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어의 “물주형용사”구문: 

기능변환소론의 사례 연구* 

최 성 호** 

1. 들어가기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러 시 아어 명사구에 나타나는 MaMHH, MaUlHHa, neTHHO 둥 

의 소위 “물주형 용사(rrpHT 51%a TeJlbHOe rrpHJlar a TeJlbHOe, 앞으로는 PA(Possessive 

Adjective)로 지칭1))"를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1) a. MaMμH rropTpeT ‘엄 마의 초상화’ 

b. Ma뻐Ha CTaTb51 ‘마샤의 논문’ 

c. õaõylllKHHbI llPY3b51 ‘할머니의 친구들’ 

d. neTHHO rrHCbMO ‘페차의 펀지’ 

e. HOBOCTH rrpo MaMHHy lllKony ‘엄마학교 소식’ 

전통문볍은 이들 PA의 품사를， 그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용사로 간 

주해 왔는데， 그 근거는 이들 PA가 형태-통사적으로 일반 형용사와 같은 행 

태를 보이기 때문이었다(IllBeiloBa H ilP. 1970, Townsend 1968/1975 등 참고). 
즉， 위 예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은 통사적으로 명사에 선행하면서， 이 

명사와 성， 수， 격에 있어 일치 (cOrJIaCOBaHHe)하는 어미와 통합되어 있고， 기 

능적으로 핵어-명사(head-noun)의 ‘수식어 (modifier)’적인 기능을 보이기 때문 

이다(일반 형용사가 수식어로 기능하는 명사구 rrpOTHBHble ilPy3b51와 같은 예를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북대 학교 노어 노문학과 교수. 
1) 본고의 논의 대상인 MaMHH과 같은 형태를 본 논문에서는 PA로 지칭하는데 이것은 

관례적이다 본론에서 논의되겠지만， 필자는 “PA"를 형용사로 보지 않고， 명사로 

본다(3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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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띠-라서 이들 PA는 명사에 파생접사가 어휘적으로 통합된 형용사로 간 

주된다. 

그러 나 최 근의 연구들(Chvany 1977, Corbett 1986, KOnqeCKaSl-Ta뼈 H lIIMeJIeB 

1994, Babyonyshev 1997, Rappaport 2뼈 등)에서는 이들의 품사를 형용사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특성들(2장 참고)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그 특성들 중 까장 

중요한 사실은 PA가 지시적 (referentiaD이어서， 아나포라의 통제자(controller) 역할 

로 기능헬 수 있다(2. 1.3 예 (6) 참고)는 점이다. 이것은 비지시적이며， 아나포라- 통 

제가 불까능한 일반 형용사와 뚜렷하게 대비되는 점인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 

근의 연구자들은(특히， Babyonyshev 1997, Rappaport 2000 등) PA를 기저적으로 

명사가 통사적 프로세스에 의해 ‘형용사화’ 또는 ‘한정사화’된 형식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통사적 일치와 수식이라는 형용사적 특성과 지시와 통제라는 병사 

적 특성을 아울러 가지는 PA의 품사지위에 대해서 본고는 PA가 병사라는 견 

해에 동의를 하지만， 그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기존의 연구들과 의 

견을 달리 한다. 특히， PA의 구성성분인 접사 -μH의 성격에 대해 본고는 러 

시아어 명사가 자신에 전형적인 통사기능인 논항어 (argument)로 사용되지 않 

고， 한정떠 (determiner)로 사용되면서 통사적으로 통합된 ‘기능변환소(function 

adapter, F A)’임을 주장한다(3장 참고). 

본고에서 제안되는 러시아어 HH의 ‘기능변환소’론은 통사범주(품사)와 통사 

기능 사이에는 전형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경험적 관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3장에서 자세하게 논의되겠지만， 자연언어의 품사와 통사적 기능 사띠에는 

전형적 대응 관계를 보이는바， 예컨대， 명사는 전형적으로 논항어익 통사기능 

을 가지며， 동사는 서술어로， 형용사는 수식어로 기능한다. 이러한 전형적 관 

계에서 띨탈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범주와 기능사이의 유표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능변환소’이며， -HH은 그러한 기능변환소의 일 

종이라는 것이 본고의 핵섬적 주장이다. 

2. PA: 특성과 기존의 견해 

본 장에서는 PA가 보이는 다양한 형태 통사적 특성과 형성 Of:*成)상의 제약 

에 대해서 먼저 논의한 뒤， 기존의 연구들의 견해 및 분석에 대해 비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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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다. 

2. 1. PA 

2.1.1. (기저)명사의 어휘적 특성. 러시아어의 PA를 형성하는 접사로 HH과 

OB가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전자는 제2곡용패턴이라는 

형태론적 어휘특성을 가지는 (기저)명사에 한정되어 분포하는 반면， 후자는 제 

1곡용패턴을 가지는 명사에 한정되어 분포한다(MaMa > MaMHH, CallIa > Ca뻐H， 

6a6yllIKa > 6a6yllIKHH 등 VS. OTel.\ > OTl.\OB, 6paT > 6paTOB 등).2) 그러 나 후 

자의 접사는，(1) 현대러시아어에서 비생산적이 되어가고 있으며， (2) 많은 경 

우 이미 굳어진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대상에서 제외한 

다.(1)은 이전에 OB가 통합된 형태가 HH이 통합된 형태로 대체되거나(AHilpeeB 

- AHilpeHH, 6paTOB - 6paTHHH 등)， 동 일 한 조건 에 서 OB 접 사화 형 태 는 어 색 하나 

HH접사화 형 태는 무난하다는 사실 (aKTpHCHHa/*aKTepOBa KBapTHpa, KO llIKHHa 

/*KOTOBa MHCKa 등)을 들 수 있겠고， (2)는 ailaMOBO Jl 6JlOKO ‘목젖’， aHHH6aJlOBa 

KJlJl TBa ‘한니발의 맹서’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KOrrqeCKaJl -TaMM H 

llIMe JleB 1994, 216-; Babyonyshev 1997, 198). 

HH은 제2곡용패턴을 가지는 명사 중 고유명사(예: 1b, 1d), 친족명사(예 1a， 

1c, 1e), 직업/직함명사(예 aKTpHCHHa KBapT“pa ‘여배우의 방’) 등의 어휘부류 

에 한정되는데， 이들 어휘부류의 의미적 공통성은 모두 인물을 지칭하는데 사 

용되는 명사라는 데에 있다.3) 

한편， 고유명사의 경우， 이름 및 애칭 명사 뿐 아니라， 이름-부칭 (HMJI-OTqeCTBO) 

의 복합병사(MapbJl I1BaHOBHa > MapbH I1BaHOBHHH ilOM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집’)， 

친족 이름의 복합명사도 PA를 형성한다(예 TeT쩌 MallIa > TeTH MallIHHbI ileTH ‘마 

2) 한편， 전통적으로 접사 -(H)lí가 통합된 형태 (C06aQHlí ， MellBe:l<때 등)도 “물주형용사” 

로 취 급하고 있으나(IllBelloBa H IIp. 1970, 1 n Townsend 1968/1975, 226), 이 는 형 
태론적 고려에 의한 것이며(이들은 소위 “혼합변화”를 한다; 2. 1.2. 참고)， PA와의 
의미-화용적 공동성은 존재하지 않는다(2. 1. 3. 참고). 

