름은 블라디미르 렌스키 

바로 괴탱겐의 정신을 지난 

미남으로 한창의 나이에다가 

칸트의 숭배자이자 사인이었다’ 

괴팅겐의 정신， 즉 그 시대， 어떤 지역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시대정신 혹은 

조류， 사조(思漸)란 의미의 l.ly띠a는 분명 집합적， 비개인적 의미가 현저하게 나 

타난 JlylIla익 의미로서 이같은 집단성은 육체와 대조되는 정신이란 총체적， 일 

반화된 JlYlUa의 의미， 상위어로서의 Jlyrna의 의미가 개인의 영역에서 집단으로 

확대된 것이다. 

llylIla는 영어의 soul과 마찬가지로 제유에 의해 ‘영혼’이나 ‘마음’이란 의미가 

확대되어 사람 일반을 지시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유사분류사적 용법은 주 

로 부정과 함께 사용되어 구어체적 맥락에서 쓰이는데 이는 ollymeBJlëHHblÌÍ ‘생 

명체의 (동물 포함)’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적 측면보다 오히려 생리적인 

작용인 숨쉬기의 어원에 근접한 의미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이다. 

21) He ÕbIJlO HH O.QHOH .QymH( *cep.Ql.\a, *YMa) ‘한 시-람도 없었다.’갱) 

24) 다음 영껴 혹은 한국어 직역과 비교하라. 

a) There was not a soul( *mind, *heart). ‘한 사람도 없었다’ 

b)*한 영혼(*마음*정신)도 없었다. (한 사람도 없었다) 

한국어의 경우 어떤 정신 지칭 어휘도 이같은 용법에 쓰이지 못하며 영어의 경우 

에는 soul이 러시아어와 같은 제유적 용법으로 가능하지만 이는 생리적 의미의 활 

성화나 비인격적 맥락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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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yll!a는 그 어원인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숨(.uyx)’의 영향으로 단지 사람이라 

는 의미 뿐 아니라 생명체란 의미를 기저에 가지기에 위 예문 (21)은 ‘쥐새끼 

한 마리도 없었다’란 의미로 다소 구어체적인 특성을 보인다. 

llyll!a는 흥미롭게도 인간이 가진 가장 중요한 정신적 작용을 가지고 인간 

자체를 지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휘 cep.uue나 yM과 변별된다. 더욱이 

사람의 단위로 무엇인가를 계산할 때 다른 언어권에서 주로 ‘머리’가 사람의 

제유로 작용하는 것(가령， per capita, 인두세(人頭뺨) 등)과 비교하여 러시아 

어의 'Ha .uyrny HaceneHH~'라는 표현은 이 어휘에 대한 러시아인의 특이한 개 

념화와 관련 깊다(IllMeneB 2002). llyll! a는 제유가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근원적인 의미에는 

생명체의 기본 생리적 작용인 ‘숨’이란 의미를 내포하기에 인간-동물의 접점 

인 원시적 ‘생명체’란 다소 비하된 의미로 전이될 수 있다.25) 

이상 .uyrna의 메타포화는 기체 액체 고체를 망라하고 물질-개체를 넘나드 

는 초경계적， 초범주적 유동성과 공간적 기동성을 지님을 보았다. 필자는 .uyrna 

의 부정형과 메타포적 형태 변형의 다양성이 이같은 의미적 스펙트럼의 광범 

위함과 도상적 관계임을 제시하였다. llyrna는 선성과 인성， 자아와 초자아， 감 

성， 지성， 영성， 도덕성， 의지， 관섬， 주의 등을 망라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 

이고 이로써 육체와 이분적 대조를 이루는 모든 정신작용의 상위어로서 작용 

하며 여기에서부터 제유에 의해 집단성의 의미로의 확장도 가능하고 또한 생 

리적 작용을 지시하는 어원과 연관하여 사람-동물에 공통적인 생명 자체에 

대한 비인격화된 지시의미도 가능하다.잃) 

25) 이 같은 맥락에서 Ilyma가 한때 인간 가운데 가장 비인간적인 태도로 취급되는 ‘농 

노’란 의미를 가졌던 사실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펼자는 이 의미의 파생이 

인간 정신의 고유한 측면이라기보다 인간-동물에 공통적인 생명체의 숨쉬는 생리 

작용과 더 깊게 연관된다고 본다. 
26) 한국어의 ‘마음’은 영어의 mind와 비교하여 러시아어의 Ilyma에 매우 근접해 있다. 

‘마음’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정신’이란 어휘는 ‘정신이 나가다’， ‘정신을 잃다!(되) 
돌아오다’， ‘정신이 있다/없다’， ‘정신 차리다’， ‘정신이 팔리다’， ‘정신을 집중하다’， ‘정 

신을 가다듬다’， ‘정신이 산란하다’， ‘정신을 쏟다’， ‘정선을 쓰다’， ‘정신 빠지다’， ‘정신 

이 나다’ 등에서 보듯이 정서적 펀향성보다는 ‘주의 (attention)’， ‘의식 (consciousness)’， 
‘기 (spirit) ’ 등의 의미나， ‘시대정신’， ‘민주주의 정신’， ‘자유로운 정신’과 같은 이데올 
로기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러시아어로는 Ilyma외에 다른 독립된 

어휘(가령 pacceJ! HHblìI. c03HaHHe)로 번역되기도 한다. 대조적으로 ‘마음’은 감성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머리’， ‘이성’과 대조되는 측면에서， 또한 생각， 판단 등의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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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인틀의 열린 llyma애 대한 높은 가치평가는 솔직한 감정이나 생각의 

표현과 터높고 교감하고 타언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 있는 사람에 대한 높 

은 가치평가를 함축한다.낌) 결국 고유한 인간의 본질언 껴yma는 독립적이고 개 

적인 혹은 인식적인 기능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마음 속으로 생각하다’， 
‘마음속에서 결정하다’， ‘마음속으로 알다’ 등) J1yma와 공유하는 의미영역이 더 넓 
다. 연어관계 변에서도 한국어 ‘마음’은 대부분 러시아어의 J1yma(드물게 cepJ1l.le)로 
번역된다. 감정의 의미 이외에도 ‘마음’은 다음과 같은 성격이나 인격， 도덕성의 영 
역을 지시할 수 있다. 

a) 넓은 마음， 좁은 마음， 아름다운 마음， 착한 마음， 정직한 마음， 여린 마음 등등 

한국어 ‘따음’은 J1yma보다는 cepJ111e, mind보다는 heart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이성에 
대한 애갱이란 의미도 있기에 (‘마음을 사로잡다’， ‘마음을 빼앗다/빼앗기다’ 등등) 
때로 이둡 heartLJ- CepJ111e까지 포괄하는 의미영역을 지난다. 더욱이 ‘마음’은 ‘의향’， 
‘의지’， ‘의중’， ‘의도’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mind댐 의미에는 포함되지만 J1yma로 
는 번역되기 힘든 의미도 지닌다. 

b) 마음이 흔들리다 
마음이 약하다 

마음을 굳히다 
마음을 사로잡다 
마음을 빼앗다 

마음을 정하다 

마음을 먹다 
마음이 있다 

마음을 떠보다 

마음을품다 
마음을 헤아리다 

단， ‘마음’에는 J1yma에 존재하는 영성， 초월성， 종교성의 의미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에서 후자의 포괄성에는 미처지 못한다. 또한 ‘마음’은 J1yma에 내포된 불가해성의 잠 

재된 의미는 찾아보기 힘들따. 이는 구어체의 ‘(마음)속’에 두드러지는데 l.!y:i<a51 J1Yma 

nOTëMKH린- 속담이 국어로 ‘옐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로 번역되 

어 있는 것은 ‘마음’이 그같관 불가해성의 의미를 내포하지 않고 수직적 메타포도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 (*깊은 마음*얄은 마음). ‘마음’은 포괄적인 정서， 정신영역을 지 

시하지만， ‘영혼’이나 J1yma가 지닌 영성이나 종교성， 초월성이 부재하므로 ‘마음’은 

어디까지 내 인간의 현존에 국한된 개념이다. 
27) 이는 사실을 말하는 ’ rOBopHTb npaB J1Y’, I rOBopHTM nO J1ymaM’에 대한 높은 평가와 

도 맥을 같이 한다. 솔직하지 못한 ’ KpHBa51 tJ.yma’에 대한 부정적 평가 역시 사실적 

인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러시아인들에게 진정한 소통의 의미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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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인 불가침의 정신영역이면서 동시에 타인의 Ilyllla와 대화적 교감을 통해 

서만 진정한 의미의 소통을 이룬다는 점에서 대인적 상호작용에서 그 진가가 

발함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Ilyllla의 의미에 내재된 근원적 소통성은 

타인의 Ilyllla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고 자선의 Ilyllla를 들어내 보이는 인 

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되듯이 고유하면서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신 

의 영역이며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집단적일 수 있는 포괄성을 지닌다. 이같은 

포괄적 Ilyllla의 개념과 달리 이 어휘와 감정의 의미영역을 공유하는 ceplll.\e는 

아래에서 논의되듯이 매우 개인적이고 관계중심적， 상황중섬적인 비영구적 속 

성을 지니며 Ilyllla와 달리 기관성과 수동성(수용성)의 의마가 현저하다. 메타 

포적 포괄성을 지니는 Ilyllla가 인간 정신의 영구적， 내재적， 본질적 속성을 지 

닌다고 한다면， 메타포적으로 제한된 ceplll.\e가 인간 정신의 상황중심적， 조건 

적 속성을 지니는 것은 메타포적 개념화의 도상성을 시사하고 이는 결국 러 

시아어 Ilyllla의 불가해성에 대한 언어적 고백에 다름 아니다. 

