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어 부정생격구문 연구 

-부정대격구문， 부정주격구문 및 부분(생)격구문과의 

비교 고찰 

이 인 영‘ 

L 들어가는 말 

러시아어 동사를 연구하거나 학습하는데 있어 난제들 중의 하나가 상의 선 

돼 문제라면， 명사에 있어서는 부정문에서의 격 선돼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상과 격의 선택 문제가 공동으로 악명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두 문제는 공통적으로 전체와 부분 간의 대 

립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며， 정황올 파악하는 화자의 관점과 관련되어 있 

다. 화자의 관점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화자에 따라 상이한 해석이 가능해진 

다. 해석에는 해석자의 지적 분석력이나 취향 뿐 아니라 담화 환경이나 맥락 

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변수로 작용하며 부정문에서의 격 선돼 문제처럼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변이폭이 더욱 증대된다1l 

많은 모국어 사용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상올 선돼하건 특별한 의미 

상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빈번하듯이， 부정문에 

서의 격 선택에 있어서도 격의 차이가 의미적 차이를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 

는 반웅이 비일비재하다. 학자들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많은 수가 예컨 

데 “51 He J1IOÕJlJO Mamy. ‘나는 마샤(대격)를 사랑하지 않는다.’”와 “51 He J1IOÕJlJO 

MamH. ‘나는 마샤(생격)를 사랑하지 않는다 혹은 “norOBopeHHOCTb He ~OCTHr-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부정문에서 대격의 사용은 특히 구어률 중심으로 증가일로에 있다. Restan(107)에 

의하면 1959년 신문 언어에서 대격의 비율은 38.3%로서 40년전의 21.7%보다 현저 

히 증가했다 Green(169)에 의하면 문어 텍스트에서는 대격의 비율이 20.7%임에 

비해 구어텍스트에서는 41.8%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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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Ta. ‘합의(주격)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와 “llorOBopeHHOCTH He' LlocTHrHyTO. 

‘합의(생격)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의미적 차이를 갖지 않는다고 본다 

(Chvany 139, nanY4eBa(c) 101). 이 러 한 경 우 격 선 택 의 “동기 가 없다"(Restan 

104)거나， “설명 불가능하다"(Davison 51)거나， 개인적， 장르적， 혹은 레지스터 

적 문체 상의 차이 이외에는 동일하다고 간주되곤 한다(nonoBa(68) ， ]JoõaHOBa 

(203) , lloH4eBa(98) , Kom(497) , Koc깨HC I<Hη(55) 동도 보라) . 

이러한 불가지론적 태도는 근본적으로 격 선택의 문제를 담화 맥락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없이 문장차원 내에서 해결하려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 

다. 본 논문은 이성적 기능주의에 입각하여 위와 같은 예들이 의미론적 차이 

를 갖으며 그러한 차이에 대한 동기는 담화-화용차원에서 찾아져야 함을 보 

이고자 한다. 

부정문에서의 격 선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기술방식은 대체로 단일요인 

적 방식과 다변적 나열방식으로 나닐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각각의 장단점올 

가지고 있다. 단일요인적 접근에서는 한정성(거의 대부분의 교과서들을 보라)， 

논리 적 강세 (Morison), 화제 성 (GundeD, 부정 의 범 위 (Nei버e) ， 폰재 의 전 제 

(KeiJ) 등이 요인으로 거론되곤 한다. 단일요인적 접근은 효율적이기는 하나 

펼요조건은 만족시킨다 하더라도 충분조건올 만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많 

은 경우， 거론되는 요인의 개념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한 

편， 다변적 접근에서는 대부분의 러시아 출간 논저들이 택하는 직관적， 경향 

적 사례 분류 방식 뿐 아니라 통계적 접근(Kom， Restan, Mustajoki & Heino, 

Green)이나 요인의 다변화(TirnberI삶ce， Babby, Ueda)가 시도되기도 한다. 다 

변적 접근은 단일요인적 접근에 비해 좀더 현실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여 

기서는 많은 경우 의미론적 요인 뿐 아니라 형태론적(격변화유형 -a, 부정사， 

명령법 및 조건법)， 구문론적(조격보어구문)， 어휘론적(관용구나 3TO) , 문체-장 

르적 요인이나 사례 둥 옹갖 다양한 차원의 현상들이 무원칙적으로 나열된다. 