3) 동물명사가 의인화된 경우에는 사용가능하지만(예 KOIlIKHHa MHCKa ‘고양이의 국그 

릇’)， 일반적 경우에는 불가능하다(co6aKa > *co6aKHH/*co6a'lHH, pbl6a > *PbI6HH, 
등). lleBywKa, cocellKa 등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인물지칭 명사들은 넓은 의 

미의 직업/직함명사로 분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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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아줌마의 애틀’). 그러나 ‘이름-성’의 복합명사는 PA의 기저명사로 첼용되 

지 않는다.4) 

PA가 제2곡용패턴 명사에 한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인물명사를 지칭히-며， 

특히 고유명사의 경우 이름， 애칭， 이름-부칭의 복합명사에 국한되어 형성된다 

는 사실은 PA의 형성이 어휘적 요인(제2곡용패턴명사와 인물지칭멍사)에만 한 

정되어 있지 않음을 암시한다. 본고는 기술적 (descriptive) 용법보다 지시적 

(referentiaD 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명사가 PA 형성가능성 역시 높 
다는 점을 지적한다.5) 기설， 친족명사， 고유명사， 직업/직함명사 등은 기술적 내 

용이 최소짝되어 있으며， 따라서 순수 지시적인 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 

은데， 이러한 명사들이 호칭으로 사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MaMa, õaõymKa, Mama, HaTama, lleBo t{Ka 등의 명사가 호칭으로 사용됨을 고려). 이 

점에 대해서는 2.1.3의 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한 논의에서 다시 언급될 것따다. 

2.1.2. 형태적 특생. PA는 핵어-명사와의 일치를 보이는데， 이때 일치의 형 

태적 설현끈 “혼합변화패턴”을 따른다. 

(2) PA mamin- (MaMliH-)의 곡용 

1il기6‘ 
퍼-13」즈 l二

남성 중성 여성 
주격 -0 0 -a -1 
대격 =주~생 기z:. -u =주~생 

생격 ovo -ovo -oJ lX 
처격 om -om -oJ =생 

여격 -omu -omu -oJ -1m 

조격 -1m -1m OJ 
!._-, ! -1m 1 

즉， 주격 및 대격에서는 명사의 곡용패턴을 따르는 반면， 사격에서는 형용 

4) 고유명사의 경우， 호칭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가 PA로의 활용가능성에 하나의 요 
인으로 기 능하는 듯하다(KO[]t!eCKaSl -TaMM H illMeJIeB 1994, 226). 

5) 필자는 PA의 형성가능 명사가 어휘적 특성이나 자의적 명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 
지 않는따. 오히려 화용적 상황에서의 적절성 여부와 화자의 개체 인식태도가 중 

요한 」요띤으로 작용되며， 따라서 PA 형성가능한 명사부류는 근본적으로 열려있다 
고 본다(2. 1.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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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곡용패턴을 취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소위 “소유대명사”라고 지칭되어 온 단어들(MOI1， TBO꺼， 

Halll, Balll, CBoìí)은 인칭대명사(R ， TbI, MbI, BbI, CeÕR)의 “형용사형 "01 라고 할 만한 

데， 이들 역시 이러한 혼합변화의 곡용패턴을 취한다는 점이다.6) 전절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PA 형성 가능성이 높은 명사는 높은 지시성이 담보되는 명 

사라고 하였는데， 인칭대명사 역시 그러한 명사부류의 대표적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발화사건의 참여자인 화자와 청자를 지시하는 1인칭， 2인칭 

대명사 및 비 참여자를 지시하는 3인칭대명사， 그리고 재귀대명사는 모두 기 

술적 내용이 결핍되고 오로지 지시적으로만 사용되는 표현들이다. 이러한 인 

칭대명사가 “소유대명사화”하여 한정어로7) 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데 , 왜 냐하면 한정 어 란 핵 어 -명 사가 지 칭 하는 지 시 체 의 한정 성 (defini teness )8) 

을 표현하는 구성성분이기 때문이다. 

“소유대명사”가 높은 지시성의 인칭대명사가 한정어로 기능할 때 나타나는 

형태라는 사실， 그리고 형태론적으로 혼합변화의 곡용패턴을 보인다는 사실 

은， PA가 높은 지시성의 명사들(고유명사， 친족명사， 직업/직함명사)로부터 형 

성되며， 아울러 혼합변화의 곡용패턴을 보인다는 사실과 평행적이다. 

2.1.3. 의미-화용적 특성. 2. 1. 2.절의 논의는 PA의 화용적 특성과 그대로 

연결된다. KOIT4eCKaR-TaMM H lliMeneB(1994, 217)에서 지적되었듯이， PA는 기저 

명사가 지시하는 지시체의 정체성 Gdentity)을 전제한다.9) 다음의 이야기는 화 

자(서술자)인 I1nlO llla가 자선의 할머니에 관해 서술하는 내용이고， 따라서 할머 

니가 누구의 할머니인지 화자(즉， 이야기서술자)와 청자(즉， 독자)에게 이미 

6) 아울러， “(직시적) 지시대명사”로 지칭되어온 단어들(3TOT ， TOT), 그리고 비-기술적 
(non-descriptive)이며 순수 지시적인 ‘대명사’ caM, BeCb, OIUlH 등의 단어들 역시 

“혼합변화”한다. 

7) 본고는 MO다 등의 “소유대명사”를 g 등의 인칭대명사가 한정사(determiner)의 통사기 

능(즉， 한정어)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형태로 가정한다(3.2 참고). 

8) 본고에서 지시체의 ‘한정성’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핵어 명사가 지칭하는 지시체 
의 정체성이 인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assumed familiarity"; 이정민 1992, 397-8: 

“화자와 청자사이의 공동된 장을 위해 화역 속에 들여 놓은 것으로 전제된 대상의 

표현이 한정적이다"). 

9) KOIl맨cKaJ! -TaMM 11 IIIMeJleB(1994, 217) "HCIlOJlb30BaHlle I10CCeCCIlBa I1pellIlOJlaraeT oIlpe

lleJleHHOCTb peiþepeH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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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이러헌 화용-담화 상황은 õaÕyIlI KHHbI라는 PA의 사용을 동기화한 

다. 

