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어 파동구문의 기능: 

판련쿠문들과의 상판성 연구 

안 영 

o. 이미 오래전부터 피동구문의 정의는 큰 논란거리로 대두되곤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피동구문의 기 능이 다른 구문들의 그것과 중첩되는 경우도 

않고 생겁 새에 있어서도 피동구문의 독자적 영역을 구분케 하는 명확한 경 

계가 모호하기 때운인 것으로 브인다. 물콘 이러한 “경계의 모호성 ” 휴은 

“서로에게의 스며듬”은 피동이냐 이와 년관된 구문들만의 독자적 특성은 이

니다. 엉격한 의미에서는 오든 운볍엠주들， 모든 구문형태들이 다들 상호의 

존적이고 “내것 “네 것”을 영확히 구분짓고 있지 않다. 한 예로 시제， 상 

(aspect) , 서 법 (mood) 간의 상호의 존성 을 보라. 이 러 한 면 에 서 필 자는 피 동 

과 타 구문들 간의 기 능적 ， 형태적 연관성 연구가 일반적으로 구문들이 보이 

는 상관성의 한 단연을 부여 줄 뿐 아니라 피동구문의 기능을 밝히는데 있어 

효과적인 접근이 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피동을 이와 특히 

긴밀하게 관련된 중간구문(middle construction)과 부정 인청구운(indefinite

personal construction) 및 완료(perfect) 표현 구문과의 상관성 속에 서 구체 

적으로 다루어 보겠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담화 내에서 피동구문 

이 갖는 문체적 효과를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해 줄 수 있다연 그것으로 본 

논문의 취지는 달성펀다고 하겠다. 

1. 피동구문의 통사 의미론적 정의 

1. L 앞에서 밝혔듯이 피동구문의 정의는 “주어”의 정 의 만큼이나 논란의 

대 상이 되어 왔다. 본 논문은 피동구둔의 의미구조나 정의를 본격적으로 다 

루려는 것은 아니 다. 그러 나 피동구문의 기능에 대해서 논하자면 어떠 한 구 

문이 피동이라 불리는지， 혹은 적어도 어떠한 자질들이 피동구문을 구성하 

는지에 대한 고려가 논려적으로 선행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격식없이 간략하게 이에 대 한 기왕의 학설들을 재고해 보고 본 논문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전헝적) 피동의 자질들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만족 

하겠다. 

553 



554 語學1iff究 第23卷 第 3 짧 

러시아아에서 (그리 고 니1 부분의 인어들에서) 어띤 운징을 대하떤서 지1 일 

먼저 피 동을 의상케 하는 요소는 동사의 헝태이다. 동사의 파동분사형 이 쓰 

였거 나 타동사에 불변사 “-sja" 가 붙어 있으떤 일단 피동의 후보에 오른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어의 파동구운에서 분사형 ， 특히 과거피 동분 

사형 은 완료상을， 그리 고 “ -f>ja" 형 은 불완료상을 동반한다. 과거 피 동분사행 

과 불완료상의 결합은 대 부분 고대러시아어로부터의 잔재로서 존재 할 뿐이 

며 (에 : èitannyj, pisannyj , slysannyj, bity j) 불완료상과 결 합하도록 되 어 있 

는 현재 피동분사형 또한 현대러시아어에서는 거의 사멸되어가는 과정에 있 

다 (예 : èitaemyj, ljubimy j). ( “- sja" 와 완료상의 결 합에 대 해 서 는 뒤 의 2. 1 

을 보라. ) 고대러시아어 에서는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던 이러한 상과 피동간 

의 상관관계는 다른 슬라브어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러시아어 특유의 현 

상으로서 상의 고도의 발달과 더 불어 일어난 분화로 보인다 그런데 앞S 

로 다루겠지만 피동분사형 이나 “-sja" 의 존재는 피 동 이외에 다른 구문을 형 

성 하기 도 히-므로 피 동구문의 충분한 조건이 되 지 못한다. 

1.2. 일단 위의 형태론적 특성을 만족시키면 그 다음으로는 통사 • 의미차 

원을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전형적 피동구문에서는 주어의 의미기능이 피 

의자(Patient)로 국한된다. 여기서 피의자라 합은 “행위에 의해 영 향받는 흑 

은 행위가 적용되는 실체”라는 일반적 의미를 일컴는다. “Dver’ b)때 zakryta 

v polnoc’ ‘문은-닫혔다-자정에’”에서 “dver’”는 닫는 행위 에 의해 영향받 

는 피의자이다. 전통문법에서는 태 (voice)를 “동사로 표현되는 행위와 주어 

및 목적어와의 관계 "(Svedova 1970: 351)로 정의하면서 피동대란 바로 이 러 

한 관계에 있어서 “통사가 보이는 행위의 영향이 주어로만 한정되는 경우” 

(상T) 라고 고정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피의자-주어의 존재와 다동성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 이 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한기지 짚고 넘어갈 것은 형 

태 는 피 동분사형 이 되 이 미 완전 히 -행 용사화한 경 우 (예 : Èta dver’ postojanno 

zakryta. ‘이 문은 언제나 딛혀져 있다. ’ -위의 예와 비교해 보라- 닫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닫혀진 상태만이 존재하으로 문은 더 이 상 행위 의 영 

향을 받는 피의자기- 아니라 어떤 상태 하에 있음을 나타내는 실체에 불과하 

다는 점이 다. 3 (이 러한 경 우에 대해서는 뒤의 3.3을 보라. ) 

l 한 예로 쏠랜드어에서는 성에 관계없이 분샤형을 사용하며 불가리아어에서 는 상 

에 관계 없이 불연사 “se"와 분사형 둘 다흔 사용한다. Babby와 Brecht(l975 : 363) 을 

보라. 
2 이 러 한 류의 갱 의 는 Isacenko (1968: 448) , Van Schooneveld (1959: 152) , 

Bondarko (1971 : 55) , Prokopovic (1974 : 188) 등에 서 도 말견된 다. 
3 어떤 상태 하에 있는 실체의 의미기능올 Dik (1981: 38)은 “Zero"라고 부른다 



러시아어 파동구운의 기 능 555 

그런데 만약 북부려 시 아 방안 의 “U menja bylo telenka zarezano ‘전 치 사

나(소유격)-중성 과거 연결사-송아지(남성 대격)-‘죽이다’의 중성 과거 

피동분사’ 즉， ‘송이지는 냐에 의해 도살되었다’”와 같은 구문까지도 피동 

의 영역에 포함시켜 정의하려면 위의 “피의자-주어의 존재”는 단순히 “피 

의자의 존재”로 대치되어야 한다. 왜냐하연 위의 북부방언의 경우 피의자는 

주어로 자리오름을 히-지 못하고 그대로 대격 목적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 

기 떼문이다. Timberlake의 신빙성있는 자료에 의하면 위 예문에서 표준러 

시아어의 도구직 부분에 해당하는 “전치사 ‘u’ +소유격”은 표준러시아어의 

도구격보다 훨씬 더 “주어적”이다(Timberlake 1976 : 564). 그렇다연 피의자 

“ telenka" 의 비 주어화는 “‘u’ +소유직 ”의 좀더 주어적인 자질과 연관되며 이 

는 표준러시아어에서 피의자의 주어화 및 도구격드로 표현되는 부분의 비주 

어성과 흥미롭게 대조된다. 

1. 3. 피동구문 의미구조의 두번째 중요한 특질은 표준어의 표충구조에서 

도구격으로 나타나는 행위주(Agent)라는 의미기능의 존재이 다. 행위주라 함 

은 “어떤 행위플 주관하거나 그 행위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실체 η를 의마한 

다. 따라서 비생명체는 원칙적으로 행위주가 될 수 없으며 사람이 가장 대 

표적인 행위주로 냐타난다 그런데 그 중간에 위치하는 자연력의 경우는 

그 기 능이 상당히 모호하다. 다음을 보라 : 

(1) a. On byl ubit ruz’ ëm. 

그는-살해 되 었다-총으로(도구격 ) 

b. On byl ubit morozom. 

그는-잘해 되 었다-추위 에 의 해 (도구격 ) 

(1a)에서 “총η은 영백히 도구의 역 할을 한다. 그런데 (1b)에서 “추위”는 다 

분히 이 중적 이다. 그것은 자신이 자신을 도구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문은 광법위하게는 파동의 영역에 속하지만 그 정도가 사람 행위주를 갖 

는 핵심적 파 동에는 뭇미친다고 히-겠다. 자연녁은 사람 행위주가 지니는[+ 

의도성]을 갖지 뭇하며 이 점에서 자얀역에 의한 파동은 좀 더 비인청구문 

쪽으로 접근한다. 행위주의 의도성에 띠라 다음과 같이 여러 정도들이 가능 

해진다: 

4 Svedova (1970 : 353)는 비생영체도 피동의 행위주가 띨 수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의 에틀을 강민 벼생영체 행위주는 자연럭이거나 소위 그애 준하는 “렌 (Force)"을 

갖는 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도구격으로 표현되는 자연력 이외의 “ 힌 ”에 대해 시는 

Lee (1984 : 104- 105) 을 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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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go ubil Pëtr. 