뿐만 아니라， 항목의 분류기준이나 내용， 수에 있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고 

따라서 분석자들에 따라 상반되는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틀이 빈번하다. 예를 

들어， J1106HTb는 대격선호 항목으로 꼽히기도 하고(Davison， Magner, Köm) , 

이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Mustajoki & Heino) 한편， 신체부분은 생격선호 

항목으로 꼽히기도 하고(Davison) ， 대격 선호항목으로 꼽히기도 한다(Uglitsky ， 

Restan). 그런가 하면， 이중부정은 의미 상 긍정적이라는 점에서 대격선호 요 

인으로 간주되기도 하고(Uglitsky ， llepH6ac) , 이 점이 배격되기도 한다(Kom 



러시아어 부정생격구문 연구 3 

Restan). 상과의 유관성 또한 많은 학자들에 의 해 주장되 기 도 하고(Timberlake， 

Ueda, Green, Magner, Restan , PaBH4) , 반대로 무관함이 주장되기도 한다(lloH 

4eBa). 

어떠한 기술방식을 취하건 기존 연구들의 기본적 공통점은 부정생격구문과 

부정대격/부정주격구문만을 (많은 경우 맥락독립적으로) 대립관계에 놓고 비 

교 분석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것이다.2) 이러한 미시적 분석은 필연적으로 예 

외나 설명 불가능한 부분을 남길 수 밖에 없다. 부정생격구문과 부정대격/부 

정주격구문 간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긍정문과는 어떠한 담화 

기능 상의 차이를 갖는지， 그리고， 유사한 담화기능올 갖는 다른 구문유형들 

과는 어떠한 관계에 놓이는지와 같은 좀더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검토가 병행 

되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방법은 다변적 접근에서 제시하는 여러 요인 

들올 포괄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단일요인적 접근의 불충분성올 극복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정생격구문과 다른 구문유형들 

과의 연계를 통해 러시아어의 보편적 특성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 

는 장점도 지닌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이 두번째 쟁점으로 여기는 것은 부정생격구문과 부 

분(생)격구문의 관계 문제이다. 러시아어 규범문법에서 이 두 구문은 관례적으 

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이 두 구문에 대한 최근의 저술틀도 대다수 

가 이러한 분리 전통올 고수하고 있다(K1e띠n. Neidle. Franks and Dziwirek를 

보라). 부정생격구문과 부분(생)격구문을 분리시키는 가장 명백한 이유로 제 

시되는 것은 부분(생)격구문이 긍정문에서도 가능하며 양올 나타내는 물칠명 

사의 경우로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두 구문이 별개의 껏이라면 “Her 

4alO. ‘차(부분격)가 없다’와 같이 대격이나 주격과 대립을 보이지 않는 구문 

은 부정생격구문인가， 아니면 부분격구문인가? (혹은 중화된 경우인가?) 

위에서 제시한 통합적 접근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웅올 줄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 해결의 과정에서 행위성과 관점에 있어서 부정문과 

긍정문 간의 차이 및 부정문 내 하부유형들 간의 차이， 부정의 범위， 존재성 

과 어순의 문제 등도 아울러 다루어질 것이다. 

2) 본 논문에서 “부정주격구문 “부정대격구문”이라는 용어는 각기 주격이나 대격을 

갖는 모든 부정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부정생격구문을 갖는 경우로 

국한하여 사용됨을 밝힌다 



4 러시 아연구 채9권 채2호 

11. 부정문과 행위성/상태성 

(1) a. Bpar B3$1 JJ ropona. ‘적은 도시들(대격)을 점령했다.’ 

b. ropona 6WJJH B3$1 TW ‘도시들(주격)은 점령되었다.’ 

c. nOl<)'MeHTW nO$l BHJJHCb. ‘문서 들(주격 )은 나타났다.’ 

(2) a. *Bpar B3 $1JJ ropOnOB. *‘적은 도시들(생격)을 점령했다.’ 

b. *rOponoB 6μJJO B3 $1 TO. *‘도시들(생격)은 점령되었다.’ 

c. *nOl<)'MeHTOB nO$l BHJJOCb. ‘문서 들(생 격 )은 나타났다.’ 

(*는 비문법 적 문장임올 나타냄) 

(3) a. Bpar He B3 $1 JJ ropona. ‘적은 도시들(대격)을 점령하지 않았다.’ 

b. ropona He 6ψ1M B3$1 TW. ‘도시들(주격)은 점령되지 않았다.’ 

c. nOl<)'MeHTW He nOJlBHJJHCb. ‘문서 들(주격 )은 나타나지 않았다.’ 