(3) HJ1lOma l1onyMaJl, l.[TO OHH myT5IT. Ho l1pHXOilHJlH ell(e 5a5ymKHHbl ilpy3bJl H TOll<e 

BeC E!J10 myTHJlH. OHH Ha3blBaJIH ilpyr ilpyra "기eHTeHaHT"， "Kal1HTaH". 

‘알류샤는 그들이 농담하는 걸로 생각했다. 그렇지만， 나중에 온 할머니의 

친구들 역시 즐겁게 농담을 해 댔다. 그들은 서로서로를 “중위 “대위” 등 

으로 불렀다.’ 

이러한 PA의 기저명사의 지시적 한정성은 다음 문장 쌍의 비교를 통해 더 

욱 명료하게 증명된다(Babyonyshev 1997, 200에서 재인용). 

(4) a. BaHJl XO l.[eT lI<eHHTbCJl Ha aKTpHCHHOH ilO l.[Ke. 

‘바냐는 그 여 배우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 한다.’ 

b. BaHJl XO l.[eT lI<eHHTbCJl Ha ilO l.[Ke aKTpHCbl. 

‘바냐는 여배우 딸과 결혼하고 싶어한다.’ 

PA가 출현한 (4a)에서 기저명사 aKTpHca는 화/청자 모두에게 그 정체성이 

확인된 개체를 지시하는 반면， (4b)에서 병사구내 생격명사로 출현한 aKTpHca 

는 이러한 화용적 해석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격명사는 정체성이 확인된 

한정지시체를 지시하기도 하지만， 총칭적 (generic) 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 

다. 

PA의 기저명사가 보이는 지시적 한정성이라는 특성은 동일한 기저명사로 

부터 어휘적으로 파생된 형용사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언 

급될 만하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문장 쌍에 나타나는 PA와 일반 형용사의 

의미는 분명히 차별화된다. 

(5) a. lleilOBa COJlilaTCKaJl KOHKa CTOJlJla B yrJly 3a l1J1aTJl HbIM mKalþoM. 

‘할아버지의 병영침대가 옷장 뒤 구석에 있었다.’ 

b. KaKOH-TO MOJlOileu Ky l1HJI orpOMHblH ilOM. lloM, l1paBila, ileiloBCKHH, HO 

CTpoeHHbIII Ha cJlaBy. 

‘어떤 젊은이가 큰 집을 구입했는데， 그 집은 낡기는 했지만， 아주 튼 

튼한 집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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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a)의 PA llelloBa에서 기저명사 llella‘할아버지’가 특정 지시체를 지시하여， 

그 인물의 정체성이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확인되는 데 반하여， (5b)의 일반 

형용사 llellOBCKHH의 기저명사에 이러한 한정성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 

실， 후자는 ‘할아버지적， 낡은’ 정도의 의미를 가진 성질 또는 상태를 표현하 

는 성질형용사이다. 성질형용사가 아닌 PA에 정도(degree)의 비교급， 최상급 

형태가 존재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한정성’ 특성으로 인해 PA의 기저명사는 대용사의 통제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6) a. 51 np찌HeC Jla Hall띠a 

‘패내가 나자의 책을 가져왔다. 그녀는 나에게 책을 오늘 돌려달라고 말했다.’ 

b. ". 'HO-HH6Yllb 0 rpHmHHbIX lleJlax: H3 KHHOCTYllHH eMY OTBeTHJlH? 

‘그리샤의 일에 관해 무엇인가를". (그런데) 스튜디오에서 껴한테 답변 

을 주었니?’ 

(6)의 두 예문에서 후행하는 대용사인 3인칭대병사 OHa와 eMy가 지시하는 

인물은 PA의 기저명사가 지시하는 Hall.ll와 rpHlua이다. 즉， 이들 기저명사가 3 

인칭대명사의 성 (gender)과 수 (number)에서의 일치를 통제한다(Chvany 1977, 

Corbett 1986 등). 

한편， 지시적인 용법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명사， 예컨대 ocoõa와 같은 명사들 

은 PA를 형성하지 못한다. 이것은 PA가 한정어로 기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기저명사의 한정성이라는 필요조건을 어휘적 의미 특성(‘화자가 모르는 어떤 

분’)이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KOnqeCKa.ll -TaMM H lliMeJleB 

1994, 218). 

그러나 PA의 기저명사 한정성 조건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예컨대 My)j(qHHa, )j(eH뻐Ha ， CYllb.ll, CTapOCTa 등의 명사는 제2곡용 인물명사이 

며， 실제 담화-화용 맥락에서 한정적 지시체를 지칭하는 문장 성분으로 사용 

될 수 있지만， 이들 명사는 PA를 형성하지 못한다. KOrrqeCKa.ll -TaMM H lliMeJleB 

(1994, 218)에 의하면， (ArrpeC .lI H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PA를 형성하는 기저명 

사가 지 칭 하는 인물이 “화자의 사적 영 역 (J1HqHa.ll ciþepa ro BOp.llll\e ro )"안에 있 

어야 한다는 화용적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부연하면， PA 형성가능성은 기 

저명사가 화자에게 ‘친밀한(iþaMHJlb.ll pHOCTb) ’ 인물을 지칭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다는 것이다. 어떤 인물을 My)j(qHHa, )j(eHII\HHa 등의 총칭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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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칭한다는 것은 그 인물이 화자에게 친밀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며，1이 

따라서 이러한 명사에서 상응하는 PA *Myll<t쩌HHH ， *lI<eH뻐HHH 등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설명된다. 

요컨대， PA는 지시적 한정성 및 친밀성이라는 담화 화용적 특성을 가지는 

명사에서 형성된다는 제약이 있다. 

2.1.4. 통사적 특생. 2.1 .3에서 논의한 PA의 기저명사의 답화-화용적 특성 

은 PA를 포함하는 전체 명사구에서 PA가 한정어의 통사적 기능을 수행한다 

는 것을 땀시한다. 다시 말하면 PA는 PA-외적으로 (전체 명사구에서) 후행 

하는 명사를 지시적으로 한정하는 통사적 역할을 담당한다.(1)의 예(재인용) 

에서，PA MaMHH, MaUIHHa는 후행하는 명사 nopTpeT , CTaTb.ll의 잠재적 지시체 중 

에서 특정 지시체를 한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1) 3. MaMHH 1I0pTpeT ‘엄 마의 초상화’ 

b. MalIlHHa CTaTb.ll ‘마샤의 논문’ 

한편， PA-내적으로 기저명사는 자체적으로 구(phrase)를 형성한다. 이러한 

사실 역시 기저명사의 지시적 한정성이라는 담화-화용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예컨대 MaMa, Marna 등의 명사가 자체적으로 ‘벗은 명사구(bare NP) ’로 

투사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푸목할 만한 사실은 통사적으로 수식어나 한정어가 통합된 명사구 

는 PA의 기 저 명 사(구)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 이 다(어Ba때byon따ly하lev 1뻐997’ 20애9어에 l 
서 재인용) . 