그를-죽었다-표트르기

대격-남성 동사-주격 

2. On byl ubit Petrom. 

그는-살해 되 었다-표트르에 의 해 

주격-연결사+과거피동분사-도구격 

3. On byl ubit morozom. 

그는-살해되었다-추위 에 의해 

주격-연결사+과거피동분사-도구격 

4. Ego ubilo morozom. 

그를-죽었다-추위에 의해 

대 격 -중성 동사-도구격 

|능동구문| 펀월| 

l 피 동구문| 

• 

-쾌


} 

總피통과 비인칭구문간의 관계는 뒤에 2. 4와 4. 3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Comrie (1977), Keenan과 Timberlake (1 985) 등은 자동사로부터 만들어 지 는 

“비 인칭 피 동" (예 : 북부러 시 아 방언-u menja uze vstato bylo ‘냐에 의 해 

-벌써-‘일어나다’의 과거피통분사-과거 연결사’ 즉 ‘나는 벌써 일어났다; 

네 텔 란드어 - Er wordt gefloten ‘There becomes whistled' 즉 ‘휘 파 람 소리 가 

난다/누군가가 휘파람을 분다’ (Kirsner 1976: 387)이나 이미 언급한 바 있는 

피의자가 주어화하지 않는 “비인칭 피동"(예 : 북부 러시아 방언-U menja 

bylo telenka zarezano; 폴랜 드어 - Dokonano prace “끝나다’ 의 과거 피 동분사 

-일 (대 격 )) ’ 의 경 우를 들어 “행 위 자의 저 하(Agent demotion) " 만이 피 동의 

조건이 될 뿐 “피 의 자의 승격 (Patient promotion)"은 그렇지 않음을 주장함 

으로써 Perlmutter의 관계 문법 에 서 의 “Motivated Chomage Law" oll 이 의 를 

제 기 하고 소위 “자말적 행 위 자 저 하 (spontaneous demotion) '’ 를 옹호한 바 있 

다. 표준러시아어에는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이에 대 

한 논의는 생략하겠다. 다만 분명한 사실은 이러 한 형테들이 전형척 피동의 

주변에 위치하만서 어떠한 식으로건 피동의 형태 나 기능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1. 2에 시 언굽한 전동-문냉직 태의 갱의가 한 문장과 그 문장이 묘사하 

는 상황의 의띠 구조 간의 관계갚 지 적 히는 것이라민 또 한편의 펙자플에게 

태 란 “동일한 의미 적 역 힐 (semantic role)을 코드화하는 상이한 통시적 수 

단을" (Comrie 1981: 108) 이 다. 이 òl 깐 정 의 의 근)\1 에 는 피 동과 능동이 동일 

한 의미적 역할을 갓는다는 진재가 깐려 있다. 능콩 티동운이 전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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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관계 : 행위주 피의자 의미관계 : 
의 형태를 띤다띤 펴동은 전형적드로 | 

1 통사관계 : 

행위주 피의자 

>< l의 행태를 띤다는 것이 고， 어느 언어에서도 능동 없이 피동 
주어 비주어 

은 존재하지 않으나 그 역은 참이 아니므로 능동이 기본적， 무표적이라연 

피동은 유표적 구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하는 일련의 학자들은 능동과 피동이 과연 동 

일한 의미를 갖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피동의 의미구조에 행위주의 존재 

를 부정하거나(Coetzee 1980) 적어도 표띤구조에서 드구격 등으로 나타나지 

는 “행위주처럼” 보이는 부분은 “외부로부터 부가판 정보”에 불과하며 그러 

한 부분이 첨가된 구문 형태는 기본적 피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Langacker and 11unro 1975). 이 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들은 표 

연구조에 행위주의 표현이 가능하지 않은 언어들은 있어도 (예 : 아랍어) 반 

드시 표현되어야 하는 언어는 없으며 둘 다 기-능한 언어에서도 표현되 지 않 

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Coetzee (1980: 208)에 의 

하면 언어 습득에서나 역사적으로도 행위주가 표현된 형태가 시간적으로 더 

늦게 나타난다고 한다. 

영격한 의미에서 피동과 능동이 다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확실하다. 비 

근한 예로 피동은 능동보다 훨씬 상태적이다(이에 대 해서는 뒤의 3. 3을 보 

라). 그러나 그렇다만 피동과 능동 간의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모국어 사용 

자들의 직관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까? 양렵불가능해 보이는 이 두 조건 

을 만족시키는 답으로 펼자는 11el’ cuk의 의미-텍스트학파 이론을 제시하고 

자 한다. 11el’ cuk에 의 하면 “의 미 표시 (semantic representation)"는 “의 미 구 

조(semantic structure)" 와 “의 미 -전 달구조(semantic-communicative struc

ture)" 라는 두 개의 상이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이하 11el’ cuk 1979 : 75 참 

조) . 의 미 구조는 화자의 주관적 태 도와는 독랩 적 o 로 주어 진 사태 (state of 

affairs)플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그것은 모든 사건과 참여자들 빚 그것들 간 

의 관계를 그란다. 의미-전달구조는 의미구조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태도 

를 보이는 것으로 의미구조 위에 부가된다. 전제， 토픽-코벤트， 새 정보와 

낡은 징브， 강조 등이 여기시 설정된다. 이렇게 볼 때 능통과 피동은 동일 

한 의미구조룹 갖지만 상이한 의미-전달구조칠- 갖는다. 피동은 능동과는 

다픈 로픽 -코멘트 구조를- 갖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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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록， 러시아어의 전형적 펴동구운의 구조적 특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의미구조 : 행위주 및 피의자의 존재(단， 행 위주 구느 피의자)5 

동-사구조 : 행위주의 비 주어화와 피의자의 주어화 

형태구조 : 동사+“ sja" 혹은 피동분사형의 존꺼 

2. 띠돔구문과 중간구문 

2. 1. 전형적 피동에 대한 대략적 정의를 기술했￡므로 이제 그 주변현상이 

냐 관련구문들과의 상관성으로 눈을 돌렬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은 마련되 

었다고 하겠다. 여기서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소위 “재귀첩사(reflexive 

particle)" 라 불리는 “ sja" (모음 뒤에서는 “-s’" )를 공유하는 두 구운， 즉 피 

동과 중간(middle construction)6의 경계에 관한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라 : 

(2) Dver’ otkrylas’. 

문(주격 )- ‘열 다’ (완료상 과거 )+sja ‘문이 열 렸 다’ 

“-sja"에 의한 피동화는 불완료상을 동반한다고 진숭한 1. 1을 따르면 (2)는 

펴동무로 정의되지 않는다. Harrison (1967: 17-21)은 피동적 의미를 갖는다 

는 점만으로 (2)와 같이 완료상과 “-sja"가 결합하는 구문을 피동에 포함시 

키고 있다. (2)가 피동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은 “문”이 벼생 

명체로서 행위주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데 기인한다. 그런데 Harrison 

자신이 밝히 고 있듯이 이 러 한 구문은 다른 “ -sja" 피 통과 다른 제 약들을 가 

지고 있다. 첫 째， 이 구문은 전형적으로 “상태의 변화를 표시하는 동사군” 

(Harrìson 1967: 21 )들로 국한되며， 둘째， 사람 행위주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 

는다 : *Bibliotel‘a otkrylas’ bibliotekarem ‘도서 관은-열 렸 다-사서 에 의 해 

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예문 (2)는 적어도 핵심적 피동A로는 볼 수 

없으며 오히 려 중간구문쪽으로 접 근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 다 

이 와 같은 구운에 서 의 “-sja"는 상의 제 약을 받지 않는다. 그렇 다띤 불완 

료상의 동사에 “-sja" 가 덧붙있을 때는 다의적이 될 수 있다는 논리기- 나오 

게 되 며 실제 로 그러 한 중의 성 이 말켠되 기 도 한다 : Dver’ otkryvalas’ ‘문(주 

격)-‘열다’ (불완료상 과거 )+sja’ . 이 문징은 li--균-가에 의해 문이 열려지 

s “행위주 깅ξ 피 의자”다는 단시가 펀요한 이유늠 4깥판 제귀화룹 막기 위 해서 이다 
6 “중간”이라는 용어는 “재귀 “상호” 등을 포딸하는 광의의 의 미 로 사용되기 

도 하고 Barber (1975: 24)에서와 감이 “재귀 (SS~)". “상호 (SSZ) " 등괴 구벌되는 힘 
의의 의미 (SSp)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광의의 의바에서 시 
용하되 특별히 “재귀”임을 밝히는 것이 유-용젠 경우 “중간/제귀 ” 혹은 단지 “깨 ‘ !l " 띠 
고 격식없이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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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상황을 보이 는 피동구문이 될 수도 있고 사람 행위주의 존재를 배 

제하면서 문이 스스로 떤리는 것부로 묘사하는 구문일 수도 있다. 흉미로운 

점은 이 처럼 다의성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 모국어 사용자플의 직관은 우선 

적으로 후자적 해식을 선호한다는 사실이다. 그 한 예로 Peskovsky (1 956: 

123)는 “-sja"가 피동의 의미를 딱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그것도 

매우 힘플게만이 가능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지직은 “-sja" 에 의한 피동화가 매우 제한적 임을 시사한다. 불완료 

상과는 “ - sja" c블， 완료상과는 분사형을 사용한다는 공식은 얼핏 보기엔 균형 

적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 “-sja"에 의한 피동화는 피동과 

불완료상이 서로 어윤리기 힘든 결합이라는 점에서 분사형에 의한 피동화보 

다 위축되어 있다. (파동과 불완료상의 비결합성에 대해서는 뒤의 3'2를 보 

라. ) 

“-sja"에 의한 피동화가 규찌되는 또 하나의 동기는 바로 “-sja" 의 중의성 

에 있다. 의미의 모호흘 파하기 위해서 “-sja" 에 의한 피동화는 가능한 한 

(표층구조의) 주어가 ul 생명체인 경우로 국한되는데 이는 재귀화가 생명체 

로 한정되는 것과 흥미홉게 대조된다 다음 예를 보라 : 

(3) a. *Ja brejus’ ètim parixmaxerom. 

냐는(주격)- ‘면도하다’ + sja-이 이발사에 의해(도구격) 

b. Ja brejus’ . 

냐는〔주격)-‘연도하다’ +sja’ 즉 ‘냐는(스스로) 떤도한다.’ 

c. *Koska moetsja devoèkoj. 

고양이는(주격)-‘씻기다’ +sja-소녁에 의히ilC도구격) 

d. Koska moetsja 

고양이는(주격)- ‘씻기다’ ‘ +sja’-‘고양이는(스스로) 씻는다’ 

e. Okno moetsja rliboCim. 

창운은(주격 )- ‘씻 기 다’ + sja-인 부에 의 해 (도구격 ) 

‘창문은 인부에 의해 씻겨진 다.’ 

(3 b)와 (3d)가 깨귀구문인데 비 해 (3e)는 피동구운이 며 (3a)냐 (3c)와 같은 

피동구문은 가능하지 않다. 그것은 “brit’”나 “myt’”와 같은 동사에 “-sja" 가 

붙어 생명체인 주어와 결합하떤 파동척 해석이 불가능하거 나 적어도 전형적 

7 주어가 생영체인 경우 “-sja"에 의한 피동화가 완전히 배제펀다고 할 수는 없다. 

Channon (1968: 58)은 “ Ona gotovitsja k èkzamenu professorom Ivanovym"이 라는 예 
를 을어 “ Ona gotovitsja k èkzamenu ‘그녀 는-준비 한다 시 험 에 ’ ”의 다중척 해 석 올 

설명한다. 그러냐 이 운장에 대한 모국어사용자플의 반응을 보면 재귀가 철대적이고 

펴동적 해석은 매우 거북한 것으로 나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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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의 피 동적 해 석 은 불가능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피동과 재귀 간 

의 모호성 은 대 부분 3인칭 으로 국한펀다. “-sja" 의 이 러한 중의 성 과 제한성 

을 고려 할 때 “-sja"는 갚사행 에 비해 유표식 인 휴은 주떤적인 피 동 형태소 

로 블 수 있다. 