(4) a. Bpar He B3 J1JJ roponOB. ‘적은 도시들(생격)을 점령하지 않았다.’ 

b. rOponOB He 6WJJO B3 J1TO. ‘도시틀(쟁격)은 점령되지 않았다.’ 

c. nOl<)'MeHTOB He nOJl BHJJOCb. ‘문서 들(생 격 )은 나타나지 않았다.’ 

위의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격 선태은 부정문에서만 가능하다. 왜일까? 

긍정문과 부정문은 논리상 균형적으로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예컨데， 

부정문은 긍정문에 비해 사용맥락이 제한적이고 따라서 사용빈도수가 떨어지 

며， 해석 상의 모호함을 좀더 많이 허용한다. 이야기담화의 첫 부분올 “옛날 

에 한 아이 가 살고 있지 않았어 요라는 부정 문으로 시 작할 수는 없으며 , “그 

는 모든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모든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그 

중 몇 문제를 풀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부정문과 긍정문 간의 이러한 불균형은 부정문의 이차적， 비사실적 특성에 

기인한다. 즉， 부정문은 긍정문처럼 직접적으로 세계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차적으로 관계한다. 즉， 부정문은 잠재적으로 긍 

정명제를 상정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일종의 픽션이다. 

부정문에서 단언되는 것은 긍정문에서처럼 행위 자체가 아니라 가상행위에 

대한 부정이므로 부정문에서는 긍정문에서와 달리 행위성의 저하가 일어난다. 

(여기서 행위성이라 함은 정태적 (stative) 행위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이며 

정태적 행위는 비(非)행위인 상F11 (state)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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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한 논의는 아래 IV장을 보라.) 부정문에서 행위성의 저하는 비사실성의 정 

도에 따라 두 단계로 나윌 수 있다. 부정되는 가상적 행위가 상황이나 맥락에 

의해 주어져 병백하거나 추론가능하거나 예상 혹은 기대되는 것일 경우 부정 

되는 것은 행위의 존재가 아니라 행위의 내용이 된다. 이 경우 긍정문에 비해 

사실성이나 행위성이 약화되긴 하지만 질적으로 극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 

는다. 그러나 가상적 행위의 존재 자체가 부정될 때에는 비사실성이 극대화되 

어 부정문은 긍정문과 행위성 자질의 유무로서 대립하게 된다. 약화유형과 부 

재유형은 각각 서술부정과 존재부정에 상웅한다.x가 행위의 주체이고 Y가 

행위라고 할 때， “X가 Y를 했다의 부정， 즉， “X가 Y를 하지 않았다는 “X 

가 한 것이 Y가 아니다." (서술부정)를 의미할 수도 있고， “X에 의한 Y가 없 

었다." (존재부정)를 의미할 수도 있다. (“Someone did X."의 부정이 “Someone 

didn ’ t do X."일 수도 있고 “No one did X."일 수도 있음을 참고하라.) 예문 

(3a)와 (4a)는 둘 다 Oa)의 부정이지만 그것들이 자연스러운 맥락올 비교해 

보면 두 구문이 각기 다른 부정유형에 속함올 알 수 있다. 

(5) a. 뻐 따MaJIH， 'ITO Bpar B03bM!!T ropona. Ho Bpar He B3J1n Topona, a 

BepHyncJI B CBO~ cTpaHy. 

‘우리는 적이 도시들올 점령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적은 도시들 

(대격)올 점령하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b. Bpar He B3J1J1 ropo,llOB. B CTpaHe BC!! Cíhlno THXO. 

‘적은 도시들(생격)올 점령하지 않았다.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조용했다.’ 

(5a)에서는 적이 한 행위가 점령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보이는 서술부정이 일 

어나는 반면， (5b)에서는 적이 한 행위가 점령이 아님올 단언하는 것이 아니 

라， 적에 의한 점령 행위가 없었음을 단언하는 존재부정이 일어난다. 

마찬가지로， X가 행위의 대상이고 Y가 행위라고 할 때 “X가 Y를 겪었다 

(예문 Ob) , Oc))의 부정은 “X에‘ 대해서 말하자면， X가 겪은 것이 Y가 아니 

다." (서술부정)일 수도 있고(예문 (3b). (3C)) “X를 대상으로 한 Y가 없었다 

(존재부정)일 수도 있다(예문 (4b) , (4C)). (“Something happend." 의 부정이 

“Something didn ’t happen."일 수도 있고 “ Nothing happened."일 수도 있음 

을 참고하라 1 예문 (3C)와 (4C)가 가능한 맥락을 비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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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 ~뻐 3HaßH, '1 TO CyllteCTBylOT lloKyMeHTbl. Ho lloKyMeHTbI He nO!l BHßHCb. 