2.2. ltYDIA와 CEPltQE 

2lyllla와 종종 치환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ceplllle는 주로 감성， 정서의 정선작 

용과 영역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종종 Ilyllla의 동의어로 취급된다. 비록 영성 

의 의미나 인지 기능과 관련된 정신 작용의 의미는 cepllue에서 찾아보기 힘 

들지만， 정서나 감정의 의미와 연관되어 이 두 어휘는 종종 호환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필자는 이 두 어휘가 실제 같은 연어관계에서 쓰이는 맥락， 즉 

최소대립쌍을 형성하는 경우 의미적 차이는 없는지， 혹은 두 어휘 가운데 하 

나가 선택되는 경우 그 의미적 동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다. 

앞서 Ilyllla가 비인격화된 맥락에서 사람에 대한 제유로서 유사분류사로 쓰 

인다고 지적하였는데 문학텍스트에서 Ilyllla와 cepllue 모두 연인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 애칭으로 사용된다. 정서적으로 유표적인 맥락에서 사랑 

하는 사람에 대한 cepllue나 Ilyllla의 호칭적 용법은 두 어휘가 정서적 의미영 

역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아래 2.3에서 살펴볼 yM은 이같은 정서적 의미의 제 

유적 사용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yM이 이성적 정신 기능의 의미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한다(Be:l<ÕHl1Ka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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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llue는 인간 신체의 가장 중요한 생명을 담당하면서 실제로도 신체 한 

가운데 자리장은 가슴부위 (rpYllb)나 혹인 내장기관인 ‘심장’을 그 일차적 의미 

로 가진다. 이는 cepllue의 일차적인 의미로서 물리적인 i활동이나 접촉을 나타 

내는 다음과 같은 표현에 종종 사용된다. 

22) nOJIO:l<a pyKy Ha cep,Que ‘가슴에 손을 얹고(숨김없이)’ 

Cepllue 6b힌TC꺼. ‘심깎(가슴)이 띈다.’ 

Cepllue CTy'쩌T. ‘섬 장(가슴)이 두근거 리 다.’ 

Cepllue KOJIOTHTC5I. ‘심 장(가슴)이 찌 르듯 아프다.’ 

심장이란 신체기관을 일차적 의미로 가지는 cepllue가 통시적으로 본래의 

‘이성’의 의미를 거의 완전히 잃고28) 현재 정서나 의지 등의 감정과 연관된 

깨관으로의 의미를 그 중섬적 의미영역으로 가짐은 언어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다@ 워의 예문들은 실제 심장의 움직임을 의 111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정서적 상태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 되기도 한다. 정서적 상태를 심장이라는 

신체기관의 물리적 움직임이니- 상태와 연관시켜 메타포적으로 표현하는 것 

역시 한국아와 영어 모두에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llyJIIa와 crepllue는 성격을 꽉정짓는 경우 하나의 맥락에서 종종 대치 가능하 

다고 여겨진다. 다음 예문에서 .Qyma, cepl:U.je는 거의 동의어로 나타난다. 

23) ---4TO 3a mTIIJIb, KaK OH OilllCbIBaeT MIIJIO! -- rOBOplIJIa OHa, 'mTa51 

OilIlCaT E!JIbHylO 'IaCTb illlCbMa. -- 에 'ITO 3a llyma! 06 ce6e HII'Iero! 0 KaKOM-TO 

lleHllcoBe, a caM BepHo, xpa6pee Bcex. HII'Iero He mlilleT 0 CBOIIX CTpa,QaHII5IX. 

니TO 3a cepllue! KaK 51 y3HZLIO ero! 11 KaK BCilOMHIIJI Bcex! H따<oro He 3a6hIJI. (n. 

H. TOJICTOlí, <<BoltHa 11 MIlP>>) 

‘기막히게 잘 썼군! 얼마나 사랑스럽게 이야기하는지!---그녀는 펀지의 묘 

28) Heart가 고대 인도유럽어에서 이성적 작용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은 잘 
알려져 있는데 (raK 1999, IIMeJIeB 2002), 현대영어에서 learn by heart ‘외우다’ 역 

시 그러딴 의미의 잔재로 보인다 과거 성경에서 cepllue는 이성이나 사고를 의미 

하거나 이같은 이성적 활동의 영역으로 기술되는 것으로 보아 이 어휘의 극적인 

의미 전첸을 알 수 있다. 보다 고전적인 성경 번역에서 다음과 같은 이성이나 사 

유와 연관된 cepllue의 용볍이 발견된다고 한다(raK 1999): 

I1l1cyc )Ke, BlIll51 ilOMblmJJeHII꺼 IIX, CKa3aJJ: llJJ5I 'Iero BbI MbICJJIITe XYlloe B 

ceplluax Baml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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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얼마나 고귀한 영혼인가! 자신에 대해 

서는 아무 말도 않고! 데니소프라는 사람에 관해서 쓰다니. 자신이 누구보다 

도 용감하면서도! 어떤 마음씨인가! 내가 그를 어떻게 알아볼지! 모든 사람 

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아무도 잊지 않고 말이야.’ 

위에서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두 어휘의 의미적 차이를 살펴보자면 그 

위치상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llyma는 본성적 측면에서의 성격적 특성 

을 일반화하여 말하는 것인 반면 CepLll.\e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과 연관하여 

어떤 인물의 특징적인 마음 씀씀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맥락은 두 어휘가 거의 호환 가능한 경우라 하겠다 

두 어휘가 같은 문장에 공존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 두 어휘의 의미적 차이， 

즉 Llyma의 실체성과 CepLll.\e의 기관성 이 두드러진다. 

24a) B 3flOÕHOM CepAl.\e Ayma CTOHeT. 

‘악의에 찬 가슴에서 영혼은 신음한다 (사람을 미워하면 영혼이 병든다).’ 

b) ?B 3flOÕHOM Ayme CepAl.\e CTOHeT. 

‘악의 에 찬 영 혼에 서 가슴이 신음한다.’ 

llyma의 본유적 실체성과 cepLll.\e의 내재된 기관성의 차이는 위와 같은 맥락 

에얘 변별성을 보이고 이 같은 변별성은 메타포화 과정에서의 차이를 통해 

도상적으로 표현된다. 두 개념이 상대적으로 그릇과 내용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이 잘 드러나는데 (24b)가 일상어 맥락에서 다소 어색한 것은 Llyma가 그 

릇으로 CepLll.\e가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이 두 개념의 본질적 의미의 대조와 

상충되기 때문이다.29) 더욱이 CepLll.\e CTOHeT라는 메타포적 감정 표현이 Llyma 

CTOHeT보다 어색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지시적 맥락에서 혹은 문장의 화제의 

위치에서 Llyma가 CepLll.\e보다 상위어로서 ‘사람’을 지시하는 제유적 의미 전이 

가 더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인다.30) 

29) 한국어의 ‘마음’과 ‘가슴’의 관계는 Ayma와 cepAl.\e와 비슷하게 전자가 내용물 혹은 

실체적 능력이 기본적 의미라면， 후자는 그릇 혹은 기관의 의미가 일차적이기에 

때로 이 두 어휘를 호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필자가 우연히 선거 현수막에서 접 

한 다음 예문을 보라: 

a) 여러분의 마음을 가솜에 담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b) ?여러분의 가슴을 마음에 담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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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yma의 포괄적 의미 가운데 정서성이 포함되고 ayrua싹 cepaue자 정서적으 

로 유사한 경험을 표현하는 동의어로 사용 가능하다면 두 어휘의 의미적 변 

별성은 우선 ayrua와 cepaue꾀 메타포화 양상에 주목하면 확연히 드러난다. 두 

어휘 모두 정서적 경험이라는 정신적 작용이 일어나는 소재지로서 그릇으로 

메타포화될 수 있지만 Cep，lJlue와 연관된 정서적 경험이나 감정은 그 일차적 

의미인 심깎의 물리적 변형이나 운동을 통해 표출된다. 즉， 고체성 혹은 용기 

성은 ayrua따 cepaue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후자에 보다 현저하게 보여진다. 

llyma는 자체가 기체， 고체， 액체의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고 그릇 혹은 실체 

(내용물)로 메타포 표현이 포괄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cepaue는 고체의 

외형적 변형을 통한 메타포석 정서의 표현이 무표적이다，30 

30) 앞서 예문 (23)에서 보듯이 <형용사 + t1yma 혹은 ceptll-le>이 서술어적 맥락에서 

사용될 경우와 여기서 논의되는 주어(혹은 화제)의 지시어적 용법은 서로 다르다. 