2.2. 동일한 한 형태기- 피동과 중간/제귀라는 낭이한 태플을 표현할 수 있 

음은 러 시 아어 에 만 국한된 현 상은 아니 다. 한 예 로 Warburton (1975: 570)에 

의 하면 그리 이 스어 의 “di8ike"는 ‘그가 스스로 옷을 입 었다’ 와 ‘누군가에 의 

해 입혀 졌 다’ 둘 다를 의미할 수 있다. 이 탈리아어의 첨사 “sÎ" 또한 러 시 아 

어 의 “-sja"와 팍같이 중의 적 이 다 (Baker 1983 : 1 5-2 1을 보라). 

이 러한 중복 현상에 대한 설명에는 두기지 접 근이 기-능하다. 첫째， 역 사 

적으로 이러한 현상은 인구조어에 피몽이라는 별개의 대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과 관련된다. 인구조어는 현재의 인구어에서 와 같이 능동과 피 동A로 

이 분된 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 라 능동과 종간￡로 구분되는 태의 구조를 가 

지 고 있었다(Barber 1975 : 16 ; Lehmann 1973 : 189) . 즉 태의 구분이 주어가 

행위의 주체인가 아닌가에 의 해 서 가 아니 라 주어가 행위 의 영향을 받는가 

안 받는가에 의 해 서 이 루어 졌던 것이다. 따라서 피 동은 중간태 의 하부개 념 

들 중의 하나에 불과했으며 그후 피동태가 발달되어 가연서 그것 이 중간의 

형태를 차용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 설 명 은 공시적 관점에서 주어 질 수 있다. Langacker와 Munro 

(1 975 : 789)는 피동과 재귀 간의 의미적 공통성에 대해 상당히 수긍력있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들에 의하띤 피동구문의 의 미구조에서 행위주의 자리 는 

“비 특정 논항(unspecified argument) "으로 채워 지 는데 이것은 재귀구문 의미 

구조의 “상호지 시 적 논항 (co-referentia l a rgument) "와 더 불어 “비변별척논항 

( nondistinctive argument)" 이 라는 공동의 미 영 역 을 형 성 하므로 이 의 미 영 역 을 

신호하는 형태 를- 피동과 재귀 구문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 렇 

듯 피동과 재귀 간의 형태척 중복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표충구 

조의 도구격 부분이 행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신들의 논지 를 뒷받침하 

고 있다. 어 휘一기 능문법적 접 근을 시도하는 Baker (1 983)도 피 동의 구조는 

V ( (S) (0 ))• Vpass ((Obl/rþ) (0 ))(p. 15) , 재 귀 의 구조는 V((S) (O)) - ,V r ef 

( (cþ ) (O))(p. 21)로 봄으로써 이 들이 궁극적 ￡로 동일한 구조플 갖는 것ξ로 

파악한다. 

2.3. 흉미 롭게 도 모국어 사용 학자들의 경 우 “-sja" 에 의 한 피 동을 분사형 

8 “ Ja brejus’ v parixmaxersko j ‘나는-연 도한 다一이 딴소에 서 ’ ” 애 대 해 서 는 뒤 
의 예 문 (6a) 을 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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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피동보다 덜 피동적흐로 보거 냐 좀더 중간적 해석으로 기우는 경향 

을 보인다. Ovsjaniko.Kulikovskij (Vinogradov 1972: 491 채 인용) 휴은 Vino. 

gradov (1972 : 502)를 보라‘ 이러한 사실은 피동과 중간 간의 형태상의 중챔 

이 결과적무로 “-sja" 에 의한 파동구문의 피동적 의미를 약화시컸을 것이라 

는 가정으로 이 끈다. 이 러한 가셜은 물론 적 어도 두 종류의 “ - sja," 즉 “피 

동-sja"와 “중간-sja" 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한펀， Babby와 Brecht (1975: 365)은 여 러 “-sja"들의 존재를 부정 

한다. 그들은 “피동-sja" 란 존재하지 않￡며 단지 “태의 유표적 실현을 신 

호”하는 단일 한 태 형 태 소로서 의 “ - sja" 만이 존재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게 

서 는 각 어 휘 가 하부범 주화차질 (subcategorization feature)을로 이 루어 져 있 

고 구문 생성시 유표적 태가 요구되기만 하떤 피 동이건 중간이건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sja" 가 첨가되도록 펀다. 

이 러 한 태 도는 Jakobson이 문볍 법 주들의 총괄의 미 (Gesamtbedeutung)를 추 

구하면서 “-sja " 의 의 미를 “동사에 의해 표시된 행위에 주어 나 목적어의 참 

여가 제한되어 있음을 신호함"CJakobson 1971: 140)~로 파악한 것으로부터 

유래한다. 이러한 분석적 접근방식은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 형태는 반드시 

한 의미를 갖는다는 천제를 지니고 있다. “-sja" 의 총괄의미의 추구는 매우 

유익하고 또한 건전하다. 그러나 다른 “ sja"들과 구별되는 “펴동-sja"의 존 

재 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많은 것을 잃게 할 위험이 있다. “태 

의 유표적 실현을 신호”하는 “-sja"가 피동태의 유일한 형태가 아니 라는 사실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피옹분사형도 분명히 피동이라는 “유표적 태”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Babby와 Brecht (1975 : 361)는 피동분사형에 의한 피 

동을 “-sja" 에 의한 피동과 달리 어휘목록에서 이미 파생되어지는 것으로 봄 

￡로써 마치 펴동분사형은 태의 유표적 실현을 신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 

게 하고 있다. 이러한 이 분적 정근방식은 또한 피동태의 학습에도 흔란을 

가져 올 수 있다. Schaarshmidt(l979: 15)는 피동구문의 효과척 교수법에 관 

한 논문에 서 “- sja" 에 의 한 피 동은 다른 “-sja" 들과 함께 “ -sja" 일 반론에 서 

거론하고 피동분사형에 의한 피동은 분사형 전반을 다루면서， 즉 능동분사 

형과 함께 거 콘하는 이분적 교수법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바 있다. 피동-sja" 

와 그밖의 “ sja" 들의 상이성을 우시하기엔 모국어 사용자들의 직관이 큰 저 

항을 보인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충분한 증거로는 Nakhi

movsky 1979: 101-05를 보라. 뿐만 아니 라 “mne ne spitsja. ‘나(여 격 )-부 

정불변사-‘자다’ +-sja’ 즉 ‘냐는 잠이 안온다’”에서와 같이 “-sja"의 첨가 

에 의해 규칙적ξ로 비인칭구운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 비인칭구문도 유표적 

“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의 심스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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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하게 말해서 “-sja" 플 공유하는 며려 구문들 간의 상호성 연구라는매 

우 흥미로운 주제는 그 구문들을 한꺼번에 싸장음으로써보다는 각 구문들의 

독자적 위치를 일단 섣정함으로써 훨씬 수월하게 수행될 수 있고， 그러기 

위 해 서 는 하나의 “太-sja" ( “arch-sja") 보다는 여 러 “히-부-sja" 들의 존재 를 인 

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따과 본 논문에서는 “피동-sja"와 피동분사형 

을 러시아어 파동형태소의 異形態(allomorph)로 보겠다. 

2.4. 중요한 점은 여러 “-sja"들이 각기 핵심 부위에서는 그 특성 이 뚜렷이 

부각되는 반면 주변으로 갈수록 그 특성 이 흐려지떤서 뚜렷한 경계 없이 이 

웃 법주의 자질들과 혼합되어진다는 사실이다. 염격히 말해서 피동과 재귀 

등의 개념은 마치 섹 깔의 구분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의적드로 경계지워질 뿐 

이다. 다음에 보일 소위 “주변적” 구문들의 존재는 이 리한 사실을 뒷받칩해 

준다. 다음 예를 보라: 

(4) a. Mne vspomnilas’ Moskva. 

내게(여격)-회상되었다(여성)-모스크바(주격 여성) 

b. Ja vspomnil Moskvu. 

나는(주격 남성)-회상했다(남성)-모스크바를(대 격) 

c. *Mnoj vspomnilas’ Moskva. 

냐에 의해(도구격)-회상되었다(여성 )-모스크바가(주격 여성) 

(4a)의 의미는 피동에 가까우나 여러 띤에서 이 구문은 전형 적 피동구문과 

구벨된다. 칫째， “냐”가 도구격이 아니라 여 격 으로 나타난다. 둘째， 어순이 

“여격 -동사-주어”로 거 의 고정 펀다. 즉 여격무로 니다나는 “냐”가 토픽이 

되는데 이 것은 정 싱 적 피 동구문에 서 라띤 회싱되는 대상인 “모스크바”가 토 

픽이 펀다는 점 과 대조펀다. 셋째 ， 정상적 피동에서 와 달리 완료성 에 “ - sja" 

가 천기되어 있다. (4a)와 같은 구문을 이 루는 동사군에 는 pokazat' sja ‘보 

이 다’ predstavit’sja ‘나타나마’ pr isnit’ sja ‘꿈꾸다’ 둥이 속한다. 

(4a)는 (4b)와는 달리 “나n 의 의지와는 관계 없이 행 위 가 자발적 우로 일 

어나는 것융 보이며 이러한 섞 에 서 비 인갱구문을 상기시 킨다 물폰 바얀칭 

구문에서는 주어가 배제 윈다는 정 에서 (4a)는 비 인칭 구문이 라 할 수 없다. 

그러나 (4a) 같은 구문의 주어 가 래 부분 ul 생 멍체로 국한핀다는 칩 이니- 감정 

과 연관되는 일렌의 ul 인강구운플←--Mne ne spitsja ‘니-(여 객)-부정불떤사

‘지-다’ + sja’ 즉 ‘냐는 잠이 안 온다’ Mne xocetsja pit’ ‘나(여격)- ‘원하 

다’ + sja-마시다(부정 동사)’ 즉 ‘나는 마시 고 싶다’ 9 등-과 표띤격， 어순 

9 이 구문에서 부갱동사가 주어 로 보아짙 수 있는가 하는 운제는 여기서 고려 치 

않겠다. 그 당이 긍정 이건 부정 이건 이 구문과 (lja)의 유사성 에 는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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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높은 유사도를 보임은 의미심징-하다. Babby (1 975: 315)는 (4a)와 

(4b)가 동일한 심충구조를 갖으며 두 구문 모두에서 “나”가 “underlying 

dative"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위에 언급한 (4a)와 (4b)간 

의 의미상의 차이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힘들다. 필자의 견 

해로는 (4b)의 “냐n는 그 의미기능이 “행위주(AgentY 인 반면 (4a)의 “나” 

는 경험주(Experiencer Y에 해당한다. 러시아어에서는 경험주가 도구격을 갖 

는 피 동구문화하는 것이 금지되 며 따라서 (4c)는 불가능하다. 