‘우리는 서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서류들(주격) 

은 나타나지 않았다’ 

b. MbI HCKaßH BClOlly, HO lloKyMeH:rOB He no껴 BHßOCb. 

‘우리는 온갖 곳을 찾아 보았지만 서류들(생격)은 나타나지 않았다.’ 

(6a)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류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발 

견되지 않았다는 서술부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Wb)에서는 단지 서류들이 발 

견되는 행위가 없었음을 보이는 존재부정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6b)에서는 

아예 서류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 있다. 

부정의 유형은 관점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인다. 서술부정은 행위의 주체나 

대상의 존재를 전제하고 화자가 그것의 관점에서 행위의 내용올 부정하는 서 

술을 하는 것인 반면， 존재부정은 화자가 어느 한 객체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부재하는 상황을 총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3a)가 행위주 

관점을， (3b)와 (3d가 피의체(혹은 비행위주) 관점을 취한다면， (4a) , (4b), 

(4c)는 상황총체적 관점을 취한다.3) (4b), (4c)가 상황총체적 관점올 취한다는 

것에는 비교적 쉽게 동의가 얻어질 것 같지만 (4a)의 경우 왜 이것을 행위주 

관점으로 볼 수 없는가라는 반론의 가능성이 예상된다. 자동구문인 (4b), (4c) 

에 비해 타동구문인 (4a)는 좀더 행위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한 느낌은 

타동구문이 (하위차원에서) 갖는 동사어휘의 행위성 및 주어의 행위주성에 기 

인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4a)에서는 이러한 타동성이 상위차원에서 취소 

된다는 점이다. 즉， (3a)와 (4a)는 동일한 하위구조를 갖지만 상위구조에서 차 

이를 보이게 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IV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행위주 관점， 피의체 관점， 상황총체적 관점의 순서로 행위성은 약화되고 

상태성은 증대된다. 동일한 관점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부정문에서는 긍정문에 

비해 행위성이 약화되며-(3)과 (1)을 비교해 보라 동일하게 서술부정이더 

라도 피의체 관점은 행위주 관점보다 행위성을 좀더 약화시킨다-(3b)를 (3a) 

와 비교해보라 이미 피동구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듯이， 피의체 관점 

3) 여기서 “피의체”는 “행위주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위를 겪는 것”이라는 협의의 의 

미가 아니라 “행위주의 유무와 관계없이 행위를 겪는 것”이라는 광의의 의미로 사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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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피의체에 가해진 행위의 결과적 상태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때문에 행 

위주 관점에 비해 행위성이 약화된다(이인영 (a)를 보라). 

관점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행위주 관점과 피의체 관점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주격-대격어 (nominative-accusative languages)~ 능격 

어 (ergative languages)의 구분이 나 능동문과 피 동문의 구분은 흔히 이 두 관 

점 간의 차이로 설명되곤 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시각에서는 상황총체적 관점 

은 그 비행위성 때문에 행위성의 약화라는 유사한 특정올 지니는 피의체 관 

점 으로 간주되 어 진 다. 즉， 예 문 (4b), (4c)는 (3b), (3d와 마찬가지 로 피 의 체 

관점을 갖는 것으로 보아진다. 예문 (4b), (4c)의 생격 명사구가 피의체로 간 

주되면서 러시아어 부정생격구문은 능격어적 면모를 띠고 있다는 주장이 나 

온다(Babby(q) 161올 보라).4) 부정생격구문에서는 피의체인 타동문 목적어와 

(마찬가지로 피의체인) 자동문 주어가 통일한 격올 취한다는 것이 그 이유이 

다. (이 점에서는 부정생격구문 뿐 아니라 부분(생)격구문도 마찬가지이므로 

일단 이들을 합쳐 생격구문이라 칭하겠다.) 그러나 생격구문은 능격구문과는 

현저하게 다른 점이 있다. 능격구문에서는 행위주-능격이 주변적， 유표적이고 

피의체-절대격이 무표적이다. 이 점에서 능격구문은 주격-대격어유형에서의 

피동구문과 유사하다. 능격구문과 피동구문은 둘 다 피의체 관점올 보인다. 