상대적으로 t1Yma가 ceptll-le보다 사람을 지시하기 더 쉬운 것은 이것의 상위어적 위 

상과 관련되며， 러시아어 t1yma의 본질성， 통합성， 총체성과도 통한다. 

31) 한국어 ‘가슴’은 heart L} c eptll\e와 달리 주로 신체기관의 익미로서만 사용되는 ‘심 

장’이란 어휘를 별도로 가지기에 많은 경우 정서적 상태를 나타내는 캄성 표현에 

사용된다. 러시아어의 Ceptll1e와 비슷하게 가시적인 외형적 변형， 운동， 상태의 변 

화를 나타내는 메타포를 통해 일시적인 정서적 상태를 나타내지만 간혹 실제 성장 

의 박동씨나 운동상태를 축어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기가슴’과 연관된 메타 

포적 감정 표현은 다음과 같다. 이들을 ‘마음’으로 치환할 경우 종종 어색해진다. 

가슴이 두근거리다. 

가슴이 철렁하다 

가슴이 두방망이질치다 

가슴이 콩닥거리다 

가솜씨 뛰다 

가슴이 울렁거리다 

가슴이 부풀다 

가슴이 답답하다 

가솜씨 미어지다 

가슴씨 찢어지다 

가슴이 뭉클하다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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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epllue BbICKaKIIBaeT (113 rpYIlII) ‘심 장이 터 지 다’ 

cepllue TpeneIl(eT ‘가슴이 뛰다’ 

cepllue pa3pbIBaeTCJl ‘가슴이 찢 어 지 다’ 

cpbIBa Tb cepllue ‘울화를 터뜨리다’ 

cepllue ynano (060pBanOCb, IlporHynO) ‘가슴이 철렁하다’ 

pe3aTb Cepllue ‘가슴을 찢 다’ 

cepllue 3aMllpaeT ‘심장이 빚을 듯하다’ 

TpOHyTb Cepllue ‘가슴을 건드리 다(감동시 키 다)’ 

cep띠a띠ue K때pOBblO 06.띠Æ뼈l 

CKpe밍n찌JI cep띠Ilue ‘마지못해’ 참으면서 (가솜을 단단히 조이면서)’ 

npllHIIMaTb 6nll3Ko K cepllUY ‘절실히 느끼다(동정， 연민)’ 

KaK (6YIlTO) HO%OM no cepllUY ‘가슴을 칼로 찌르듯 (고통스럽게)’ 

위 연어들에서 ‘찌르다’， ‘찢다’， ‘뛰쳐나오다’， ‘떨어지다’， ‘자르다’， ‘만지다’， 

‘가까이 대다’， ‘조이다’ 등의 동사는 위치의 이동이나 외부의 힘에 의한 형태 

의 변형과 연관되는데 일상어에서 cep.llue에 주로 나타나고 .llyIlla에는 비유적 

맥락 이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할 때， 이는 고체성， 용기성 

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cep.llue의 변별적인 메타포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cep.llue를 액체나 기체로 표현하는 메타포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이 다의어의 일차적 의미에 내재된 기관성이 감정을 지시하는 메타포화에서 

도 암묵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 해석된다.32) 이처럼 정신적 경험의 신체화 

에 있어서 매체의 근원적 속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보다 그것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이 일상어에서 보편적임을 알 수 있다. 

일상적 관용표현의 확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문학 텍스트에서도 cep.llue 

로 표현되는 감정은 이 기관의 변화된 형태나 물리적 자극이라는 메타포화를 

통햄 이루어진다. 

26) BCJl KOe cnOBO f1bepa %rn0 ero cepllue, 11 OH HepBHblM IlBII%eHlleM nanbueB 

nOMan--caM He 3aMeqaJl 3Toro--nonallaBWlleCJl eMy B pyKII cypryqll 11 nepb꺼 Ha 

cTone 1lJI1l1I. (J1. H. TonCTO꺼， <<Bo다Ha 11 MIlP>>) 

‘피에르의 모든 말이 그의 가슴을 태웠고 그는 신경질적인 손가락의 움직 

임으로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하면서 그의 손에 잡히는 숙부의 탁자에 놓 

32) 물론 고정표현 <cepllue nonHO + 감정 아휘>는 가능하지만 이는 모든 그릇 메타포 

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cepllue 자체는 Ilywa처럼 액체의 물질로 개념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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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봉남과 깃럴을 부러뜨랬다.’ 

'lJ) OH OrmIHYJlC5I Ha I1JIeHHOrO õapaõa뻐Hl<a ， H 'HO-TO l<OJlbHyJlO ero B cepllUe. 

(끼. H. TOJlCTOU, <<BOUHa H MHP>>) 

‘그는 포로로 잡힌 고수를 둘러보고는 무언가 그의 가슴을 찌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28) 내TO-TO CTpamHO ÕO.llbHO Y.1lapHJlO ee B Cep.1ll.\e. (끼. H. TOJlCTOU, <<BOUHa 

H MHp>>;' 

‘무언가 그녀의 가슴을 끔찍이도 아프게 내리쳤다.’ 

llylIl a로 호환될 수 없는 cepìlue의 변별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cep.Ilue 

고유의 감캠 영 역을 알아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이성간의 연정과 관련된 cep.IlUe 

의 의미에 주목해보면 이 두 어휘의미의 섬세한 차이가 발견된다.잃) 

29a) nJleHHTb/Yl<paCTb/nOl<Op5lTb/nOÕe>l<.1laTb/pa3ÕHBaTb Cep.1ll.\e ‘가슴(마음)을 

사로잡다(매료시 키 다)’ 

b) ?nJleHHTb/Yl<paCTb/nOl<Op5lTb/nOÔe>l<.1laTb/pa3ÕHBaTb ,1lymy ‘영혼을 사로잡다’ 

여성간의 사랑이나 연정과 연관된 의미는 cepìllle로 표현되지 .Ilyrna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이 두 어휘외 근본적 차이가 감지된다.영) 위의 

예문에서 llylIl a를 쓸 경우 어색한 것은 악마가 인간의 영혼을 사로잡거나 훔 

치는 것과 같은 초현실적 맥략이 아다라면 인간 대 인간의 정서적 작용에서 

는 cep.Ilue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래 예문에서도 시-땅의 감정과 연관하여 

.Ilyrna 대신 r: ep.Ilue가 나타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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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 c. nylnl< HH의 〈써 Bac J110따J1 .. >>시 에 서 나타나는 문장 ]JIOÕOBb eßlE! ÕbITb MO>l<eT / B 

.1lyme MoeU yracJla He COBC8M의 경우에 대해서는 사랑 자쉐가 .1lyma로 메타포화된 

것이 아념에 주목하라. 이 사에서는 좀 더 강한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1lyma 

를 사랑펴 소재지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시어의 메타포를 살펴보는 것은 필자 

의 논문 범위 밖이다. 
34) 우리말 먼역에서도 보듯이 한국어 ‘가슴’은 실체적 내용의 의미로 잘 사용되지 않 

는다. 외형적 변형을 통한 메타포적 감정 표현에는 ‘가슴’이 자연스럽지만 연정과 

연관된 꾀미에서 ‘마음’이 자연스럽다는 것은 ‘마음’이 .1lyma와 cepm.le의 정서 모두 

와 포괄석으로 연관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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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HeÕOM B A~prrKrr MOe꺼， 

B3~~aTb 0 cYMpaqHoA Pocrrrr, 
rtle 51 CTpanaJ1, rne 51 J1IOÕrrJ1, 

rtle Ceptlue 51 nOXOpOHHJ1. (A. C. TIymKHH, <<EBreHHA OHerHH>>) 

‘내게 적의를 품은 자연의 단조로운 해변을 등지고 

남국의 바다 가운데서 

나의 아프리카 하늘 아래 

애타게 그리워할 때가 되었다. 

내가 고통받았고， 내가 사랑했으며 

내가 가슴(사랑)을 묻은 황량한 러시아를.’35) 

이성간의 연정과 연관된 감정 뿐 아니라 가족애 역시 .llyrna의 영역이 아닌 

cep.llue의 영역임을 다음 인용구문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은 때로 cep.llue와 

.llyma가 상충하고 이율배반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Wierzbicka 1992에서 재 

인용36)). 