결론적￡로 (4a)는 핵심적 의비에서는 피동구문도 아니고 비인칭구문 

도 아니지만 양쪽 모두로 접근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러한 구문을 

Issacenko 0968: 460)는 “재 귀 -피 동(reflexive-passive Y으로 Vinogradov 

(1972 : 497)는 “중간-피 동적 재 궈 의 미 (sredne-passi vno-vozvra tnoe znacenie r 
로， Adamec (1 965 : 70)는 “만피 동(demi-passiveY으로， Kubík (1 971: 11)은 

“반능동 (demi-active)"으로 부르고 있다. “주변적” 구문의 또다른 경우로 다 

음 예를 보라: 

(5) a. Masa odevaetsja u Diora. 

마샤는-옷(해 /사)입 는다-디 오르 상점에 서 

b. *Masa odevaetsja Diorom. 

마샤는-옷입 는다-디 오르에 의 해 서 

c. Masa moetsja, potom odevaetsja. 

마샤는一씻고-그 다음-옷입는다 

(6) a. Ja brejus’ v parixmaxerskoj/u parixmaxera. 

나는 면도한다-이발소에서 

b. *Ja brejus’ parixmaxerom. 

나는-면도한다-이 말사에 의 해 서 

c. Ja mojus’, Potom brejus’. 

나는-씻고-그 다음-변도한다 

(5c)와 (6c)는 명확히 재귀적이다. (5b) , (6b)가 보이듯이 도구격을 갖는 정 

상적 피동은 불가능하고 (5a) , (6a)에서와 같이 처소적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다. (5a) 나 (6a)와 같은 구문의 특징은 피동의 의미에 유사하긴하나 “Dior" 

냐 “parixmaxer"가 완벽한 행위치의 기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Masa" 나 “Ja" 의 의지에 의해 선택된 이차적 행위자에 불과하며 따라서 마 

치 (5c) , (6c)에서와 같은， 즉 “Masa" 나 “Ja"가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같은 채귀적 의미를 며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문은 “유사재귀 (pseudo

reflexive)" (Channon 1968: 66) , “재 귀 피 동(reflexive-passive)" (Channon 



564 5핍~~m究 第23!& 찢 3 없 

1974: 55) , “유사피 동 (kvasipassiv)"(Kubík 1971: 16) , 흑은 “접 촉피 동(cata

lytic passive)" (Barber 1975 : 23) 등의 용어 로 관리 우는 법 주에 속한다고 하 

겠다. 

다음 예 들드 이러한 재귀적 피동과 유사한 경우흘 보여 준다 : 

(7) a. Lekcija koncilas’. 

깅의가-끔났다 

b. *Lekcija konCilas’ professorom Borodinym. 

강의 가-끝났다-보로만교수에 의 해 셔 

c. Professor Borodin koncil lekciju. 

보로만교수는-끝냈다-강의를 

(8) a. Dozd’ konCilsja. 

비가-그쳤다 

b. *Dozd’ koncilsja bogom. 

비가-그쳤다--신에 의해서 

c. 용?Bog konCi l dozd’. 

신이-끝냈다-바를 

(7a) , (8a)의 경우L (5a) , (6a)에서 처소적으로 표현된 이차적 행위자마저 용 

납되지 않는다. (7), (8) 이 (5) , (6)과 또다른 점은 바 생 명체만이 주어가 될 

수 있으며 따라서 (5c) , (6c)와 같은 순수재 귀 구문이 불가능하다는데 있다. 

(8a)의 경우 사람 행위주의 부재는 (7a)보다 더욱 현저하게 강지된다‘ (자연 

력이 다른 바생명체와 다른 점에 대해서는 앞의 1. 3을 보라. ) 사람 행위주 

재 귀구-운 

Doid’ koncilsja. 

!V[ne ne Snei it ‘ 

spi tsj~ . ‘눈이 온다’ 

비인청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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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재 라는 점 에 서 (7)과 (8) , 특히 (8)은 (4)에 서 처 럼 비 인칭 구문 쪽으로 

커운다. 

이 싱의 예들이 차지하는 위치를 도식화시켜 보띤 다음과 같다 : 

2.5. 간략하게나마 2.4에서 브인 재귀 및 “재귀피동”의 다양한 예틀을 영 

어나 한국이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매우 흉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을 ];!..파 : 

(9) a. On moetsja. 

b. 그는 씻는다. 

c. He washes (himself) . 

(10) a. Èti knigi xoroso prodajutsja. 

b. 이 책을은 잘 팔린다. 
c. These books sell good. 

(11) a. Dver’ otkrylas' . 

b. 문이 열렸 다. 

c. The door opened. 

위 예 들을 보떤 영 어에서는 재귀와 재귀피동 모두가 능동형태로 표현된다. 

(재 귀 피 동의 능동형 태 를 흔히 “의 미 적 파 동(notional passive)" 라고 부른다).10 

한펀 한국어에서는 재귀는 능동형태로， 재귀피동은 피동형태로 표현된다. 

능동 재귀 재 귀파동 피 동 

영 어 f~꺼 
한 국 어 V.//./// 

러시아어 

즉 러시아어는 그 형태상 능동對 u1 능동으로 이분되어 있는 반면 영어는 피 

동 對 비피동으로 이 분되어 있다. 한국어는 능동 對 피동드로 나누어지면서 

재귀는 능동에， 제귀피동은 피동에 포함된다. 남기심과 고영근(1985 : 295) 

은 “열매가 열린다”， “날싸기- 폴리다” 등의 구문을 상응하는 능동구문이 없 

는 피동구문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섣성 이같은 구운은 “재귀피동적 n 의미가 

파 동형태로서 표현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능동， 피동， 재귀， 재귀피동을 각기.，sS~， SSh, SS~ ， ss전로 표시하는 

Barber식 을 따프자면 러 시 아어 , 영 이 , 한국어 는 각기 • 1 ←;ε'， ~I→P감’ 
겨 :;:>1-.ξ찍- 같은 식으로 분리펀다. 흉비 판게도 러시아어는 화잘표의 도착 

10 이 러 한 점 을 들이 Aronson (1977) 은 영 어 를 “능동어 (Active language)"로 분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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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에 의해 분리되는 반딴 영어는 화살표의 시작 빙-향이 그 분벼 기준이 되 

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경우는 그 중간에 위 치한다. ) 다시 말해 

서 영어가 행위의 주체를 중시한다면 러시아어는 행위의 대상， 혹은 결과에 

중점을 둔다고 히겠다. 이 렇게 볼 때 ël 시아어는 영어보다 인구어의 초기 

모습을 좀더 충실 히 보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영 어 가 “주어 어 (subject 

language) " 로서 주어의 의미기능이 츠.11 대 화되어 있는 점 이 라든지 려시아어 

에 (의도적) 행위주는 밝히지 않으떤서 행위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비 

인청구문이나 부정인청구문이 특히 풍부한 점 등 언어 유형학적 측만과 연관 

지어 볼 때 이러한 사실은 매우 시사적 이다. 

3. 피동과 완료 

3. 1. 현대 러 시 아어 에 는 완료(perfect)의 의 미 를 표현하는 독자적 형 태 가 없 

다. 고대러시아어에서는 고대교회슬라브어에서와 마찬가지로 byt’ (‘be’ )의 현 

채형 변화에 “ 1"분사형융 더혜 민-틀어 지는 완료라는 시상이 존재했었다. 그 

러 나 점 차 완료싱 (perfcctive)과 불왼-효성. (imperfective) 이 라는 성 의 다} 린 이 

발달되 어 강에 따라 어 떤 맨 에 서 는 그 기 능이 중복되 는 반과거 (imperfect)와 

부정과거 (aorist)가 사라지게 되 었고 완료(perfect)가 과거시제를 총괄하는 대 

표로 부상했다. 그러나 대표화하면서 완료는 애초의 “과거 상황에 대해 지 

속되는 현재적 유관성 "(Comrie 1976: 52) 혹은 “좀더 이전에 일어난 상황의 

결파로서 존재하는 상태 "(Comrie 1981: 66) 라는 의미를 앓었을 뿐 아니 라 그 

형태 면에서도 이제는 byt’의 현재형이 제로 형태를 며므로 원래의 “1"분사 

형이 동사의 과거형으로 보아지게 되었다. 한 마디 로， 현대러시아어의 과거 

시제는 더 이 상 완료 의미를 보존하고 있지 않다. 어떤 통사의 과거형이 완 

료적 의미를 갖는지 아닌지는 완전히 문맥의존적 이다. 

그런데 반과거와 부정과거의 소멸이 상 법주의 발전으로 보장되었듯이 완 

료 또한 완전히 그 자취를 감추어버린 것은 아니다 . 러시아어에서 완료의 

의미는 과거피동분사를 사용하는 피동구문으로써 표현될 수 있다. 다음 예 

를보라: 

(12) a. Zdanie postroeno znamenitymi arxitekturami. 

건물은- ‘짓 다’ 의 과거 피 동분사-저 명 한 건축가들에 의 해 서 

b. Znamenitye arxi tektury postroili zdanie. 

저명한 건축가들이-지었다-건물을 

(l2b)가 부정과거적이라면 (l2a)는 완료적 이 다. 즉 (l 2b)에는 건물을 건축 

한 행위사실만 나타나 있으며 행위결과로서의 건물은 이제 존채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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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는 반연， (12a)에서는 행위사실보다 행위결과가 중시되며 그 결과물 

인 건물이 현존한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과거피동형에 의한 피동구문이라 

하더라도 “byt’”의 현재형인 제로 형태 대신 과거형이 쓰이연 더이상 이러한 

완료적 의미를 때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음을 보라 : 

(13) Zdanie bylo postroeno znamenitymi arxitekturami. 

건물은-과거연결사-‘짓다’의 과거피동분사-저명한 건축가들에 
의해서 

(13)은 (12a)처럼 행위의 결과에 중점을 두긴 하지만 그 결과의 시점이 과 

거이므로 발화시점에는 (1 2a)와는 달리 건물이 더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3.2. 완료와 분사형 피동 간의 관계는 어째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Kury

towicz에 의하면 인구조어에는 애초에 피동분사란 없었고 정체접마사(stative 

suffix)를 갖는 완료행태만이 존재했었는데 그것이 점차 피동표로 재해석되 
었다고 한다(Haiman 1976 : 48 재 인용) . Lehmann (1 976)은 인구어가 토픽어 

로부터 주어어로 이행되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피동으로 

의 재해석은 주어의 역할이 비대해진 것과 연관지어진다고 하겠다. 