(7) a. *MO.ll/*Moefi MaMHH 1I0pTpeT 

‘내 영마의 사진’ 

b. *5oßbHa.ll/*5oßbHOfi cTapyxHH 1I0pTpeT 

‘병든 할머니의 사진’ 

10) 어떤 인물의 이름을 아는 것은 친밀성의 척도임은 주지의 사설이다. 또한 이름명 

사 또는 ‘이름-부칭’의 복합명사로 지칭하는 것이 성 명사 또는 ‘이름-성’ 복합병사 

로 지칭혀는 것보다 친밀도가 높다는 사실이 후자의 PA 형성상의 어려움을 설명 
한다. 그러나 ‘이름-성’의 복합명사가， 어떤 인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칭으로 사용 

되고， 따라서 친밀성을 획득하게 되면， 역시 PA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Babyonyshev 1997, 211, 각주 14). 



러시아어의 ‘물주형용사”구문 249 

(7a)의 PA는 핵 어 MaMa가 MOR(주격 ) 또는 Moeìl(생 격 )의 한정 어 와 통합된 명 

사구로부터 형성된 것이며， (7b)의 PA는 수식어인 60JIbHaR가 핵어인 CTapyxa 

에 통합된 병사구로부터 형성된 것인데， 모두 비문법적인 통합체이다 11) 그러 

나， 동격 (apposition)명사구나 ‘이름 부칭’의 복합명사구는 PA의 구성성분이 

될 수 있다. 

(8) a. TeTH KaTHHa KHHra 
‘’숙모 카차의 책’ 

b. MapbH HsaHOSHHHa Koposa 
‘마리 아 이 바노브나의 암소’ 

PA 형성상의 이러한 통사적 제약은 기저명사의 한정성이라는 지시적 특성 
에 기인하는 듯하다. 부연설명하면 PA는 기술적 (descriptive) 내용을 담은 명 

사구를 배제하고， 순수 지시적으로 사용되는 명사구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7a)의 MOR MaMa는 지시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벗은 명사구로 사용되는 

MaMa와 달리 강조 혹은 대조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자는 

화용적으로 다른 사람의 엄마가 아닌 화자의 엄마라는 사실이 부가되어 있다. 

수식어 60JIbHaR가 포함되어 있는 (7b)의 명사구 역시 비-지시적 기술적 용법 

으로 사용되며， 따라서 지시적으로 비한정적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8) 
의 명사구들은 순수 지시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고 그 지시체 또한 한정적이 

며， 따라서 PA로의 형성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지시적 한정성 여부는 (9a)와 같은 명사구가 PA의 구성성분으로 출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9) a. BaH5! C neTeη 
‘바냐와 페차’ 

b. BaHHH C neTe꺼 SeJ10CHlIen 
‘바냐와 페차의 자전거’ 

전치사구 c lleTeìl를 구성성분으로 가지는 명사구 BaHR c lleTeìl는 지시적으 

로 한정적인 (복수의) 인물을 지시하기 때문에 (9b)에서처럼 PA로 사용가능 

11) 이러한 통사적 성격 때문에 Babyonyshev( 1997)는 러시아어 PA는 NP가 아니라 
No에서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2.2.3.에서 자세히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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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동일한 통사구조를 가지는 (lOa)의 맹사구는 PA 
로 사용될 수 없다. 

(10) a. t1eB이Ka C l1epOlKaMH 

‘복숭아를 가지고 있는 소녀’ 

b. *t1eB04KHH C l1epCHKaMH 110pTpeT 

‘복숭아를 가지 고 있는 소녀의 사진’ 

(lOa)에서 전치사구는 기술적 수식어로 사용되어 있다. 즉 C nepCHKal<lH라는 

전치사구는 핵어-명사 t1eBO'iKa를 수식하여， 의미적으로 개체의 속성을 표현한 

다. 이와는 달리 개체의 정체성을 한정하는 (9a)의 c 전치사구는 순수하게 지 

시적으로 사용되어， 선행하는 핵어 명사 BaH.lI와 더불어 전체명사구에서 (PA
외적으로) 한정어로 기능하고 있다. 기술적 내용을 가지는 명사구는 PA-한정 

어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화용적 제약으로 설명되는 또 다른 예이다. 

2.1.5. ‘PA+핵어’ 구조의 의미. PA라는 용어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PA는 전통적으로 핵어-명사의 지칭체의 소유자(possessor)를 표현하는 것으 

로 이해되어 왔다. 예컨대， MaMHH이라는 PA의 사전적 정의는 ‘엄마에 속해 있 

는(npHHa.llJIe)!<all(HH K MaMe)’이며， MaMHHa KOMHaTa 등과 같은 명사구에서 PA는 

방의 소유자가 엄마임을 표현하고 있다고 기술한다. 

그러나 PA와 핵애와의 의미관계는 매우 다의적일 수 있다. 

(11) a. MamHHa CTaTb꺼 

‘마샤의 논문’ 

b. MamHHa ~OTOrpa~H~ 

‘마샤의 사진’ 

C. T1eTHHO l111CbMO 

‘페차의 편지’ 

예컨대， (l1a)에서 마샤와 논문과의 관계는 소유자-소유물의 관계라기보다 

는 마샤가 논문 집펼의 행위주체라는 의미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유사 

하게 (l1b)는 사진의 소유주로서의 마샤라는 의미해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진을 찍은 행위주로서의 마샤로 해석될 수 있다. (l1 c)는 소유관계(패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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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편지 l ， 행위주-대상(페차가 쓴 편지 l ， 수령자 수령대상(페차에게 

온 편지) 등 다양한 의미해석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사건명사가 핵어로 출현했을 때， PA와 핵어 명사의 관계가 소유 

관계일 수가 없음은 당연하다. 

(12) MaMI1HO 1I0CTOJ\HH08 Bblpall<8HI18 H8i{OBOJlbCTBa 0앤Hb Tp8BOll<I1T lIally. 
‘엄마의 끊임없는 불만족의 표현은 아빠를 매우 불안하게 만든다.’ 