31) BaM 매*뻐1 B351Tb KaKOη TO nymeBH뼈 omycK - y ceM버. He npO~llllaBmrrCb 

nyma C Cb~aeTC꺼， 3HalO 3TO no ceõe. CeMb51 Benb - cepnue. Cepnue pa3paCTaeTC꺼 

B Ymepõ nymH, nyme COBceM HeT MeCTa, OTC lOna eCTeCTBeHHoe %eJ1 aHHe -

yMepeTb, He He ÕhITb, a CMOqb ÕhITb. 

‘당신은 일종의 정신적 휴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가족으로부터， 심호 

흡하지 못하면 영혼은 고갈되지요. 경험으로 알아요. 가족은 진정 가슴이 

지요. 가슴은 영혼을 희생시켜변서 자라나요. 영혼에는 공간이 없고 이것으 

로 인해 자연스러운 욕구가 생겨나지요 - 죽고자 하는 욕구지요， (즉) 존재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할 수 있기 위해서.’ 

위 발훼문에서 가족이란 존재가 cep.llue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llyrna는 좀먹 

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육체의 죽음이 .llyma를 오히려 살릴 수 있다는 패러 

독스가 두 개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즉， .llyma가 개인의 침범할 수 

없는 고유의 정서적， 정신적 영역임에 반해， cep.llue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35) 이 부분은 국내의 『예브게니 오네긴』의 번역 (석영중 역， 최선 역) 모두에서 ‘심장’ 
이라는 cepnue의 일차적인 의미， 즉 신체기관의 의미를 사용하여 축어적으로 ‘심장 

을 묻었다’로 되어 있지만 이는 우리말로는 매우 어색한 번역으로 들린다. 필자는 

이 부분을 ‘사랑’이라고 의역하는 것이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6) 이 발춰1 문은 마리나 츠베타예바가가 친구인 안나 테스코바에게 자신과 함께 휴가 

갈 것을 권유하는 대목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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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중심적이고 가변적인 외부에 영향을 받는 대인적 정서와 연관됨을 알 수 

있다. 결국 정서적 측면에서도 cepllue의 만족이 Ilyrna의 만족과는 다른 차원에 

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릇의 고체 메타포가 현저한 cepllue가 한시적이고 

조건적이며 가변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정서， 감정을 주관한다면， 앞서 살펴본 

다양한 존재양식의 메타포화와 유동적인 범주화가 가능한 .1lyrna는 인간 조건 

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정신영역과 연관된다. 더욱이 위 예문 

에서 He rrpOllblrnaBrnHCb Ilyrna CCbIXaeTC5I라는 문장에서 어원을 공유하는 두 어 

휘， 즉 rrpOllblrnaBrnHC b와 Ilyrna 가 병렬되어 나타나는데 Ilyrna가 자유로이 숨쉬지 

않으면 정신， 영혼이 고갈된다(HccyrnHTb Ilyrny)는 말은 무의식적으로 Ilyrna의 

공시적 의미에 통시적 어원이 살아있음을 잘 보여준다. l{YI띠a는 숨쉴 공간(MeCTO) 

이 필요한 개념으로 ‘자유로움(CBOÕOlla)’을 갈망한다. l{blrnaTb CBOÕOIlH。란 연어 

가 러시아민들에게 자연스럽다는 사실이 이미 Ilyrna와 CBoõOlla의 근원적 연관 

성을 시사힌다. 즉， 자유는 러시아인들에게 (비어 있는) 공간의 개념으로 숨쉴 

(파，IrnaTb) 필요가 있는 Ilyrna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암) 반면 그 자체가 공간성 

을 내포하는 cepllue는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을 채울 내용물(감정) 

이 필요하다. 아래에서 보듯이 CBoõOIlHoe cepllue는 CBOÕOIlHa51 nyrna에 비교하 

여 자연스럽지 않다. 

32a) CBOÕO~Ha51 ~yma ‘자유로운 마음(영혼)’ 

b) ?CBOÕO~Hoe cep~ue ‘자유로운 가슴’38) 

l{yrna가 자유로움은 자성적이고 초월적인 정신영역으로서의 영혼의 독립성 

을 의미하기에 그 조합이 지연스러운 반면， 관계중심적이며 용기성이 현저한 

cepllue는 그것을 채워줄 감정을 필요로 할 뿐 빈 공간을 펼요로 하지 않는다. 

러시아인들에게 있어서 정신적 자유는 Ilyrna의 자유이지 cepllue의 자유를 의 

37) 영 어 의 free와 달리 러 시 아어 의 CBOÕO~H뼈는 비 어 있음을 의 미 하여 (가령 CBOÕO~Ha51 

KOMHaTa, CBOÕO~Hoe MeCTO) 공간적 개념과 연관된다. 러시아어의 CBOÕO/la의 의미를 

freedom, liberty, BOJl51둥과 비 교 분석 한 Wierzbicka(1997)를 참조하라. 
38) 아래에서 보듯이 <주어+술어>의 통사구조에서는 두 어휘 모두 받아들여진다. 다 

만 (b)의 경우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가슴이 공허한 상태를 일걷는다. 

a) llyma CBOÕO~Ha. 

b) Cep~ue CBOÕO~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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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지 않는다. 결국 전자의 본유적 설체성과 후자의 근원적 용기성이 두 어 

휘의 연어적 특성을 잘 설명해 준다，39) 이같은 ilyrna의 초월적이고 자기성찰적 

성격은 ‘행복(C l!aCTbe)’이라는 감정 역시 ilyrna의 영역임을 말해준다. 

33) CqaCTbe HanOAH~AO eë ilymy. ‘행복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E섬 ilyma ôbma nepenOAeHa CqaCTbeM. ‘그녀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갔 

다‘’ 
HeqTO HanOAH~AO CqaCTbeM ero ilymy ‘무엇인가가 행복으로 그의 마음 

을 채웠다.’ 

34) Ha ilyme ero ÔbIAO CqaCTÆIBO. ‘그의 마음(영혼)은 행복했다.’ 

?Ha Cepill1e ero ÔbIAO CqaCTAHBO. ‘그의 가슴은 행복했다.’ 

행복이라는 감정은 자유로움과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감정의 차원보다 높은 

초월적이고 자성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3anH3H~K(2005)은 영어의 happy와 

달리 러시아어의 C l!aCTbe가 정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강한 정서적 경험으 

로얘 이상적，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힘든 높은 차원의 정신적 체험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 러시아인들에게 행복은 감정의 한 종류이면서도 모든 다른 감정 

과 비교하여 종합적이고 성찰적인， 종합적 판단이 개엽되는 메타감정적 성격 

을 띤다고 하겠다. 

llyrna와 cepilue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는 ilyrna와 달리 cepilue가 사고과정， 

인지과정을 필요로 하는 정서적 상태와는 조화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YpbICOH 

1994, 1995). 상황적 동기부여가 필요하거나 이성적 분석과 평가에 의해 정의 

되는 감정은 cepilue에서 발생한다고 보기 힘들다 다음 예문을 보라. 

35a) ?B rAYÔHHe Cepill1a OH y*e nOHHMaA, qTO HM npHilëTC~ paCCTaTbC꺼. 

‘가슴 속 깊이 그는 이미 그들이 헤어져야 함을 이해했다.’ 

b) B rAyôHHe ilymH OH y*e nOHHMaA, qTO HM npHilëTC~ paCCTaTbC~. 

‘마음 속 깊이 그는 이미 그들이 헤어져야 함을 이해했다.’ 

36a) E성 Cepill1e ôbmo nOAHO CTpaxa (y*aca, 3AOÔbI, HeHaBHCTH, pailOCTH, rop~ ， 

neqaAH, rpYCTH). 

‘그녀의 가슴은 공포(무서움， 증오， 미움， 기쁨， 슬픔， 비애， 애수)로 

가득갔다’ 

39) 마찬가지로 ilymeBHa~ nycToTa ‘정신적 공허’， onycTomHTb .nymy ‘정신을 고갈시키다’ 

란 결합관계 역시 ilyma와 공간의 관련성을 말해주는데 여기에 Cepill1e를 쓰면 어색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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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1i Ilyma ÕbIJJa nOJIHa CTpaXa (y.KaCa, 3JJOÕbI, HeHaBHCTH, paIlOCTH, íOpJl, 
nel.laπκ íPYCTH). 

‘그녀의 마음은 공포(무서움， 증오， 미움， 기쁨， 슬픔， 비애， 애수)로 

가득 갔다.’ 

37a) ?E1i cepllue nOJJHO COMHef뻐꺼. 

‘그녀의 가슴은 의심으로 가득 갔다.’ 

b) E엉 Ilyma nOJJHa COMHeHHlt 

‘그녀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갔다.’ 