피동과 완료 간의 형태적 연관은 일련의 현대어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아르메니아어와 걸략어에서의 이러한 연관을 다룬 Comrie (1 981)을 보 

라. 러시아어 북부방언도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는데 그 언어에 존재하는 자 

동사의 과거피동분사형에 의한 소위 “비인청 피동구문”은 피동으로 재해석 

되기 이전의 완료 의미를 보존하고 있다 다음을 보라 : 

( 14) U volkov tut ideno. (Kuznecov 1960: 121) 

전 치 사-여 우들(소유격 )-여 기 - ‘가다’ 의 과거 피 동분사 

(14)의 올바른 해석은 “여우들이 여기 지나갔다”가 아니라 “여기 여우들이 

지냐간 흔적이 있다”라고 보아야 한다. 이 구문에는 피동의 의미는 전혀 없 

다.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자연 북부방언에는 완료구문이 존재하며 그 구문 

은 현대표준어에서의 과거피동분사형과 일치하는 완료형으로 이루어진다. 

공시적 o 로 볼 때 완료와 피동 간의 연관성은 “관접”의 유사성으로 설명 

펼 수 있다. Delancy (1982: 173)에 의하띤 완료와 피동은 다같이 “종결관점 

( terminal viewpoint)"을 갖는다. 이 둘은 “비 종결관점 (nonterminal view

point)"을 갖는 비완료 능동에서와는 달리 행위의 주체보다는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11 펴동에서 빈번히 행위주의 표현이 부재하는 이유냐 모든 

11 “종결 /비 종결 관점 ”은 Comrie (1981 : 70-71)의 “ A -orienta tion/ P -orientation"과 
상통한다. 



568 語學!iIf究 第23卷 第 3 號

피동에서 행위주의 “가치저하”가 일어나는 이유는 비-로 행위주가 스포트라 

이트를 받지 않는 “종결관정” 덕분이다. 완료와 피동은 행위주를 행위로부 

터 격려시킨다. 

“종결관점”은 불완료상보다는 윈료상을 신호한다. 완료상은 행위를 “닫혀 

진 한 단위체”로 보므로 많은 경우 행위의 종결을 나타내지만 불완료상은 그 

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논의는 이인영(1986)을보라. ) 이러한 

논리로 보자연 펴동이 완료상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해진다 12 고대러시아어 

에 존재하던 불완료상을 갖는 과거피동분사형은 “관점”의 갈둥￡로 인해 점 

착 축소되어서 이제는 앞서 밝혔듯이 몇몇 경우가 잔재로 남아 있을 뿐이다. 

피동-완료-완료상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형성하는 “종결관점”은 또한 피 

동과 능격 성 (ergativity)의 관계 도 밝혀 준다. 자동사의 경 우 행 위 주는 절대 

격으로 나타나지만 타통사의 경우애는 행위주가 능격으로， 피의자가 절대격 

으로 표현되는 능격구문은 피의자의 관점을 취한다는 점에서 피통과통한다. 

(능격구문이 많은 경우 인구어의 피동으로 번역됨을 주시하라 Mel’ cuk 

(1979) 등의 예 문 벤 역 을 참조하라) . 여 기 에 서 출발하여 Dik (1981: 163- 67) 

은-그리 고 부분적 으로는 Givón (1982: 164 )과 Comrie (1976 : 85)도-능격 구문 

을 원래 피동의 재해석으로 본다. 어느 것이 먼저일까 하는 문제는 본 논문 

의 취지를 넘어서는 방대한 과제이다. 현재로서는 언어유형학상 두 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나는 “시작관점”을 기본으로 취하는 주격/ 

대격체계로서 여기서는 “종결관점”인 피동이 유표적이며， 또 하나의 유형은 

“종결관점”을 기본으로 하는 능격체계로서 여기서는 “시작관정”인 소위 “반 

피 통(antipassive)13이 유표적 이 펀다. 

3.3. “종결관점”은 행위의 진행과정이 아니라 결과애 초점을 맞추므로 당 

연히 “상태”로의 경향을 띄게 된다. 러시아어 분사형 피동이 “과정， 형성” 

등을 의미하는 연결사와 결합될 수 없음은 의마심장하다 : 예) 용 stanovitsja 

ubita (Gall이na.Fedoruk 1957: 170). 현대 서 구어 에 서 는 이 러 한 결 합이 가능하 

긴 하지 만 Comrie (1976: 86)에 의 하연 이 러 한 피 동-“wird . gebaut" 류-은 

“be"와 결합하는 피동-“ist gebaut"류-보다 나중에 형성되었다. 피동구문 

이 분사형으로만 이루어지고(“get" 피동을 재외하자연) “be" 피동만을 갖는 

12 영 어에서 피동과 현재진행형의 결함콸가능도 이 ι1 한 사실윤 뒷받전해 준다 : 
*The house is being built (Delancey 1982: 173) . 

13 Dyirbal어 를 예로 들연 반펴동어미가 침 가되띤 행위자는 절대격으로， 피의자는 
여격으로 변하연서 차통사구문화하고 챙뷔자가 부각핀다. Mel’ cuk (1979: 61-2)는 “만 

피동”을 “피동”이라 부르는데 그 이유는 그에게서 “피동”이란 무엇보다도 기본이 되 
는 태와 다른 소양 (diathesis) 을 갖는 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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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의 경 우를 주로 취 급한 Hasegawa (1968) , Lakoff (1971), 그리 고 Langac

ker와 Munro (1 975) 등이 계속해서 “be"를 피동구문 심충구조의 상위마디로 

잡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러시아의 경우 분 

사형 외 에 도 “-sja" 에 의한 피옹이 있어 문제가 복잡해진다. 다음 두 운장을 

비교해 ，보자: 

(15) a. Pesnja pelas’ vsemi studentami. 

노래 가- ‘부르다’ 의 과거 +sja-모든 학생 들에 의 해 

b. Pesnja speta vsemi studentami. 

노래 가- ‘부르다’ 의 과거 피 동분사-모든 학생 들에 의 해 

(I5b)는 노래 가 다 불러 진 완료적 상태 를 나타내 는 반연 (15a)는 “노래 가 

불러지곤 했다” 혹은 “불러지고 있었다”로 해석된다. Frajzynger(I978: 137) 

는 (15a)의 존재를 들어 위에 언급한 Hasegawa 등의 “피동의 상태성”을 포 

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의 주장은 어느 정도 유보될 필요가 있다. 왜 

냐하연 “-sja" 피 동은 중간/재 귀 와의 상호작용이 라든지 피 동과는 관점 을 달 

리하는 불완료상과의 결합 등을 고려할 때 러시아어 피동의 핵심이라고 보 

기 힘들기 때문이다. (I5a)는 문법적으로 분명히 가능하지만 사용빈도 면에 

서 (15b)에 훨씬 뒤진다. 뿐만 아니 라 (I5a)가 “상태”를 의미하지 않음은 

분명하지만 능동구문 “ Vse studenty peli pesnju. ‘모든 학생들이-불렀다

노래를’”과 비교하면 좀더 “상태적”무로 보여진다. 이것은 바로 (15a)가 피 

의자의 관점을 취하고 있음과 연결된다. 

“좀더 상태적 ” 혹은 “좀덜 동작적”이라는 식의 표현이 “상태-과정-동작” 

의 인위적 삼분법보다 좀더 현실적 이라고 본다면 다음과 같은 “정도”에 대 

해서 말할 수 있을 것이 다: 

냥펀」 
1. V se peli pesnju. 

모두가-불렀다-노래를 

2. Peli pesnju. (이 구문에 대 해 서 는 4장을 보라) 

불렀다(사람들이 /누균가가)-노래 를 

3. Pesnju peli. / Pesnja pelas’. 

노래를-불렀다(사렴들이/누군가가)/노래가-불러지고 있 

었다 

4. Pesnja speta. 

노래가-불러졌다 

5. Pesnja vesëlaja. 

노래는-즐겁다 

-( 

것
，
 

↓

-샘
 

| 



570 語學몫f究 第23卷 第 3 號

위 도표에서 “좀더 동작적 “좀더 상태적”은 “좀더 동사적”， “좀더 명사 

적”엽과 일치한다. 피동분사형이 동사와 영사의 중간에 위치하는 점이 냐 

“ -sja" 피동이 분사형보다 좀더 몽사적이라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피동분 

사형이 경우에 따라서는 5끼 시 내려가는 수도 있다. 이러한 형태눈 빈번히 

4의 피동분사형과 동음이의어를 형성하는데 이 들을 구별하여 4는 “역동적 피 

동(dynamic passive) " 혹은 “동작척 피 동(kinetic passive)" ..2..로， 5는 “상대 

적 피동(statal passive)" ..2..로 부르기도 한다.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보라 : 

(16) a. Dver’ byla zakryta v polnoc'. 

문은-달혔다-자정에 

b. Èta dver’ postojanno zakryta. 

이 문은-항상-닫혀 있다 

(I6a)는 “동작적 펴 동"， (1 6b)는 “상래 적 피 동” 이 다. (16a)의 문은 닫는 행 

위의 결과로서 닫혀진 것인 만연， (1 6b)의 문은 아무런 통착을 수반하치 않 

은 채 닫혀진 상태에 있다. (l 6a)의 의미구조에는 행위주가 존재하지만 

CI6b)의 그것에는 행위주의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다. 실상 (16b)의 “zakryta" 

는 형 용사와 다른 점 을 보이 지 않는다 14 그래 서 Hasegawa (1 968i 236)은 

CI6b)의 구조를 be [EN V]로 보연서 be EN[V]의 구조를 갖는 (lôa)와 구 

별시킨다. 

Babby와 Brecht (1 975: 362)는 “동작적 피동”과 “상태적 파동n 이 행위주의 

존재 여부애 의해 결정될 뿐 분사형태 자체는 동일한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견해는 어휘적으로 이미 고정된(혹은 고정되어 가는) “상태적 피동b을 그밖 

의 피동분사형과 구별하는 모국어 사용자들의 직관에 명백히 위배된다. 한 

예로， “싱대적 피동”은 “형용사”라는 품사명 아래 모든 러시아어 사전에 수 

록되어 있는 반면 “동작적 피동”은 그렇지 않음을 보라. 