(12l에 서 핵 어 명사 Bblpa:l<eHHe는 동사 Bblpa:l<a Tb/Bblpa3HTb에 서 어 휘 적 으로 파생 

된 사건을 표현하는 명사임에 틀림없다. 기저동사의 논항이 그대로 표면에 실현 

되어 있고， 사건동사를 수식하는 빈도부사어에 대응하는 형용사 nOCTORHHoe 

가 출현하고 있다. ‘소유’의 개념을 아무리 느슨하게 이해한다고 해도， 이 

명사구의 PA Ma뼈HO가 소유관계를 표현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보충어 

(complement) ~ HellOBOJIbCTBa가 핵어 Bblpa:l<eHHe가 지칭하는 사건의 객체 

(objectl로 해석되듯이， PA의 기저명사 MaMa는 사건의 행위주로 해석된다. 

이상의 논의는 PA와 핵어의 통사적 관계가 어떤 특정의 의미관계를 표현한 

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사실， 본고는 PA와 핵어 사이의 의미관계는 

해석 (decoding ， interpretationl의 문제이지， 표현(encoding ， expressionl의 문제 

가 아니라고 본다. PA는 한정어의 통사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로， 핵어-명사가 

지 칭 하는 지 시 체 에 한정 성 (definitenessl을 부여 한다고 보는 것 이 본고의 입 장 

이다. 

2.2. 기존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PA의 특성들에 대한 기존 연구저작의 견해 

와 이론에 대해 검토한다. PA와 관련한 핵심적 쟁점 사항은， 서론에서도 지 

적하였듯이， PA의 품사적 성격과 통사적 기능 및 특성에 대한 것이다. 이러 

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2.2.1. Chvany (1977). Chvany(1977l는 PA를 통사적 파생 단어 (syntactically 

derived wordsl이며， 따라서 어휘적으로 파생된 독립된 어휘소의 지위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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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PA가 명사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함의하는데， 

Chvany는 HH은 한정성을 표현하는 일종의 ‘determiner case’라고 본다. 이 러 

한 명사의 “소유 굴절(possessive inflection)"은 다른 격의 굴절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소유굴절은， 다른 격 굴절과는 달리， 일치의 통사프로세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npo MaM-HH-Y IllKOJIY와 같은 예에서 PA는 HH-이라는 

“determiner case"로 굴절하고， 재차 y의 일치를 보이는 반면， 일반적인 명사 

의 굴절은: Ill KOJI-Y에서 보듯 격 굴절만 보인다. 

본고는 PA가 명사의 굴절현상의 하나라고 보는 Chvany의 주장에 동의하 

지만， HH이 determiner 격을 표현하고， 나아가 일치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형태 

라는 진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시적 한정성이라는 특성은 PA띄 기저병사 

가 한정어로 기능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HH이라는 형태소에서 비롯되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또한 Chvany의 주장은 결국 명사가 

일치의 대상(target) 이 된다는 주장을 함의하는데， 이것은 일치형태소의 일반 

적 분포와 어긋난다. 일반적으로 명사는 일치의 통제자(controller) 이며， 일치 

의 대상은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2.2.2. Corbett(1986), KopqencKaJl -TaMM H 며MeJIeB (1994). Corbett(l986)은 

파생과 굴절의 이분법적 구별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는 이 

물의 단어형성 방식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갖고 있듯이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논 주장을 슬라브어의 PA 관련 자료를 통해 전개하고 
있다. 그는 PA가 명사적 성격과 형용사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을 예증히-고 있는데， PA의 명사적 성격으로 지시적 한정성과 대용사 통제가 

능성을 들고 있고， 형용사적 성격으로는 일치와 수식어의 통사적 기능을 들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Corbett은 PA는 전형적인 굴절도 아니고， 또한 

전형적인 파생도 아닌 복합적 현상이며， 따라서 명사와 형용사 어느 한 멤주 

에 소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Kop4enCKa}l -TaMM H IIlMeJIeB(1994)는 PA는 명사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형 

용사적인 특정을 함께 보인다는 다소 애매한 주장을 한다. 이들은 PA와 같이 

빈도수가 높은 단어부류는 그렇지 않은 단어부류보다 더 많은 굴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보편적 경향성에 기대어， PA의 기저명사를 형성하는 명사들은 

빈도수가 높은 단어틀이고， 따라서 다른 명사류보다 더 많은 굴절가능성(즉， 

소위 새로운 호격형 CaIlla의 호격형 CaIll 참고 과 PA형)을 가지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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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PA의 품사적 성격에 대해서는， 마 

치 형동사(participles)가 동사와 형용사의 특성을 아울러 가지듯이， PA도 명 

사이지만 형용사의 특성을 아울러 가진다고 본다. 

3장에서 논의되겠지만， 본고는 일치， 격 등의 통사적 현상이 보이는 요소사 

이 의 관계 적 (relationaD 성 격 에 주목하고 하나의 품사에 속하는 어 휘 소는 통사 

기능상의 변이( variation)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본고는 일치 및 격 등의 통사관계가 형태적으로 실현되는 성분을 

통사범주(즉， 품사)로 규정 하지 않고， 통사기 능으로 규정 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입각해 본고는 PA가 명사의 굴절형이면서도 일치를 보 

이는 이유는 PA가 한정어라는 통사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병한다. 

2.2.3. Babyonyshev(1997). Babyonyshev(1997)의 PA 기술은 명사구를 한 

정어의 보어 (complement)로 설정하는 DP-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즉， 한정사 

(determiner)는 NP를 보어로 삼고， NP자체는 구조적으로 N’-층위에서 

Spedifier) 위치를， No-층위에서 Comp(Iement) 위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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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명사구 구조 모벨에 입각해， Babyonyshev는 PA의 기저명사는 NPl 

의 Spec 위치에서 생성되고， PA의 l1H은 DPl의 Do로 생성된다고 분석한다. 

(14) a. MaMHH nopTpeT 
b. MaM“HO Bblpa:l<eHHe HellOBOJlbCT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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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조 부여를 동기화하는 것은， Babyonyshev에 의하면， PA가 보이 

는 통사 및 의미역할상의 특성이다. 우선， 기저명사가 NPl의 Spec위치에서 

생성되는 이유는 NPl의 핵어(즉， NO)7} 사건병사일 경우04b) ， 이 기저명사가 

사건의 행위주의 의미역할( theta-role)을 담당하므로， 이러한 의미역할을 포착 

하기 위해서는 핵어 (사건)명사의 최대투사구인 NPl의 Spec위치에서 생성되 

어야 한다. 그리고 <Spec, NPl> 위치에서 생성된 기저명사는 (bare) NP의 

위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No의 어휘핵으로 생성되는데， 그 이유는 내적 통 

사적 구셈을 가지는 구는 PA로의 형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예 7a, b 참 

고). 표떤의 PA의 통사적 파생 절차는 우선 NPl내에서 NO(=MaM-)가 Do로 

상승(head-to-head raising)되 고， 이 렇 게 상승된 Do-No는 재 차， <Spec, 1디Pl> 

의 위치로 상승되었다가， DPl의 핵어인 Do와 통합(incorporation)된다. 