38a) ?B cepllue B03HHKJJO(JJe )f(HT) YIlHBJJeHHe (OíOp맨HHe ， Hcnyí , ÕOJl 3Hb, 
CO)f(aJJelme, OTl.Ia5IHHe). 

‘가슴속에 놀라움(닥담， 경악， 두려움， 유감， 절망)이 생겨났다(있다).’ 

b) B 마me B03HHl<JJO(JJE::I<HT) YIlHBJJeHHe(OíOpl.IeHHe, HcnYí, ÔOJl3Hb, CO:l(aJJeHHe, 
OTl.laJlHHe) .40) 

‘마음속에 놀라움(낙담， 경악， 두려움， 유감， 절망)이 생겨났다(있다).’ 

(35)에서 보듯이 이해는 이성적 판단과 분석이 전제되므로 사고와 인지가 

가능한 IJYma가 그 정신영역이라 하겠다. 또한 (36)-(38)에서 보듯이 공포， 무 

서움， 증오， 미움， 기쁨， 슬폼， 비애， 애수와 같은 즉흥적이고 자발적인， 판단이 

재입되지 않는 감정이 cepJlue의 영역인 반면， 의심， 놀라움， 낙담， 경악， 두려 

움， 유감， 절망과 같은 감정은 Jlyma의 영역이다. 의심은 감정인 동시에 판단과 

추론의 인지 작용을 필요로 하기 에 단순한 감정 의 수용체 인 cepJll\e와 다르다 

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위의 연어관계는 기쁨과 슬픔， 공포 등의 감정이 두려 

움이나 낙담， 놀라움， 절망， 유감 등의 감정과 그 의미구조가 다름을 시사한 

다. CepJllle꾀 영 역 인 공포나 무서 움(CTpax ， y:l<ac)과 Jlyma의 영 역 인 놀라움이 나 

경 악(YJlMBJI션HMe ， Mcrryr) , Cep，al\e의 영 역 언 슬픔， 비 애， 애수(rope ， rre 'laJlb, rpYCTb) 

와 IJYma의 영역인 낙담， 절망， 유감(orOp'leHUe ， OT 'IaJIHUe , CO:l<aJIeHMe)을 비교해 

보면 Ceplll\e의 영역에 속한 감정이 감정의 원인을 제꽁하는 대상이 중심이 

되어 그 대상과 감정 경험주'(e때eriencer)와띄 관계자 중요한 것임에 반해， IJYma 

의 영역에 속한 감정은 경험주의 내적 수용에서 분별과 평가가 개입된다고 

보여진다. 까령 O:l<eroB(l988) 사전에 rope는 ‘깊은 슬픔(rJIy6oKa.H rre 'l aJIb)’으로 

40) 감정과 연관된 Ilyma와 cepllue의 화합가능성의 판단은 실제 원어민 정보제공자들이 
매우 혼딴스러워한 부분이다. 문법성과는 무관하게 자연스쉽게 어울리는 선호되는 

조합에는 표시하지 않고 다소 덜 자연스러 운 조합에 의문표를 부가하였다. ‘더/덜 

자연스럽다’는 용인가능성 (acceptability)과는 무관하기에 실제 문학 텍스트에서는 

이 예문뜰의 용례가 발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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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되어 있는 반면， OrOpqeHHe는 ‘정신적 고통(/lYIIIeBHa>I ÕOJlb)’으로 다르게 

정의되어 있다. 두려움(ÕO>I 3Hb) ， 경악， 놀라움(Hcnyr ， ynHBJleHHe) 역시 경험주 

의 판단이 개입되고 추측과 회상과 같은 다양한 시간적 차원이 교차되는 감 

정이다， 3aJlH3H>I K (1992)에 의하면 가령 두려움은 어떤 사건이나 행위의 발생 

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적 양상성에 기반을 두고 그것이 경험주 자신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가치 판단이 개입된 회피하고 싶어하는 감정이다. 놀 

라움， 경악(ynHBJleHHe ， Hcnyr)이란 감정 역시 순수한 무서움， 공포(YlKac ， cTpax) 

와 달리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현재의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사 

건에 직면하여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인식적 판단이 무의식적으로 개입된 

감정이므로 따I1Ia와 양립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절망(OTqa>IHHe)과 유감(cOlKaJIeHHe) 

역시 주어진 현실 상황에 따른 경험주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 감정이다. 절 

망은 희방이나 가망이 없음과 연관되어 주관적인 미래 예측의 판단이 개입된 

것이고 유감이란 감정 역시 3aJlH3H>IK (1992)에 의하변 과거의 좋았던 기억에 

대해 현재의 어떤 사건이 불러일으키는 좋지 않은 판단과 슬픔의 한 양상이 

라는 것이다. 이처럼 cepnl.\ e와 더 자연스러운 감정은 좀 더 자연적이고 직관 

적이며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인식과정이 최소화된 순수한 형태의 감정이라 

할 수 있다，41) 

Wierzbicka(1972)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인간 정서나 감정을 의미원소 

(semantic primitive)로 풀어 감정의 문법 기술을 시도한 바 있다. 이 언어보 

편적 감정 기술 작업은 의미 기술에서 가장 모호하고 비논리적이라 여겨지던 

감정 술어를 의미론자가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감정이 전적 

으로 자연발생적 개념이 아니라 문화 상대적이고 민족에 고유한 측면을 지닌 

다는 점， 즉 문화적 산물로서의 정서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비교언어 

학적으로 감정 술어를 비교하거나 혹은 러시아어 내에서도 동의어로 알려진 

감정 술어의 개별적 특이성과 고유성에 주목하면서 그 의미적 변별성을 연구 

하는 경 향이 발견된다(3aJlH3H>I K 1992, Wierzbicka 1997, EelKÕHl.\Ka>I 2001). 러 

41) YpblcoH (1995)에 의 하면 다음과 같은 조합은 불가능한데 이 는 본능적 욕망이 나 신 

체 적 욕구가 t1yma의 영 역 이 아니 기 때문이 다. 

a) *B t1yme OH XOTeJl crraTb, 

b) *B t1yme OHa XOTeJla q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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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어에서 정서나 감정을 나타내는 어휘의 의미적 변별성을 판단하는 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한 가지 주목할 접은 JlyllIa와 CepJllle가 

그 섬세한 차이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해 

와 판단， 사고， 인지가 개입된 감정은 cepJlI.\e보다 JlyllI a가 더 자연스러운 영역 

여라 할 수 있으므로 이같은 이성의 재입 정도에 따라 감정 어휘의 연어관계 

가 결정된다고 하겠다. 감정 어휘와의 결합 특성이 JlyllI a와 cepJll.\e 의 의미를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연어관계의 특성을 알아보는 작업은 두 어휘의 의미적 

변별성 파악에 불가결하다. 다음은 문학 텍스트에 나타냐는 몇 가지 예들이 

다. 

39) B Jlyme KHJllI<HbI MapbH ÕbIJJO My'mT8JJbH08 COMHeHHe. (J1. H. TOJJCTOtl, 
<<Bo때Ha H MHP>>) 

‘마리야 공작녀의 마음에는 고통스러운 의구심이 있었다.’ 

40) rie'laJJb BKOpeHHJJaCb B ero cepJlue. (J1. H. TOJJCTOtl , <<BotlHa H MHP>>) 

‘슬픔이 그의 가슴속에 뿌리내렸다’ 

41) f'ope HaTamH Ha'laJJO rrOKpbIBaTbCJI CJJOeM Brre'laTJJeHl써 rrpOll<HTotl lI<μ3HH， 

。HO rrepeCTaJJO TaKotl My'lHTeJJbHotl ÕOJJblO Jle~I<a Tb etl Ha cepJlue , Ha'lHHaJJO 

CTaHOBHThCJI rrpome때HM， H HaTama CTaJJa φH3H'IeCKH OrrpaBJJJl TbCJI. (J1. H. TOJJCTO꺼， 

<<BotlHa H MHP>>) 

‘나타샤의 슬픔이 살아낸 삶의 일련의 감회로 덮히기 시작했고 그것은 더 

이상 그같은 고통스러운 따픔으로 그녀의 가슴에 놓이지 않고 지나간 것이 

되어 나타샤는 육체적으로 치유되었다.’ 

그렇다면 cepJlue는 인지나 사고를 나타내는 개념과 양립 불가능한가? 필자 

는 드물게 보이는 cepJlue와 생각의 정신 작용이 공존하는 다음과 같은 맥락 

을 발견하았다. 