4. 피동구문과 부정인칭구문 

4. 1. 많은 러시아어 문법서들이 피동구문과 부정인칭구문 간의 상호치환성 

( con versíon)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러시아어의 피동구’문이 영‘어 ， 등의 서 

구어에 비해 사용빈도가 낮은 이유 중의 ‘ 하나는 바로 부정인칭구펜을 u] 훗 

14 여 기 서 는 “ V devkax sizeno"와 강은 비 인 칭 구문은 표준어 얘 샤 는 극소수이 고 구 
어채로 한갱되므로 다루지 않겠다 위의 예운(14)플 연상시키는 이 구운에서 “ sizeno" 
는 어미 형태가 “ sidet’ ‘앉아 있다’”라는 자동사의 고1-거분사 파동행처런 되J어 있지만 

피동의 의미는 전혀 없표며 소위 “상디1 법주 ( kategorija sostoja nija)"라 블라는 품사에 

해당한다. 따아서 영격한 의미에서 이것은 “상태적 피동”이바 부플 수조차 1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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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구문들이 펴동의 기능을 대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의 피동 

구문이 얼마나 다양한 러시아어 구문들로 번역될 수 있는지 플 살펴 보자 : 

(I7) a. Masa was killed by Sasa. 

a- l. Masa byla ubita Sasej. 

a-2. Masu ubil Sa삶. 

b. Masa was killed. 

b- l. Masa byla ubita. 

b- 2. Masu ubili. 

b.-3. Masu ubilo. 

영어의 피동구문이 러시아어에서는 피동구문뿐 아니라 어 순이 도치된 능동 

구문 (a-2) , 부정 인청 구문 (b- 2) 및 비 인칭 구문 (b-3)에 상웅함을 알 수 있 

다. a-2가 일반능동구문 “Sasa ubil Masu"와 다른 점 은 후자가 행 위 주 

“Sasa" 의 관점을 갖는데 u1 해 전자는 피의자 “Masa"를 토픽으로 설정하는 

관점 에 서 피 의 자기- 엮 은 결 과콸 강조하는 “피 동척 시 7-}(passive perspective)" 

을 띤다는데 있다. b-2와 b-3에 대 해서는 부연 섣명이 필요하다 b-2는 

행위가 사람에 의해 일어났음을 내포하는 반연 b-3는 자연이나 그밖의 알 

수 없는 험에 의해 마치 스스로 일어난 것처럼 표현한다. 따라서 b-2와 

b-3는 상호배 타적 이 다. “Masa was killed"는 문맥 에 의 해 서 혹은 화자의 의 

도에 따라서 둘 중의 하나로 번역 되어진다. 

독어， 네텔란드어 등의 자동사에 의한 “비인칭피동”이 러시아어에 실질적 

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유도 러시아어 에 81 인청 및 부정인청구운이 발달되어 

있기 때 문이 다 : 예 ) Heute wird nicht gearbeitet• Segodnja ne rabotajut 

(Isa i':enko 1968: 451). 자동사에 의한 “비인칭피동”이 피동의 형태만 벨 뿐 

피동적 의미를 갖지 않음은 타통사에 의한 러시아어 부정인칭구문이 피동의 

형태를 따지 않은 채 “피동적 시각”을 갖는 것과 흉마롭게 대조된다 

4.2. 부정인청구문에서 표연주어는 절대적으로 배제되며 동사는 3인칭 복 

수형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동사가 고정되어 있다고 해서 언어외척 상 

황이 언제나 3인칭 복수인 “그들”이냐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은 결코 아 

니다. 문액으호 보아 행위자는 그 누구일 수도 있다. 다음 예를 보라 : 

(1 8) Opjat’ ne topjat! -Kto? - Nas istopnik. ‘또 안 해는군(3인칭 복 

수)-누가?-우리 화부가’ (Gasparov 1971:1 3) 

이 러 한 점 을 들어 Nakhimovsky ( 1979: 141 -46)는 부정 인청 구문의 고정 된 동 

사어비를 “-sja"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태를 신호하는 형태소로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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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사실은 표면주어가 배제되지만 의미구조 속에는 반드시 [+사람]이 

라는 자질이 존재한다는 점 이다. (Nakhimovsky는 이 것을 의미-페스트학파의 

전통에 따라 “syntactic zero" 라고 부른다. ) 반면 “Masa byla ubita"의 행위 

주에는 [+사람]이라는 제약이 뒤따르지 않는다. 

피동과 이에 상응하는 우정인칭구운 간의 또하나의 차이는 3.3의 도표에 

서 언급했듯이 상태 성의 정도에 있다. 분사형 피 동과 1>]교해 불 때 부정인 

청구문은 한정동사의 사용 덕분에 좀더 동직적으로 갑지 된다. 부정 인청구문 

에 정 El] 통사(stative verb) 기 자주 나타나지 않으며 완전히 존재만을 나타내 

는 “싸suscestvyjut， " “용naxodilis’ η 등이 뀔가능함 (Nakhimovsky 1979: 158)은 

이러한 점을 간접작으로 시사해 준다. Nakhimovsky (1 979: 158)애 의하면 부 

정인청구문은 존재구문으로 바꿔쓰기 (paraphrase)가 용이하며 어순에서도 유 

사성을 보이는데， 존재구문이 물체에 대 한 단언이라면 부정인청구문은 어떤 

행위의 존재에 대한 단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정인청구문은 어떤 행위의 

존재플 말하므로 피동보다 동작적 이 고， 그 행위의 존재를 말하므로 능동보 

다 상태적이다. 

4~ 3. 어떤 행위의 흐름을 묘사하기보다는 그 행위의 존재를 단언한다는 

특정 면에 서 부정 인칭 구문은 비 인칭 구문과 맥 을 같이 한다. (V lesu sumit. 

‘숲에서-소리 (가) 난다(3인칭 단수 동사)’와 같은 비인청구문의 “존재구문 

(existential sentence)"적 특성 에 대 해 서 Lee (1 984: 174)를 보라. ) 이 러 한 “행 

위 존재 의 단언”이라는 공통점은 의미구조나 통사구조 상의 공통점에 기인 

하는 것으로 보얀다. 즉 두 구문의 통사구조가 모두 주어를 배제하며 의미 

구조 또한 행동주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비인칭구문의 경우-， 제한한다는 

-부정 인칭 구문의 경 우- 공통점을 갖는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피동구문 또한 행위주를 제한시키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정에서 위의 두 구문형태들과 공동 영역을 형성한다는 사실이다. 피 

동구문에서의 행위주 제한장치는 통사차원에서 이 루어진다. 행위주는 절대 

로 주어화할 수 없￡며 Jakobson (1971b: 158)에 의하면 [+주변적〕이 라는 유 

표적 자질을 갖는 도구격으로 나타나지거나 아예 표띤구조에 동장하지 않는 

다. 이러한 배재 혹은 제한장치를 통해서 비인청 ， 부정인청 및 피동구문은 

의도적으로 행위주를 초점으로부터 제거 시 킨다. 이려한 행위주의 “숙청 ” 혹 

은 “좌천”은 문뱀형태 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즉 비인청 과 부정인칭구문의 

동사형태는 3인칭으로 국한되며 피동구문에서 도 3인칭이 선명하게 부각되는 

데 Gasparov (1971 : 15)에 의하면 3인칭은 얼종의 “소외효과”플 갓는다. 

영 어 등의 서구어와 러시아어의 피동을 1>] 교할 때 Van Valin (1 980)의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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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유형콘은 상당히 유용해 보인다. 그는 다양한 언어들을 “지시지 배 어 (refer

ence-dominated language)" 와 “역 합지 배 아 (role-dominated language)" 로 나누 

는데 “지시지배아”인 영아 에 서는 피동구문이 많이 사용되는 반면 비인칭， 

부깅 l션칭구문이 에우 제약되어 있으며， “역할지배어”인 러시아이에서는 거 

꾸로 비인청 ， 부정 인칭구문이 풍부하고 피동은 제약되어 있다. 

피동과 부정인칭구문， 혹은 피동과 비인칭구문이 “챙위주의 좌천”이라는 

기능 띤에서 중-복펀 때 어느 구문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화자의 결정에는 

[+사람] 흑은 [-사람]이라는 요소를 부각시킬 것인가 하는 점 외에도 어 

떠한 어체 (reg i ster)를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다시 말해서 부정 

인칭과 비인청구문이 구어체에 많이 등장하는 반면 펴동구문은 문어체， 특 

히 학술어체니- 사무체， 신문체 등의 공식어 (offi cia l language)로 국한된다. 

러시아어 구어체 문법에는 피동이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능동에 대한 피동의 형태적 유표성이 초래하는 비경제성이 이러한 사실을 

촉진시킴은 불흔이다. 

5. 결론을 대신하여 : 담화차뭔에서의 피동 

여태껏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표준러시아어의 파동구문은 행위주의 비주어화와 피의지의 주어화를 

통해 타동성 을 제 거 시 킴 으로써 능동구문에 비 해 유표적 구운으로 나타난다. 

2. “ sja" 애 의한 피동구문은 중간/재귀구문과 헝태의 중천을 이루면서 그 

경계 상에 다양한 정도의 파동성 (혹은 재귀성)을 갖는 여러 주변척 구문들 

을 형성한다. 단 문랙독립적3로 본 어떠한 구문이 피동척 해석과 중간/제 

귀적 해석 둘 마를 용납할 경우 언제나 후자가 전자를 선행하며 이는 “ -sja" 

피동의 한계를 시사한다. 

3. “ sja" “피동이 중간/재귀적 의미에 접근함에 비해 과거분사형에 의한 

피동은 고대러시아어의 완료시상의 의마기능을 대치한다. 이러한 기능 대치 

는 피동구문이 갖는 “상태성으로의 경 향성” 혹은 “동작성의 약화”와 관련지 

어진다. 

4. 피옹은 일부 부정인칭 및 비인청구운과 “행위주의 초점 3로부터의 재 

거”라는 기능을 공유한다. 이러한 기능 중첨은 상대적으로 펴동구문의 기 능 

하중량(functiona l load)를 줄이고 사용되는 어체영역의 제한을 촉진시킨다. 