그러나 Babyonyshev(997)의 분석은 개념적， 경험적 측면에재 몇 가지 문 

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PA가 가지는 지시적 한정성은 

근본적으로 기저명사에 그 근원이 존재한다. 즉， 지시적 한정성 및 친근성이 

라는 담화-화용적 특성을 가지는 것은 기저명사이다. 그러나 Babyonyshev의 

분석은 DPl의 Do(=μH)가 한정사로 기능하며， 따라서 PA의 지시적 한정성은 

이 한정사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12) 만약 llH이 지시적 한정성을 가진다면， 

왜 다른 제2곡용명사， 즉 oco6a , :l<eH띠llHa ， MY:I<QllHa 등의 명사가 PA로 사용되 

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진다. 

12) 실제로 Rappaport(200이는 PA의 HH 접사는 [singul따， animate, definite, genitive, F] 
의 자칠집합이 굴절형태론의 규칙에 의해 설현된 것으로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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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Babyonyshev는 내적 구조를 가지는 통사적 구성， 즉 구는 PA로 형 

성되지 않기 때문에， 어휘핵 (No)으로 기저에서 생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저 생성된 No는 자신의 최대투사구(NP2) 내에서 격을 할당받지 못 

하기 때문에 상승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9b)에서 보듯이， 구(phrase) 

도 PA의 대상이 된다(BaHJI C rIeTeìí> BaHHH C rIeTeìí BeJ10CHne.ll). 

Babyonyshev 역시 이러한 예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NP2의 

No<(} BaHJI는 격 을 할당 받지 못해 상승되 지 만， 그것 의 부가어 (adjunct)인 C 

rIeTeø의 rIeB는 격을 받을 수 있는 통사환경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19쪽， 각주 20). 그러나 (10)의 예와 같은 경우에서 보듯， (9a)와 동일한 통 

사적 구성 을 가지 는 .IleBOQKa C nepCHKaMH의 구는 PA를 형 성 하지 못한다는 

사실 (*.IleBOQKHH C nepCHKaMH nOpTpeT)을 Babyonyshev의 분석 이 설 명 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셋째， NP2의 No로 기저 생성된 어휘핵 (MaMa) 이 인상되면서 생격을 할당받 

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할당된 생격이 왜 항상 zero-형태로 실현되 

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표면에서 항상 zero로 실현되는 격을 설정할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본고는 PA를 명사로 간주하는 Babyonyshev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이 명사 

가 기저에서 생성되는 장소가 NP2의 Spec 위치라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 

다. 전술한 바와 같이， PA는 명사가 한정어의 통사적 위치에서 출현하면서， 

한정어라는 명사에게는 비전형적인 통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능변환소 

(FA)"인 HH이 명사구의 핵어에 접사화된 형식이라고 본다. 다음 장에서는 이 

러한 본고의 주장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3. PA: 한정어로서 기능하는 명사 

3. 1. 기능변환소로서의 통사접사 HH 

필자는 통사범주(품사)와 통사기능 사이에는 전형적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 

립된다고 가정한다. 부연하면， 통사범주로서의 명사는 논항어， 동사는 서술어， 

형용사는 수식어로 기능하는 것이 전형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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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aJlbl.{HK l.{HTaeT HHTepecHylO KHHry. 

‘아이가 재미 있는 책을 읽는다.’ 

위의 예(15)에서 명사 MaJIbl.lHI<, I<HHra는 자신에게 전형적인 논항어(주어와 

목적어)로 사용되고 있고， 동사 l.lHTaTb는 서술어로， 형용사 HHTepeCHblÎÎ는· 수식 

어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전형성은 품사와 기능사이의 무표적 대응관계로 

볼 수 있는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렇게 무표적 대응관계에 있을 때 문법은 

어떠한 언어적 수단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기능 사이의 전형적 대응관계가 일탈되는 경우가 자연 

언어에서 발견된다.13) 그리고 이러한 일탈은 특정한 언어적 수단에 의해 유표 

화되는 현상이 관찰되는데， 그러한 언어적 수단을 필자는 FA라고 지칭한다 

(최성호 2007 참고). 예컨대， 

(16) a. MaJlbl.{HK, l.{HTaIOII\Htì HHTepecHylO KHHry 

b. MaJlbl.{HK, l.{HTa51 KHHry, CJlymaeT My3bIKy. 

(16a)와 같은 예에서， 동사 l.lHTaTb는 자신에게는 비전형적인 수식어로 사용 

되었고， 01 때 -IOß\-라는 특정 접사가 첨부되어 있으며， (l6b)에서는 동사를 수 

식하는 ‘부사어’로 사용되어 {a}( {51})가 통합되어 있음이 관찰된다. 필자는 이 

러한 접시-꾀 통합을， 범주와 기능사이의 유표적 대응으로 인해 형태적으로 유 

표화된 겸 우로 이 해 한다 14) 

본고의 연구대상인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14) a. MaM-HH-ø nopTpeT-ø 

엄마-?-단수주격 남성 초상화(남성 )-단수주격 

품사 기능의 유표적 대응의 유표화라는 시각에서 (14a)의 예를 해석해 보 

13) 영어의 동명사， 러시아어의 형동사 등이 모두 이러한 일탈된 경우에 해당된다. 전 
자는 동사가 명사처럼 사용된 경우이고 후자는 동사가 형용사처럼 사용된 경우이 

다. 

14) 따라서 필자는 형 동사(분사， participle)나 부동사(동명 사， gerund) 등을 모두 FA화 

된 동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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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명사 MaMa는 자신에게 전형적인 논항어(즉， 주어， 목적어 등의 보어)의 통 

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즉， 명사 MaMa는 자신에게 ‘유표 

적인’ 통사기능인 한정어로 사용되고 있다. 필자는 명사 MaMa의 어간에 통합 

된 접사 Im(위에서 “7"로 주석한 부분)은 이렇게 명사가 한정어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통합되는 FA라고 주장한다. 즉， 명사가 자신에게 유표적인 한정어 기 

능을 수행할 때， 그 유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즉 ‘기능을 변 

환시켜 주는 요소’라는 것이다. 

한정어로 기능 변환된 명사 MaM-I1H이 한정어 피한정어(핵어) 사이에서 발 

견되는 일치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지시대명사가 한정어로 출현한 다 

음의 예에서 한정어 3TOT는 성， 수， 격에서 핵어 병사인 TIOpTpeT와 일치를 보 

인다. 