42) TaTbJlHa CJJymaJJa C JlocaJl。때 

TaKHe CrrJJeTHH; HO TatlKoM 

C HeH3bJlCHHMOlO OTpaJlotl 

HeBOJJbHO JlyMaJJa 0 TOM; 

H B cepJlue JlyMa 3apOIIHJJaCb; 

f10pa rrpHmJJa, OHa BJlIOÕHJJaCb. (A.지C. fI따1깨yIll빠l 

‘타티 야나는 억울해하며 

이같은 소문을 다 들었다 

그러나 속으로 알 수 없는 기쁨을 느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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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가슴속에는 생각이 싹렀다. 

때가 왔고 그녀는 사랑에 빠진 것이다.’ 

위 예문에서 보듯이 이 생각은 자발적으로 의도한 것이 아니라(HeBO기bHO) ，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찾아온 느낌과 같은 생각이고 무엇보다도 사랑에 

관한 생각(JlYMa)인 것이다. 결국 위 예문의 llyMa는 설제 ‘사랑’이라는 감정이 

고 타티야나조차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여기에서 cepll!.\e 

가 ayma대신 사용된 것은 의도적인 어휘 선택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서성과 연관하여 Ilyma와 cepll!.\e의 변별성 가운데 기존의 연 

구에서 주목하지 못한 중요한 변별성의 하나는 무인청구문과 연관된 관점과 

자발성 (volitiona1ity)의 차이이다. 필자는 여격 경험주와 상태범주 (Ka TerOpJUI 

COCTOjlHHjI)술어를 사용하는 무인칭구문이 Jlyma보다 cepllue와 자연스럽게 어울 

린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43a) Ceplll1Y ÔbIJlO(CTaJlO) paIlOCTHO(npHJlTHO/rpYCTHO). 

‘가슴이 기쨌다/슬폈다/질투심이 났다/더 가벼워졌다.’ 

b)?llyme ÔbIJlO(CTaJlO) PaIlOCTHO(npH꺼THo/rpYCTHo) . 

‘마음(영혼)이 기쨌다/즐거웠다/슬폈다.’ 

위 구문은 여격 명사가 경험주로서 그 경험주의 입장에서 어떤 정서의 상 

태가 서술되는 무인칭구문이다. 원어민 정보제공자들의 직관은 일관성 있게 

cepllue가 Ilyma보다 자연스럽다는 반응이었는데 이는 위 구문을 <Ha Jlyme j 

Ha CepJlue + (C TaJIO / ÕbIJIO) + 감정 지시 상태범주 술어>로 전환했을 때의 

동등한 용인성 과 비 교된다. 가령 Ha JlymejHa CepJlue CTaJIO(ÕblJIO) paJlOCTHoj 

rrpHjlTHojrpYCTHO는 모두 용인된다. 따라서 문제는 감정을 나타내는 어 휘 와 

cepllue 혹은 Jlyma의 관계라기보다 여격 경험주의 의미를 두 어휘 모두가 동 

등하게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감정을 나타내는 상태범주 술어와 연관하여 

여격 경험주의 가능 여부에 따라 섬세한 의미적 차이를 기술한 바 있는 oe)J(õHUKajl 

(2001)는 피상적으로 동의어로 보이는 두 감정 술어 rreqaJIbHO와 rpycTHo를 비 

교하여 후자만이 여격 경힘주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런 현상에는 rpycTHo 

로 표현되는 감정이 rreqaJIbHO와 달리 경험주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고 그의 

의지와 무관하여 어떤 감정이 스스로 느껴지고 경험주는 단지 피통적인 수용 

체일 뿐이라는 함의가 들어있다. 이같은 의미적 차이는 cepllue와 JlY삐a에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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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될 수 있다. 앞서 논확된 바 있는 분석되지 않는 감정의 수용체로서 

피동적으로 느끼는 정신영역은 llyma가 아니고 cepllI.\e 이며 이로써 인지나 사 

고 작용을 요하는 혹은 주어의 의지나 책임성과 연관된 감정과 cepllI.\e와의 

부조화성이 다시 확인된다，42) 

필자는 위 예문에서 발견펴는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이 

는 llyma의 초월성， 자기성찰적 성격과도 연관된다고 하겠는데 이 개념은 주관 

과 객관을 넘나드는 개념이기에 엄밀히게 내적 관점을 요구하는 여격 경험주 

와 충돌한다고 하겠다. 이와 대조적으로 CepllI.\e는 인간외 감각을 수용하는 신 

체기관으로서의 의미를 일차적 의미로 가지기에 내적 관점과 자연스럽게 조 

화된다. 즉， CepllI.\eY- 사람은r 위치적 고정성과 용기성이 뛰어나 어떤 감정의 

수용체로서 내적 관점을 가진 경험주로 메타포화가 가능한 반면， llyma는 여기 

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외부적 시각에서 관참할 수는 있기에 탈육체성과 존재 

적 포팔성이 관점의 내면화를 방해한다고 하겠다. 결국 CepllI.\e의 고체성 및 

위치고정성과 llyma의 유동성 및 탈고착성이 대조되어 나타나면서 그 섬세한 

의미적 차이가 통사적 결합관계의 구문적 차이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겠다. 

llyma와 reJ10의 이원적 대립관계는 cepllI.\e와 yM의 관계와 동형성을 지닌다. 

YM은 지성， 이성의 영역으로 상위어인 llyma의 사유， 인까적 의미와 부분적으 

로 공유해눈 의미영역을 지니지만 CepllI.\ e와 비슷하게 그러나 llyma와 달리 인 

간의 본질적 구성요소라기보다 현실적 삶의 조건에 따라 가변적인 기능적인 

개념으로 나타나면서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높은 단계의 진리에 

도달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2.3. l{YlIA와 YM 

비이성적 감성의 발현 기관인 CepllI.\e와 이원적으로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러시아어 yM은 이성의 영역， 특히 인지능력， 이해능력， 분석능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llymo낀 H YMOM이란 조합보다는 CepllI.\eM H yMOM이 자 

연스러운 것은 그 때문이다.때) 

42) 이 문제는 물론 앞서 예문 (35)-(38)에서 논의한 감정 지시 명사와 이 감정이 나 
타나는 장소로서의 lIyma 혹은 ceplll1e의 결합가능성의 문제와 전혀 무관하지 않지 

만 여기서 논의의 초점은 감정의 성질이 아니라 cept1l1e의 피동성， 수용성과 lIyma 

의 능동성 혹은 중립성과의 변별성에 있다. 



도상적 메타포를 통한 l\YIIA의 개념화에 대한 연구 259 

44) YM c Cepn~eM He 8 nany , 

‘머리(이성)와 가슴은 조화되지 않는다.’ 

45) 3TO OHa nOHHMana yMOM, a cepn~eM He MnpnnaCb , 

‘그것을 그녀는 머리(이성)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화해하지 못했다.’ 

YpbICOH(1995)에 의하면 yM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 (crrOCOõHOCTb) 

혹은 그 능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가상의 기관이라고 한다. 이 어휘의 일차적 

의매는 능력이라는 실체이기에 비록 머리(이마)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신작용이 

지만 본유적 기관 의미를 지닌 ceplJue와 다르고 lJyma처럼 대중적 믿음에 의 

해 상상되는 신체부위와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다음 (46a)와 같은 표 

현은 불가능하다. 

43) YM과 ceplme의 관계는 영어의 mind와 heart의 관계와 유사하다. 다만 영어의 mind 
는 러시아어의 두 단어에 비해 사용빈도나 의미변에서 보다 무표적이라 할 수 있 

지만 이 어휘는 생각과 앓을 중심으로 한 이성의 기능이 그 주요 의미이기에 nyma 
와 같이 포괄적인 정신영역을 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신 감성은 주로 heart가 

답당하고 영성의 종교적 의미는 그 의미가 매우 특화된 soul에 한정되므로 mind에 

초월적 영성의 의미나 감정， 도덕성 등과 관련된 의미는 찾아보기 힘들다. 즉， 영 

어는 정신영역의 분화와 특화가 한국어나 러시아어보다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하겠 

다. 

a) ?happy/?fiery/?beautiful mind 
b) inquisitive/keen/brilliant/greaνgood mind 

(a)는 과거 영어에서는 자연스러운 연어지만 현대 영어에서 다소 어색하게 들린다. 