이상과 같이 피동구문의 특성을 열거하연서 우리는 당화분석차원에서의 

피동의 기능에 대한 흉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펀다. 전경화(foregrounding)와 

배경화(backgrounding)를 통해서 담화분석을 시도하는 일련의 학자들은 어 

떠한 문볍법주 흑은 의미법주들이 뚜렷하게 전경 혹은 배경으로의 경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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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같은 경향성을 보이는 법주들끼리 함께 모이는 경향이 있음을 입증 

한 바 있다 15 이들의 시도」를 적용해 보낀 러시아어의 피동구문은 명벡히 배 

경으로의 경향성을 딱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예로 (Chvany의 “현저성 순 

위 (Saliency Hierarchy)"를 1-1斗 : 

THE SALIENCY HIERARCHY (first approximation) : 

Individuation features 

Main participant (regardless of case) 

1. referential 3210 

2. anthropocentric 43210 
Second par ticipant (in direct case) same cntena 

(A single participant does not require decision between A and 0. ) 

Iconic 

Individuation and 

3. Main clause .. . Subordinate .. . Participle) 

4. Dialogue(ego.hic-nunc) ... Narrative 

5. Transitive S. . . Impersonal S 

(Participants in direct cases) 

6. Volitionality-Agentivity 

Related to Gestalt principles 

Individuation and 

7. Achievement . .. Activity .. . Sta te 

(subsumes telicity, punctuality . .. ) 

8. Effect on most affected participant 

( regardless of case) 

43210 
10 

210 

3210 

43210 

3210 

T entatively related to causali ty, and thence to good continuity 

9. Aflirmative 

10. Realis .. . Hypothetica l... 

Nega tive 

Irrealis 

10 

210 
(Chvany 19i:l4: 11) 

위의 도표에서 각 자질의 벤호는 필자가 펀의상 덧붙인 것인데 이중 2, 4, 
5, 6,7 등 적어도 다섯 자질들이 명백하게 피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 자질 

들 모두에서 피동은 낮은 점수플 갖는다. 이 를 부연설명하면 다음과 갇 

다 : 

15 천경 화/매 경 화에 대 해 서 는 Hopper와 Thompson (1980) , Wallace (1982) , 
Chvany (1984) 등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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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thropocentric" : “ -sja" 피동의 주참여자는 제귀와 대조적으로 [-사 

람]으로의 강한 경향을 보인다 Chvany의 측정표에는 싸져 있지만 “개 벨화 

자질들”로는 주참여자와 화자의 관계(1언칭 …2인갱 ' .. 3인칭)나 주참여자의 

개 별성(단수 . ，.복수) 등도 들 수 있는"11 이 둘 모두에서도 피동은 낮은 정수 

를 얻는다. 엉vedova (1970: 353)에 의하면 피동구문의 주어로는 3인칭 복수 
가 가장 많이 등장한다 16 

4. “ Dialogue ... Narrative" : 피동은 대화/구어에는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 

는다. 

5. “Transitivc S ... Impersonal S": 피 동은 다동성 을 제 거 시 켜 2논항술어 

를 1논항술어 로 만든다. 

6. “ Volitíonality-Agentivity" : “행 위 자의 초점 ￡로부터 의 제 거 ”플 보라. 

7. “Achíevemen t. . . Activity . .. State" : “성 태 로의 경 향성 ”을 보라. 

이상의 자질을에 서 매우 높은 점수흔 갖는 능동구문을 피동구문과 대조시 

켜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어떠한 상황의 언어적 표현으로 

능통과 파동 모두가 가능할 때 피동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점수를 끌어 내리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사 파동은 배경화로 이끄는 장 

치로 사용될 수 있다. 

“배 경화장치”란 무앗을 의미하마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 ? “배경화장치”란 담화 내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건들의 진전속 

도를 늦추면서 사건이나 상황의 묘사， 섣명을 제공해 준다 Pravda지의 한 

기사의 일부를 인용한 다음 예를 보자. 

V voskresen'e tam sostojalsja miting protesta .. . , T el' - Aviv brosil na 

podavlenie zabastov장ikov usilenny otrjady policii podrazdelenija armii. 

Naselennye punkty Golan ocepleny soldatami. Zizn’ v nix zamerla. Pustyn

ny ulícy, ne rabotajut skoly magaziny. Arestovany rukovoditelí druz

skix obsCin. 

일요일 그곳에서는 딴대시위가 t칠렀다… 탤아111 브는 파엽자들의 진업 

을 위해 전투경찰과 군부대를 파건했다. 팔란의 주거지역들은 군인들로 

포위되어 있다. 그곳 생활은 열이 붕었다 거리는 적딱하고 학교와 상점 

들도 문을 닫고 있다. 드루즈 공동체 지 드자을은 체포되었다. 

위 기사는 다유과 같이 도식화펼 수 있다 : 

16 3인칭은 Kuno (1976: -1 33) 의 “딴화챙위 참여자의 감정이 엽순위 (Speech Act 
Participant Empathy Hierarchy)"에 서 도 가장 낮은 정 도릎 차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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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경 : 시위 말생→파병 
{ 포위 

-lll] 경 생활 동결/정적/휴무 

l 체포 

즉 포위， 동결， 정적， 휴무 체포가 모누 파병의 결과적 상황으로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는 피동구문으로 되어 있는 “포위”와 “체포”에 대해서만 논해 

보자. “포위했다 “체포했다” 대신 “포위되었다”， “체포되었다”를 사용함 

으로써 현재도 그러한 상태로 있음을 밝힘과 아울리 동작성을 감소시킴으로 

써 “동결 “정 적” 이 라는 움직임 이 배제 된 상황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해 준 

다. 파병의 결과를 묘사하는 일련의 문장들은 활동사진과 같은 역할을 하기 

보다는 한 컷씩 찍어 놓은 사진과도 같이 정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탤 아 

버브 군대를 관심의 초점으로부터 제거시킴으로써 그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감소시키고 그 대신 골란주민을 관심의 초점으로 부각시킨다. 이러한 효과 

는 위 기사의 피동 부분들을 “S이daty ocepili naselennye punkty Golan" , 

“Soldaty arestovali rukovoditeli druzskix ob장ì n" 의 능동구문으로 바꾸어 보 

면 확실하게 강지된다. 능동으로 바꿀 경우 기사는 다음과 같이 다른 구조 

를 지니게 된다: 

「전경 : 시위 말생→파병→포위→체포 
-배경 : 동결/정적/휴무 

이러한 구조가 탤아비브의 시각에서 사건을 묘사i 전달한다면 피동을 사용 

한 위의 기사는 다분히 의도성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골란 주민들의 입장에 

서 사건을 요사하면서 그들에 대한 동정심과 더 냐아가서 탤아비브에 대한 

적개심을 유말시키 고자 한다. 

위에서 피동을 사용해 사건을 “배경화”시킴으로써 의도에 맞추는 효과를 

내는 경우를 보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의도성이 정확한 정보의 전 

달을 저지하기 도 한다. 다시 Pravda지에서 인용한 어느 기사를 보자. ‘200 

celovek raneno, 27 arestovano, desjatki 50장ennyx avtomasin. .. ‘ 200명 이 부 

상당하고 27명이 체포되었으며 차량 수십대가 불탔다'"’”라는 결과 보고로 

부터 시작되는 이 기사는 이어서 그 원인으로 런던에서 일어난 인종차별주 

의자들과 이민온 아시아인들 간의 총올에 경찰이 개엽한 사건을 묘사한다. 

기사의 앤 첫머리를 볼 때 도대체 누가 누구에 의해 부상당한 건지， 인종차별 

주의자들이 체포된 것인지 아니면 아시아인들이 그런 건지 알 수가 없도록 

갱보가 차단되어 있다. 능동구문을 사용한다면 적 어 도 부상을 입힌 주체는 

확실해질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읽어 보연 기사는 명백하게 영국 경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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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하고 아시아인을 옹호하는 어조플 [이고 있다. 그러한 어조는 마치 부상 

당한 측은 다 아시아인이고 녕하게 한 측은 경찰이냐 인종차별주의자들인 것 

처 럼 받아들이 도록 무의 식 적 으로 독자들을 강요한다. 물론 이 러 한 강요를 

뒷받칩 하는 장치 들은 매 우 다양하며 피 동화는 그중의 하냐에 지 나지 않는다. 

이상의 두 예는 담화 내에서 피동의 사회언어학적 기능을 간략하게 보인 

것이다. 어떠한 구문이 갖는 언어내적 기능과 언어의 사회 적 기능을 연결시 

킨다는 점에서 이러한 방연의 연구는 많은 성과를 약속해 준다. 본 논문은 

그러한 연구의 가능성을 보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참 고 문 헌 

Adamec, Prezemysl (1065) ‘K voprosu 0 transformacionnom analize predlozenij 

bez nominativa s nejadernym nominativom v sovremennom russkom 

jazyke, ’ Acta U;πiversitatis Carolinae, Philologica 1: Slavica Prageηsia， 

VII, 63-79. 

Anderson, John (1 973) An Essay Concerηing Aspect, Mouton, The Hague. 

Aronson, Howard I. (1977) ‘English as an Active Language,’ Lingua 41: 

3/4, 201-16. 

Babby, L. H. (1975) ‘A Transformational Analysis of a Transitive - sja 

Verbs in Russian, ’ Liηgua 35:3/4, 397-332. 

and Richard D. Brecht (1975) ‘The Syntax of Voice in Russian,’ 

Language 51:2, 342- 67. 

Baker, Mark (1 983) ‘Objects, Themes, and Lexical Rules in ltalian,’ in L. 

Levin, M. Rappaport, A. Zaenen, eds. , Papers in Lexical-Functioπal 

Grammar,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 Club. 

Barber, E. J‘ w. (1975) ‘Voice-Beyond the Passive,’ BLS 1, 16-24. 

Bondarko, A. v. (1 971) Grammaticeskaja kategorija kontekst, Nauka, 

Leningrad. 

Channon , Robert (1 968) ‘On Passivization in Russian,’ Stμdies Preseηted 

to Professor Romaη Jakobsoη by His Students, Slavica, Cambridge, 

Mass. 

__ (1974) ‘Pseudo-Reβextνe Verbs in Russian,’ in Richard D. Brecht and 

Catherine V. Chvany, eds. , Slavic Transformatioηal Syntax, The 

Univesity of Michigan , Ann Arbor. 

Chvany, C. V. (1 984) ‘Backgrounded Perfectives and Plot Line Imperfectives 



578 語學lVr究 第23卷 第 3 없 

(Toward a Theory of Grounding) ,’ unpublished manuscript. 

Coetzee, John, M. (1980) ‘The Rhetoric of the Passive in English,’ Lingui

stics 18:3/4 , 199- 221. 