(17) 3TOT nopTpeT 

즉 일치의 대상인 3TOT는 일치의 통제자인 TIOpTpeT가 가진 남성， 단수， 주격 

의 통사자질을 그대로 이어 받는다. (14a)에서 한정어로 사용된 MaM-I1H이 핵 

어-명사인 TIOpTpeT의 일치자질을 보이는 것 역시 같은 연유에서이다. 

병사가 한정어로 사용될 때 사용되는 언어적 수단이 [F A:I1H]이며， 한정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명사가 일치의 대상이 된다는 본고의 주장은 일치와 격 

등의 통사관계를 표현하는 문법범주의 분포를 품사로 규정하는 전통적인 견 

해와 대립된다 전통적으로 일치 형태소는 (러시아어의 경우) 형용사나 동사 

에 분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격 형태소는 명사에 분포하는 것으로 이해되 

어 왔다. 따라서 명사가 일치 형 태소의 분포 대상이 된다는 본고의 주장은 쉽 

게 이해가 되지 않는 진술이고， 사실상 대부분의 학자들이 PA의 품사론에 명 

확한 대탑을 주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통사관계 형태소의 분포를 품사로 규정하는 것은 각각의 품사 

가 자신의 전형적인 통사기능을 수행할 때에만 그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특정 품사의 단어는 통사 기 

능적으로 변이되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치/격 형태소의 분포를 품사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성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 예컨대， 러시아어에서 형용사라 

는 품사는 수식어의 전형적 통사기능을 보이며， 이러한 경우 성， 수， 격에 따 

른 일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형용사가 서숨어라는 비전형적， 주변적 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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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보일 때의 일치는 주어와의 성과 수에 따른 일치이다. 러시아어에서 

동사(과거팽)가 전형적 서숨어로 사용되었을 때의 일치는 주어와의 성과 수에 

따른 일체라는 사실에 부합된다. 그러나 동사가 수식어로 사용되었을 때(즉， 

동사의 ‘분사형’， 예 16 참고)에는 (형용사가 수식어로 사용되었을 때처펌) 성， 

수， 격에서 일치를 보인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일치， 격 등의 통사관계 형태소의 분포는 품사가 아니 

라 통사기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함을 드러내 보인다. 즉， 명사구 성분 내에서 

의 일치는 형용사가 아니라 수식어 (또는 한정어)라는 문장성분에 분포하며， 

문장성분 내에서의 일치는 동사가 아니라 서술어라는 성분에 분포한다고 보 

아야 한다는 것이다. 격 역시 논항어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는 것띠 일반성을 

가진다. 이러한 논증에 의거해 필자는 MaM-I1H-ø이라는 “PA(소유형용사)"는 

명사의 FA-굴절형이며， 일치형태소 -ø는 한정어에 분포하는 것으로 결론 내 

린다. 

한편， PA를 핵어-명사의 수식어 (modifier)로 보는 견해도 있다(Partee & 

Borschev 2003). 그러나 이 견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수식어가 내 

포적으로는 핵어-명사의 의미내용에 속성을 더하는 것이고， 외연적으로는 핵 

어-명사의 잠재적 지시체의 외연을 축소하는 것이라면， 한정어는 내포적인 의 

미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잠재적 지시체의 외멸을 한정하 

는(즉， 정체성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PA MaMllH이 수식어로 사용되지 않 

는다는 것은 (14a)와 같은 예는 qeìí 3TO IIopTpeT?에 대한 답변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KaKoìí 3TO IIopTpeT?라는 질문의 답변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Chvany 1977, 51)로도 뒷받침 된다，15) 

3.2. PA 구성의 통사적 구조 

본고는 퍼시아어 명사구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분적 계층구조화(binary 

hierarchy)되 어 있다고 가정 한다. 

15) 전술한 바와 같이 I PA 형성가능 병사는 지시성이 높은 명사이어야 된다는 제약은 

사실은 그 명사가 한정어로 사용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한정어라는 통사적 기능 

은 지시체의 한정성을 표현하는 기능이고I 따라서 한정어로 출현하는 명사는 지시 

성이 높은 명사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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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NP 
|\、、、、

(Det) N' 

| \~\ 
(Adj) N' 

•Q~~~~~(jp) 

이러한 구조가 함의하고 있는 명사구에 관한 일반화는 첫째， 최대 명사구는 

한정사(한정어)와 N'(피한정어)의 직접구성성분으로 이분되고， 둘째， N’는 형 

용사(수식어)와 N’(피수식어)로 재귀적으로 이분되며， 셋째， N’(피수식어)는 

핵어 (No)와 보어 (NP)로 이분된다. 이 중 Det, A이， 보어 -NP 자리는 채워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핵어 (No) 자리는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16) 

본고의 논의의 대상인 PA-구성 (PA를 포함하는 명사구)은 Det 위치에 전형 

적인 한정사인 3TOT, TOT 등이 나타나지 않고， NP가 출현한 구성이다. 이렇게 

명사구가 자신에 유표적인 한정어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러시아어 통사문 

법 은 한정 어 -NP에 [FA:IN] 17)을 할당한다. 한정 어 -NP에 할당된 [FA:IN]는 핵 

어 -No로 “하강”되고， 이렇게 하강된 통사자질은 굴절형태론에서 제2곡용명사일 

경우에는 기n/， 제1곡용명사일 경우에는 /ov/의 음운연쇄체로 핵어-명사의 어간 

에 접사화된다. 지금까지의 형태-통사적 프로세스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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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러시아어 문법에서 한정어는 피한정어의 핵어와 일치를 보이기 때 

문에， 핵어의 일치자질은 다시 한정어 -NP에 전이되고， 이 일치자질은 재차 

16) Det, Adj , 보어가 나타나지 않은 NP는 벗은 NP이고(즉， No=NP) , 만약 No 위치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생략(ellipsis) 이다. 

17) [A:a]에서 “A"는 범주명을， “a"는 자질을 지칭한다. 예컨대， [GEN:Fem]은 성범주 

의 여성을 의미한다. [FA:IN]에서 “IN"은 한정어 위치에 명사구가 등장할 때의 기 

능변환소 자질을 의 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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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강”한다. 하강된 일치자질은 굴절형태론의 실현규칙에 의해 접사화된다. 

(20) 통사론 NP 

NP-FA:IN]-AGR:NSM] N' 

J l o-FA:IN]-AGR:NSM] No 
행 태론 mam가n-ø portret 

이상의 논의는 형태론적 구조에 있어서의 선형성은 통사론적 구조에 썼어 

서의 계뚱성을 지표한다(diagramrnatize)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즉， 형혜론적 

으로 어끈에 근접한 요소는 통사적 위계상 낮은 국부성(lower locality)을 보 

인다. 선팽하는 FA 형태 jψ은 상위 명사구 내에서 명사구 자신의 기능과 관 

련된 현상인 반면， 후행하는 AGR 형태 /ø/는 상위 명사구내에재 딴정어-병사 

구 자신과 자매성분인 핵어 명사와의 관계를 반영한 현상이다. 