대신 heart가 감정과 연관된 어휘와 조합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반면 (b)은 지적 

호기심이나 예리함， 사고력과 같은 이성의 작용을 지시한다. 과거 영어에서는 또한 

noble mind, innocent mind, generous mind와 같이 다소 현대인의 귀에 고어체적 
으로 들리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는 한때 mind가 도덕성과 관련된 의미 

를 가진 다의어였음을 드러낸다， mind는 이성의 판단이나 의지， 인지， 인식 작용이 

일어나는 기관으로서 이것을 잃는 것은 (go out of one ’s mind, lose mind) 이성의 
작용이 마비되는 것으로서 러시아어에서는 nyma가 아닌 yM이 담당하는 기능을 잃 

게되는 것이다 (c yMa cxonHTb), 앵글로색슨족이 러시아인에게 "mindless"하다고 

비난하고 다시 후자가 전자를 보고 "6e3nymne"라고 비판한다면 이 물은 실상 전혀 

다른 점을 비판대상으로 삼는다고 하겠다(Wierzbicka 1992), mind1ess하다는 것은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인 판단 능력의 결여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 한다면， 

6e3nymne는 정서적， 감성적 측면의 메마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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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a) *YM ÕOJIHT. ‘머 리 가 아프다.’ 

b) rOJIOBa ÕOJIHT. ‘머 리 가 아프다.’ 

c) (=2b) nyma ÕOJIHT. ‘마음이 아프다.’ 

d) Cep.l111e ÕOÆIIT. ‘가슴이 아프다.’ 

YM은 신체기관인 머리 (rOJ10Ba)에서 이루어지는 지적 능력으로 이해되는데 

추상적 능력이나 실체성이 그 본질적인 의미를 구성하고 종종 메타포를 통해 

그것이 발현되는 기관인 머리와 동일시되어 그릇이나 개체로 구조화된다는 

점에서 근윈적인 기관성을 내포하는 CepLll..\e와 다르고 실체성의 본질이 실현 

되는 기관을- 별도로 지니지 않지만 가슴 부위의 기관으로 메타포화되는 Llyma 

와도 다르다. 기관성과 실체성을 양극으로 하여 각 어휘를 자리매김한다면 cepLlI..\e 

가 기관성의 극점에 YM이 설체성의 극점에 위치하고 Llyma는 실체성과 기관성 

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고 보여진다. 다음 대표적인 yM익 연어나 관용표현을 

보면 이들이 주로 고체의 그릇 메타포를 가짐을 알 수 있다. 

47) OCTpblη/nO.l1BH:!<HbI꺼/mlT JIHBbI때/mÕI<째/I<OPOT I<HH/ÕOJIbmOη/íJIYÕO I<H때 yM44l 

‘예리한/빠른/탐구하는/유연한/아둔한/명석한/섬오한 머리(이해력)’ 

B CBoëM/3.l1paBoM/nOJIHOM yM8 

‘제 정신의’ 

01.' ÕOJIbmOíO yMa 

‘(어리석은) 자신에의 과신으로’45) 

Hil yMe/B YMe46l 

44) 여기서도 어느 하나의 성질만 선택되어 연어를 형성하는데 가령 *MaJI8HbI<HJt YM, 

*MeJII<IIH yM은 불가능하다. 

45) 이같은 관용표현은 나중에 논의되듯이 YM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포한다. 
46) Ha yM8외 B yMe의 차이 역시 Ha .l1yme와 B .l1yme처 럼 표면과 내면의 차이가 매타포 

적으로 델시적 상태와 영구적(본질적) 의미의 차이로 이어지는 겸우라 할 수 있다. 

가령 어떤 생각이 생겨나는 것은 B yMe와， 어떤 상념에 짖는 것은 Ha yMe와 결합 

한다. 

a) MbICJIb pO.l1HJIaCb B eë yM8. (A. C. ny띠I<HH ， <<EBíeHIIH OHemH>>) 

b) Bcë EBíeHHH Ha YMe.(A. C. nymI<l!H, <<EBreHHη OHemH>>) 

더욱이 주목할 점은 YM과 연관되는 사고가 .l1yma와 다르다는 점이다. 앞서 COMHeHH8 

는 .l1yma의 영역임을 밝혔는데 이보다 한층 강한 분석과 추론이 들어간 ‘의심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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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머리) 속에’ 

C yMOM 

‘숙고하여’ 

.IIHillHTbCSI YMa 

‘정신 나가다， 미치다’ 

ÕhlTb Õe3 yMa 

‘정신 나가다， 미치다’ 

CXOAHTb/COATH C yMa 

‘정신 나가다， 미치다’ 

8hlXOAHTb H3 YMa(H3 rO.l108bl)47) 

‘잊다’ 

8hl:l<HBaTb H3 yMa 

‘기억이 흐릿해지다’ 

(nO)TepSITb YM(rO.l108Y) 

‘어찌할 바를 모르다’ 

Aep:l<aTb 8 YMe(rO.l108e) 

‘머리 속에 두다’ 

pacKHHyTb (CBOHM) yMOM 

‘생각해내다’ 

83õpeAaTb, B3ÕpeCTH Ha yM 

‘생각이 떠오르다 

npHηTH Ha YM(8 rO.l108Y) 

‘생각이 떠오르다’ 

HaõpaTbCSI yMa 

‘똑똑해지다’ 

õpaTbCSI 3a yM 

‘냉철해지다’ 
H3 yMa He HAeT 

초한 가정 (npeAnO.llO:l<eHHe)이란 의미의 nOA03peHHe‘의심’은 yM과 함께 올 수 있다. 

c) CTpaHHOe nOA03peH찌e B03HHK.IIO 8 ero yMe , 

47) 8b~OAHTb H3 yMa와 CXOAHTb C yMa라는 두 연어관계의 의미적 차이에 주목하라. 전 

자는 기억의 영역에서 일탈하여 망각된 상태를 말하고 후자는 이성이나 판단의 능 

력이 마비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맹신적 열정을 가 

지는 상태를 일걷기도 한다， yM의 다의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평적 이동과 수직적 

이동의 두 차원에서의 일탈을 섣정하고 특히 판단， 이성의 영역을 단순한 기억， 생 

각， 주의집중의 영역과 구별하여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메타포적으로 개념 

화하였다는 사실은 홍미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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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 떠나지를 않다’ 

YM 3a pa3Y'에 3aXOt!HTb48) 

‘머리가 혼란스렵다’ 

HaCTaBJIJlTb Ha yM 

‘교시 하다， 가르치다’ 

t!OXOt!HTb CBOllM yMOM 

‘자신의 힘으로 알려고 노력하다‘ 

lI<HTb CBOHM yMOM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가다’ 

없
 

스
!
 

할
 

해
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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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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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ly HerrOCTWI<HMO 

‘E무지 이해할 수 없다’ 

yHa rraJIaTa 

‘환명하다’ 

3élt!Hb1M yMOM KpenOK 

‘나중에 깨닫다’ 

위에서 보듯이 yM은 이해와 생각， 기억， 판단， 주의 풍의 이성적 능력으로 

실체 혹은 그릇으로 개념화되는데 기체나 액체의 메타포화는 발견되지 않는 

다. YM은 기능적인 활용 능럭과 연관되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동사 yMeTb는 어 

떤 것을 할 줄 안다는 뜻으로 다음에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수행적 능 

력 을 나타내 는 동사 어 휘 가 뒤 따른다 (H yMelQ μrpa Tb Ha CKpllrrKe, 51 yMelO rrpll

TBOPllbCJl) . 육체적， 물리적 만족의 의미를 지난 YllOBOJIbCTBlI e와 정신적 만족과 

기 쁨의 의 미 인 pallOCTb를 비 교하면서 3aJl1l 3HJl K(2005)은 lIHTeJIJIeKTyaJIbHble 

yllOBOJIbCτBHJl는 가능하지만 lIHTeJlJIeKTyaJIbHble pallOCTlI가 불가능한 것은 마치 

(þIU lIOJIOrll'WCKlIe YllOBOJIbCT Ei llJl처 럼 지적 인 만족의 의미가 정신적 만족보다 

육체의 혹은 물질적 만족과 더 비슷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러시아인들에게 yM은 TeJIO와 마찬가지로 llyllD a와 디}치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 

였다. 펼자늪 러시아인들에게 있어서 yM은 정신적 능력을 바탕으로 하지만 이 

는 단지 추상적이고 개념적만 지적 자-질이 아니라 설제 육체적으로나 현실적， 

물리적 효과를 동반할 수 있는 실천적 수행 능력을 함의하는 것으로 해석하 

48) yM이 선천적인 이성이라면 pa3YM은 인간이 후천적으로 경험과 학습을 통해 얻는 

논리적 이성의 측면을 일걷는다는 점에서 두 개념은 다르다 (MeJIepOBlI~， MOKHeHKO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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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YM이 TeJJ。와 비슷하게 평가되는 이유는 그것이 순수한 이성의 개 

념보다는 기능적인 지적 능력으로 현실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일 것이 

다. 