Comrie, Bernard (1 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 ':.177) ‘In Defensc of Spontaneous Demotion: The Impersonal Passive,’ 
in Peter Cole and Jerrold M. Sadock , eds., Synta :r and Semantics, 

vol. 8: Grammatical Relatioπs， Academic Press, New York. 

_ _ (1978) ‘Ergativity,’ in Winfred Lehmann, ed. , Syntactic Typology , 
Uníversity of T exas Press, Austín. 

___ (1 981) Language Universals aηd Linguistic Typology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__ (1981) ‘Aspect and Voice: Some Reflections on Perfect and Passíve,’ 
in Philíp T edeschi and Annie Zaenen , eds. , Synta:r and Semaηtics， 

vol. 14: Teη se & Aspect, Academic Press, New York, 
Davison, Alice (1982) ‘On the Form and Meaning of Hindi Passive Sentence,’ 

Lingιa 58:1/2, 149-80. 

Delancey, Scott (1982) ‘Aspect, Transitivity and Viewpoint,’ in Paul J. 
Hopper, ed., T ense-Aspect: between Semantics & Pragmatic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rp. , Amsterdam. 

Dik, Simon C. (1 981) Fuηctional Grammar, Foris Publications, Dordrech t. 

Forsyth, J. (1 970) A Grammar 01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Frajzyngier, Z. (1 978) ‘An Analysis of Be-Passives,’ Lingua 46 : 2/3 , 133- 58. 

__ (1982) ‘Indefinite Agent, Passive and Impersonal Passive: A Func

tional Study, ’ Lingua 58 : 3/4, 269- 90. 

Freidin, Robert (1 975) ‘The Analysis of Passives,’ Laηguage 51 : 2, 384- 405. 

GaU이na-Fedoruk ， E. M. , ed. (1957) Sovremennyj russkij jazyk, Izd. Moskov

skogo Universiteta , Moskva. 

Gasparov, B. M. (1 971) ‘Neopredelenno-sub ’ 'ektnye predlozenija v sovre

mennom russkom jazyke, ’ Trudy po russkoj i slavjanskojfilologii XIX, 
Tartu, 3- 58. 

Givón , T. (1 982) ‘Transitivity, Topicality, and the Ute Impersonal Passive,' 
in Paul J. Hopper and Sandra A. Thompson, eds. , Syηta:r an r1 

Semantics, vol. 15 : Studies in Transitivity , Academic Press, New York. 

Haiman, John (1 976) ‘Agentless Sentences,’ Foundations 01 Laηguage 14, 



러시아어 피동구운의 기능 579 

19-53. 

Harrison, W. (1 967) The Expression 01 the Passive Voice , Studies in the 

Modern Russiaη Language, no. 4,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Hasegawa, Kinsuke (1 968) ‘The Passive Construction in English,’ Laη:guage 

44: 2, 230-43. 

Hopper, Paul J. and Sandra A. Thompson (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π:guage 56: 2, 251-99. 

Isacenko, A. V. (1968) Die Russische Sprache der Gegenwart, Teil 1: For

menlehre, Veb Max Niemeyer Verlag, Halle. 

Jakobson, Roman (1 971) ‘Shifters, Verbal Ca tegories and the Russian Verb,’ 

Selected Writiηgs， 11, Mouton, The Hague. 

Keenan, Edward and Alan Timberlake (1985) ‘Valency Affecting Rules 

in Extended Categorial Grammar,’ Language Research 21 :4, 415-34. 

Kirsner, Robert S. (1 976) ‘On the Subjectless Pseudo-Passiνe in Standard 

Dutch and the Semantics of Backgrounded Agents,’ Li, Charles N. , 
ed. , Subject and Topic, Academic Press, New York. 

Korolov, E. 1. (1 969) ‘o zalogax russkogo glagola,’ in V. V. Vinogradov, 
ed. , Mysli 0 sovremennom russkom jazyke, Prosve합enie， Moskva. 

Kubík, Miloslav (1 971) Transformacionnyj siπtaksis russkogo jazyka, Statní 

pedagogické nakladatelství, Praha. 

Kuno, S. (1 976) ‘Subject, Theme and Speaker's Empathy,’ in Li, ed. , 
Subject aηd Topic. 

Kuznecov, P. S. (1960) Russkaja dialektologija , Gosizd. Ministerstva Pro

svescenija RSFSR, Moskva. 

Lakoff, Robin (1971) ‘Passive Resistance,’ CLS 7, 140- 62. 

Langacker, Ronald W. and Pamela Munro (1975) ‘Passives and Their 

Meaning, ’ Laηguage 51 :4, 789- 830. 

Lehmann, Winfred (1973) Historical Liηguistics: An Introduction , 2nd ed.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New York. 

__ (1976) ‘From Topic to Subject in Indo-European,’ in Li, ed. , Subject 

aπd Topic. 

Lee, In Young (1 984) A Semantic Study 01 Russian Impersonal Seπtences 

with Verbal Predicates, Ph. 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__ (1986) ‘Aspect at Discourse Level: A Review of Paul J. Hopper’s 



580 語學~究 第23卷 第 3 않 

Articles’ (written in Korean) , Joμrηal of Slavic Studies 1: 1, Seoul. 

Lomtev, T. P. (1 976) Ocerki po istoriceskomu sintaksist‘ russkogo jazyka , 

Izd. Moskovskogo Universiteta, Moskva. 

Lunt, Horacc G. (1974) Old Church Slavonic Grammar, 6th ed. & rev. , 

Mouton, The Hague. 

Mel’cuk, Igor A. (1979) Studies iπ D escriptive Syntax, Karoma Publishers, 
Inc. , Ann Arbor. 

Mrazek, R. ‘Modeli cesskix konstrukcij s vozvratnoj glagol’noj formoj ,’ 

T. P. Lomtev and A. A. Kamynina, eds., Issledoψanija po sovremennomu 

russkomu jazyku , Izd. Moskovskogo Universiteta, Moskva. 

Nakhimovsky, Alexander David (1 979) Voíce and tke lndefinite-Personal 

Constructíoη ín Russian: A Comparison Between tke Meaníng-Text 

and the Traπsformantional-Generatiν'e Schools of Lingιistics， Ph. D. 

dissertation, Cornell University. 

Nam, Ki-shim and Young-kun Ko (1 985) Standard Korean Grammar 

(written in Korean) , Tap Chulpansa, Seoul. 

Perlmutter, David M. (1978) ‘Impersonal Passives and the Unaccusative 

Hypothesis,’ BLS 4, 157- 89. 

and Paul M. Postal (1 977) ‘Toward a Universal Characterization of 

Passivization,’ BLS 3, 394- 417. 

Peskovskij, A. M. (1956) Russkíj sintaJlSi~ v ηaucnom osνeSéeníi， 7th ed., 
Gosizd. Ministerstva Prosvescenija RSFSR‘ Moskva. 

Prokopovic, N. N. (1974) Voprosy síntaksisa russkogo jazyka, Vyssaja skola, 

Moskva. 

Rozental’, D. E. (1 974) Prakticeskaja stilistika russkogo jazyka, Vyssaja 

skola, Moskva. 

Schaarschmidt, G. (1 979) ‘A Natural Learning Sequence: . Passives and 

Participles in Russian,’ Russiaπ Language Journa l XXXIII: 115, .6- 18. 

Sinha, Anjani Kumar (1 974) ‘How Passive Are Passives,’ CLS 10, 631- 42. 

__ (1 978) ‘Another Look at the Universal Characterization of the. Passive 

Voice,’ CLS 14, 415- 57. 

Stanley, Julia P. (1 975) ‘Passive Motivation,’ Foundations of Language 13, 

25- 39. 

Svedova, N. JU, ed. (1 970) Grammatika sovremennogo russkogo litera6강rmogo 

jazyka , Nauka, Moskva. 



리시아어 피동구문의 기 능 581 

Timberlake, Alan (1 976) ‘Subject Properties in the North Russian Passive,’ 
in Li, ed. , Subject and Topic. 

__ (1982) ‘The Impersonal Passive in Lithuanian,’ BLS 8, 508- 23. 

Van Schooneveld, C. H. (1 959) A Semaηtic Aπalysis 01 the Old Russian 

Finite Preterite System, Mouton & Co., The Hague. 

Van Valin, R. D. (1 980) ‘On the Distribution of Passive and Antipassive in 

Universal Grammar,’ Lingua 50:4, 303-38, 
Vinogradov, V. V. (1 972) Russkij jazyk, 2nd ed. , Vyssaja skola, Moskva. 

Wallace, Stephen (1 982) ‘Figure and Ground: The Interrelationships of 

Lingu istic Ca tegories,’ in Hopper, ed. , Tense-Aspect: between Sema까tics 

& Pragmatics. 

Warburton, 1rene (1 975) ‘The Passive in English and Greek,’ Fouηdations 

01 Laηguage 13, 563-78. 

Xrakovskij, V. S. , ed. (1 978) Problemy teorii grammatil:eskogo zaloga , Nauka, 
Leningrad. 

ABSTRACT 

Function of Russian Passive: A Study of Interaction 

between Passive and other Related Constructions 

1n Young Lee 

Applying “ roundabout" ways of analyzing functional and/or formal inter

action with other constructions, this paper tries to show an effective approach 

toward functional perspectivc 0 Russian passive. For this purpose Russian 

passive is discussed in relatio ‘ to middle (including refl exive) , perfect, 

indefini te-personal and impersona: constructions.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ed up as follows: 

1. Passive in Standard Russian is marked, in the sense that it removes 

transitivity through thc dcvice of non-subjcc t assignment to Agent and 

subject assignment to Pa ti en t. 

2. Thc “ sja passive" overlapps in form with middle/reflexive. Eetween 

the two ex tremes of passive and reflexive there exist various “ peripheral" 

constructions with varying degrecs of passivity. 1n order to avoid ambig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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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ja passive" tends to be applied when [- HumanJ. 

3. Passives with past participles substitute the function of perfect existed 

in Old Russian. This functional substitution is closely related with the 

common property shard by perfect and passive, i. e. tendency toward State. 

4. Passive shares 짜ith indefinite-personal and impersonal constructions 

‘ removal of Agent from focus." This functional overlapping relatively 

reduces functional load of passive and explains its limited use in colloquial 

spcech. 

5. The above mentioned characteristics, i.e. tendency toward [-HumanJ , 
[-Col1oquialJ , [-Transitivity] , [- Action] , and removal of Agent from 

focus, facilitate Russian passive to serve as a “backgrounding" device in 

discourse. A few examples taken from articles in “Pravda" suffice to show 

how passive allows authors to control information intentionally and/ or 

effectively at least in official discourse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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