(21a)의 명사구가 한정어로 기능할 때 (=21b)의 프로세스를 살펴보자. 

(21) a, AJIellla c Malllei1: 

b. AJIelllHHa c Malllei1: CTaTb~ 

(21‘) 통 사론 NP 

NP-FA:IN]-AGR:NSF] N’ 

No-FA:IN]-AGR:NSF] PP No 
형 태론 Al’ os-in-a s Masej stat'ja 

한정어 위치에 Det 대신에 NP가 등장했기 때문에 [FAIN]이 할당되고， 할 

당된 이 FA 자질은 그대로 No까지 하강되어 형태론에서 /in/으로 실현된 

다.18) 이 논의는 러시아어의 병사-한정어에 접사화되는 FA 자질은 핵어자질 

18) ‘이름병사구’가 한정어로 사용된 경우(예 TeTH KaTHHa KHHra, MapbH 뼈aHOBHHHa IKopOBa 

등)에 관해서는 본고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이 구문에 등장하는 생격형 (TeTH， MapbH)이 

과연 통사적으로 형성된 격형태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Babyonyshev(l997, 각주 
2)에 의하면， TeTb KaTHHa KHHra (제로의 격어미 또는 어간형 그 자체로 출현한 경우) 

의 형식이나 ~e~a TOJIHHa KOMHaTa ‘할아버지 톨랴의 방’(어휘소 그 자체로 혹은 주격형 

으로 출현한 경우)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한다. 고지소르비아어의 명사구 m이 brat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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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feature) 임을 알 수 있다 19) 

한편， 본고는 소위 “소유대명사” 역시 인칭대명사가 한정어로 기능변환된 

형태로 간주한다. 고유명사 등이 한정어로 기능변환되면서 FA라는 통사자질 

을 획득하는 것처럼， 품사가 명사인 인칭대명사(51 ， TbI, MhI, BhI, OH, OHa, OHH)의 

전형적 기능은 물론 논항어이지만， 유표적으로 한정어로 기능하게 되면， 이들 

역시 FA자질을 획득하게 되어 “소유대명사”의 형태 (MOH ， TBOH, HaIll, Ba띠， ero , 

ee , HX)로 출현한다. 다만， [FA:IN]를 획득한 인칭대명사는 어휘적 보충법으로 

실현된다는 것이 일반 명사가 한정어로 사용되는 경우와 다른 점이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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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태 론 ja > moj-ø portret 

4. 결론 

본고의 제 1차적 목적은 러시아어 “물주형용사”를 기능변환소론에 입각해 

분석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러시아어의 “물주형용사(PA)"가 품사적으로 명사 

이며， 통사기능적으로 한정어임을 주장하고， 접사 HH은 명사의 한정어로의 기 

능변환을 나타내는 일종의 굴절(통사) 접사임을 논증하였다. 

재차 강조하지만， 본고에서 제안된 기능변환소론은 품사는 기능적으로 변이 

은 PA로 기능하는데， 이럴 경우 moj는 생격으로 변화한다(예: moj-eho bratrowe zona 
‘내 형의 아내’， Choi 2004 참고)， 

19) 러시아어의 HH에 대응하는 영어의 형태 ‘ ’ s’는 핵어 자질이 아니라 edge feature 
이 다. 예 what was the girl with the snake skin낯 name? 

20) “소유대명사”를 인칭대명사가 한정사로 어휘적 품사 전성된 형태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라면 MOH등은 한정사(Det)의 품사로 자신의 전형적인 통사기 

능인 한정어의 위치에 출현한 것이며， 따라서 기능변환소라는 별도의 동사적 자질 

을 가질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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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명사는 전형적 통사기능이 논항어이지만， 유표적으 

로 한정어의 변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고는 이처럼 유표적 통사기능을 

표지하는 것이 FA라고 주장한다. 무표적으로 논항어로 쓰이는 MaM-이 유표적 

으로 한정어로 변이되어 기능할 때， 여기에 대응되어 FA라는 형식으로 유표 

화(MaM-HH→되는 것은 무표는 무표의 형식에， 유표는 유표의 형식에 대응된다 

는 ‘지 표적 도상성 (diagrammatic iconicity)’이 라는 현상을 예 시 한다(Jakobson 

1966/1971, Croft 1990/2003 등). 

그러나 모든 명사가 한정어의 유표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절에서 논의하였듯이， 한정어란 근본적으로 핵어-명사가 지시하는 지시체의 

정 체 성 을 부여 하는， 즉， 지 시 적 한정 성 (referential definiteness)을 담보해 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한정어로 기능하는 명사는 높은 지시성이 내포꾀어 있어야 

한다. 사설， 한정어 역할을 하는 명사는 (잠재적으로) 한정적 명사구이어야 한 

다. 

“PA"의 기저명사가 한정적 명사구라는 사실은 기저병사(MaMa)와 /in!-접사 

화된 형태 (MaMI:IH -ø， -a , -0 , 페)사이의 관계가 굴절의 관계에 있음을 방증한다 

(특히， 예 (21) 참고). 통사단위로서의 구에 관여하는 형태변화는 굴절의 영역 

에 속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PA에 보이는 일치소는 병사가 한정어의 성분으로 기능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다. 이러한 본고의 견해는 PA가 일치소 

를 보인다고 하여， 형용사로 품사전성을 하였다고 보는 전통적인 견해와 근본 

적으로 차별화된다. 또 다른 전통적인 견해는 일치소의 분포를 품사(즉， 형용 

사)로 규정하는데， 이와 달리， 본고에서는 기능(즉， 한정어 및 수식어)으로 규 

정하는 것이 일반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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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ssessive Adjectives" in Russian: 

A case study of Function Adapter theory 

Choi, Sung-ho 

study aims to clarify the Part-of-Speech membership and the 

syntactic function of what has been cal1ed "possessive adjectives(PA)" in 

Russian with respect to the theory of Function Adapter(=FA). 

This 

After 

discussing several characteristic features of P A on various levels and 

critically reviewing the previous of these features, the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F A. The inflectional status of F A as a ne찌I inflec다tional 

category is motivated by the fact that while there 1S a 

(unmarked) relation between parts-of-speech 

prototypical 

and syntactic functions, the 

remedies the deviated relation may be destroyed, in which case FA 

relation. It is argued in this paper that P A is a noun that is markedly 

used like a determiner and that the suffix /in/ is a F A, which adapts the 

noun to the syntactic function of a determiner. This understanding explains 

why the base nominal underlying P A must be referentially definite: the 

determiner assigns definiteness (definite identity) to the entity referred to 

by the n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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