러 시 아어 에 서 CXOllHTb C yMa, 6bITb 6e3 yMa, H3yMHTe빠IbIH ， 6e3yMHe는 실 제 

부정적인 내포의미를 지니지 않고 오히려 yMcTBoBaTb , YMHHqaTb와 같은 어휘 

가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3aJJH3H5I K 2005). 3aYMHbIH 

5I 3bII<(러시아어의 문학사조 미래파의 초이성적 언어)은 예술어로서의 승화를 

나타내 고 3ayMcTBoBaTbC5I ‘사색 에 잠기 다 명 상하다’ 역 시 이 성 을 넘 어 서 초월 

적 경지란 의미가 강화되어 있다. 아래 예문에서 보듯이 6e3yMHbIH는 때때로 

순수한 영혼의 감정과 연관되어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 

48) Ax, OH J\lO따Jl， I<a I< B HamH JleTa 

Y%e He JlroÕ5I T; I<a I< OllHa 

Be3yMHa5I llyma rr03Ta 

Em깅 JlroÕHTb OCY%LleHa.(A. C. nym I<HH, <<EBreHHη OHerHH>>) 

‘아， 그는 사랑했던 것이다. 이 시대에 

이미 그 누구도 못할 그런 사랑을 

시인의 미친 영혼만이 아직 그렇게 

사랑하도록 운명지워진대로’ 

llylIIa의 이상(異常)이나 부재 (6e311YIIIHe)는 yM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평가 

된다. l1yrueBHOÔOJJbH얘에 병리학적으로 정신이 이상한 상태를 지시하는 부정적 

평가나 어감이 현저한 것을 고려하면 YM은 llylIIa와 다르게 긍정적인 평가만을 

갖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yM은 인간 정신의 이성적 기능으로 

물질적， 현실적 적용의 의미를 띠면서 이것을 초월하는 것이 때로 더 높은 진 

리에 도달하게 할 수도 있는데 반해， llyrua의 경우 이것은 인간 정신의 본질로 

llY띠a의 이상이나 불량에는 그 어떤 긍정적 평가도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YM의 의미분석은 이처럼 이성의 기능에 대한 서구적인 신봉과는 대 

조적으로 러시아인들의 다소 신비주의적인 세계관을 시사한다. 이성과 합리성 

보다 불가해한 ‘운명 (CYllb6a) ’이 인간과 세상을 지배하고 (Wierzbicka 1992), 

yM 너머의 그 무엇이 더욱 강력한 것， 더 현명한 것， 더 성스러운 것이고 보 

다 더 진리에 근접한 것이라는 러시아인들의 생각은 러시아정교 전통에서의 

유로지 비 (lOpOllHBbIH) 혹은 성 자바보(Holy FooD에 대 한 성 화(聖化)， 러 시 아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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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에 등짱하는 기교 부리지 않는 순진한 바보(I1BaHymKa -，QypaQKa)와 더불어 러 

시아인들의 인간관과 세계관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3. 결론 

본 연구는 러시아어에서 정신영역을 지시하는 어휘 가운데 상위어로서의 

위상을 지니며 러시아 문화， 민족성 이해의 키워드로 작용한다고 알려진 .Llyma 

를 중심으로 cep.Lll.\e , YM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의미적 특성과 가치를 살펴보 

았다， llyma는 정서적 영역에서 cep.Llue와 대치 가능하다고 알려져 왔지만 실제 

얘 두 어휘의미 사이에는 치이가 있으며 그 섬세한 의미적 변별성에 대한 연 

구가 양적， 질적으로 부족하였고 기존의 메타언어적 정의나 기술의 순환론적 

오류를 극복하지 못하여 왔마. 또한 여태까지 러샤아어 의미론에서 정신영역 

지칭 어휘블의 메타포화 양상을 분석하여 그 의미적 차이를 연구하는 작업은 

거의 전무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감정은 선체적， 물리적 경험 

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된다는 언어보편적 사실에 입각하여 메타포화가 

정신적 경험의 표현에 있어서 불가결하며 따라서 그 메타포화의 차이가 언어 

사용자들의 무의식적인 개념화와 이해의 차이를 나타내며 각 어휘의미의 변 

별성을 도상적으로 제시한다는 전제 하에 필자는 계열적 관계 및 결합적 관 

계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여 .Llyma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계열적 관계에서는 

.Lly띠a와 인접한 의미영역의 cep.Lll.\e와 yM과의 비교를 통해， 결합적 관계에서는 

각 어휘의 연어， 관용표현 내에서의 메타포화의 특성과 어휘끼리의 결합 가능 

성 여부를 통해 알아보았다. 

llyma는 감성을 중심으로 맹성 지성을 모두 포괄하는 폭넓은 개념으로 인간 

의 사고， 감정， 이성， 의지， 초월적 영성， 도덕성 등 인간 정신의 모든 영역을 

총체적으로 지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관적이고 관계중심적이며 인간의 삶 

의 조건과 분리 불가능한 cep.Llue나 인지적 정신작용의 기능적 측면을 일걷는 

yM과 달리 포괄적인 개념임읍 살펴보았다. 이는 영성적 의미가 전무한 ‘마음’ 

이나 이성적 사유와 분석 기능이 강조된 mind에서 찾아보기 힘든 통합적， 총 

체척， 포괄젝 의미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llyma의 풍합성， 즉 신성(영성) 

과 인성， 감정과 사고， 정서와 인지， 주관과 객관의 통합체로서의 포괄성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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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포적 표현의 특성， 즉 기체， 액체， 고체를 망라하는 탈경계성과 유동성으 

로 도상적으로 개념화되고 표현됨을 확인하였다. llyrna의 기체 메타포가 영성 

을， 액체 메타포가 감성을 나타내며 고체 메타포는 광범위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과 달리， Cepllue나 YM에는 각 어휘에 고유한 기체나 액체 메타포는 존재 

하지 않는다. Cepllue는 고체성과 개체성을 중섬으로 외형적 변형을 통해 메타 

포화됨으로써 그 근원적 용기성， 기관성을 유지하며， yM의 경우 역시 고체 메 

타포， 특히 그릇으로서의 메타포화가 현저하다. 러시아인들의 YM에 대한 기능 

적， 물질적 가치 부여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서적 

반응과 연관되는 cepllue와 더불어 이 두 개념이 Ilyrna와 달리 모두 인간의 삶 

의 조건과 유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Ilyrna의 초월성과 고유성， 절대성과 대조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펼자는 정서성의 영역에서도 Ilyrna와 cepllue가 다름을 

여러 감정 지시 어휘들과의 결합관계에서 보이는 특성과 여격 경험주와 더불 

어 쓰이는 무인칭구문의 용인가능성을 통해 두 어휘의 심층적 의미의 변별성 

을 살펴보았다. llyrna가 외부적， 객관적 관점에서 즉흥적 감정보다는 종합적 

판단의 사고를 요하는 정서와 결합하는데 반해， Cepllue는 내적， 주관적 관점 

에새 즉발적인 순수한 형태의 감정을 경험주가 피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llyrna의 메타포에 투영된 포괄적 개념화는 미지의 광활한 정신영역 

에 애한 러시아인 특유의 언어적 형상화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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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ualization of Russian Dusha 

through konic Metaphors - In Comparison with Serdε'e and Um 

Song, Eun-Ji 

The Russian word dusha is known as one of the crucial keywords in 

understanding Russian culture and Russian national character. τhis study 

attempts to clarify the distinctive semantic characteristics of dusha by 

exploring its metaphorization. Through paradigmatic comparison with other 

key mental lexicon referrin당 to cognition and emotion, and its syntagmatic 

collocational features , 1 attempted to identìfy the semantic value of dusha. 

In contrast with other comparable words, such as serdce and um, the 

concept of dusha is comprehensive and integrating: it encompasses human 

cognition and emotion, subjectivity and objectivity, spirituality and morality. 

Thus dusha is a superordinate term overarching such hyponyms as um 

and serdce , Dusha and serdce are often construed as synonyms in human 

emotional dimension and as often interchangeable in collocations and 

idioms, but 1 argued that dμsha is different from serdce in that the former 

is introspective and transcendental, while the latter is involved in human 

relationships and is inseparable from the surrounding living conditions. 

Further, Russian um is a functional concept with matelialistic value, which 

can influence humans in reality. For Russíans something surpassing um 

can reveal real truth under the visible world, which is inscrutable like 

sud'ba. 

Dusha, which stems from dux meaning ’breath' , can be metaphorized as 

vaporing substance or liquid substance or solid entity, such as a container. 

The spati떠 expansibility represented by versatile metaphorical vehicles of 

dusha is in iconic relationship with its semantically comprehensive mental 

dimensions. In addition, t:his study reveals that emotions dem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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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s and judgements belong to dusha, whereas the domain of pure 

spontaneous feelings or emotions is serdce. Further the study shows the 

objective, outer perspect1ve of dusha and the subjective, inner perspective 

of serdce, as 1S proved in their different acceptability in impersonal 

syntactic construction with dative experiencer. 

The study substantiates that in contrast with the Anglo-Saxon 

superordinate concept of ’mind' focusing on human intellect and reason, or 

Korean counterpart maum focusing on emotion, dusha represents Russians' 

characteristic conceptualization of human mind as integrated and compreh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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