반면， 생격구문에서 사용되는 생격은 대격이나 주격과 탈리 유표적이라는 점 

에서 능격구문의 절대격과 다르다. 51Ko6cOH의 이론올 수정한 Neidle(3)에 따르 

면， [-처소성+방향성+양화성]자질을 갖는 생격은 각 자질에 대해 [-, +, -] 

인 대격 및 [-, -, -]인 주격과 [+양화성]으로써 구별된다. 양화성은 본질적으 

로 상태적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행위주나 피의체는 무관한 요인이 된다. 생 

격구문은 피의체 관점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 상태를 보이는 것이다. 

상황총체적 관점이 기존 언어이론에서 간과되어 온 이유는 기존 이론들이 

상황총체적 관점의 구문적 표현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영어나 기타 서구어 

중섬으로 이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펼자의 견해로는， 상황총체적 

관점은 인식적으로 행위주 관점이나 피의체 관점에 비해 좀더 원초적이다. 인 

4) 이 점 에 서 는 비 대 격 가설 (Unaccusative Hypothesis)도 마찬가지 이 다. 이 가설 을 관 
점적으로 재해석하면 타동사구문이나 비능격 자동사구문은 행위주 관점을 취하는 

반면， 비대격구문은 피의체 관점을 취하는 것이 된다 이 가설에 따르면 예문 (lc) 
와 (3cl. (4c)는 모두 동일하게 비대격구문으로 취급된다 비대격가설에 대해서는 

Belletti 륜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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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이성적 인식의 발달이 행위로부터 행위주 및 피의체를 분리시키게 되기 

이전 상태에서는 상황 전체가 총체적으로 보아질 뿐 행위주와 피의체는 비분 

리， 미분화된 상태로 있게 된다. 

생격-주어가 가능한가-예컨데， (4c)에서 “110 I<YMeHTOB"가 주어인가， 아닌 

가-에 대한 논쟁은 상황총체적 관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주격과 문법적 일치라는 코드적 자질에만 의거하여 주 

어를 정의하는 전통문법에 대항하여 기능적으로는 생격명사구도 주어로 보아 

질 수 있는 가능성 을 주장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KoC깨HC I< I깨를 보라)， 또 

한편으로는 문제시되는 생격명사구가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임을 주장하는 부 

류도 있다(Neidle을 보라). 이 둘의 절충적 안으로， 생격명사구가 심층에서는 

주어이지만 표층에서는 비주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Babby(a)를 보라). 논란 

이 이는 이유는 상황총체적 관점을 취하는 구문에서는 주어와 목적어， 행위주 

와 피의체가 미분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황총체적 관점의 이러한 특성을 가 

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무인칭구문이다.5) 무인칭구문에서 주격의 부재 

는 행위주의 부재와 상응하며 대격의 사용도 피의체성을 보장하지 않는다(Lee 

를 보라). 다음 무인칭구문들을 보라. 

(7) a. B J1ecy myMHT. ‘숲(처소격)에서 소리가 난다.’ 

b. MHe He CnHTCJl ‘나(여 격 )는 장이 안 온다.’ 

C. MeHJI 3H06HT. ‘나(대격)는 오한이 난다.’ 

예 (7)의 구문들에는 모두 행위주가 부재한다. (7b)의 “MHe”가 주어-행위주가 

아님은 (7b)가 “ 51 He CnJIIO. ‘나는 자지 않는다’와 동일한 의미를 갖지 않음을 

볼 때 명 백하다. 또한， (7c)가 “4TO-TO MeHjf 3H06HT. ‘무엇인가가 나를 차갑게 

한다.’”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51 ~yBCTBylO 03H06. ‘나는 오한을 

느낀다.’”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볼 때， (7c)의 “MeHjf"의 목적어-피의 

체성도 의심스럽다. 

행위주와 피의체의 미분화， 주어와 목적어의 미분화라는 점에서 부정생격구 

문은 무인칭구문에 매우 근접해 있다. (적어도 자동 부정생격구문은 무인칭구 

문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다.) 부정생격이라는 하나의 형태가 주격과 대격이 

5) 무인칭구문은 통사적으로 문법적 주어가 부재하고 따라서 술어가 3인칭 중성 .단수 
형을 취하논 구문으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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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두 형태와 동시에 상응성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은 부정생격구문이 보이 

는 주어와 목적어의 미분화 특성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He BHllHO lle

peBHH. ‘마을(생격)이 보이지 않는다(무인칭) ’”가 “ BHllHO llepeBHIO. ‘마을(대격) 

이 보인다(무인칭)，"’와 “BHllHa llepe BHjf. ‘마을(주격)이 보인다’ 둘 다의 부정 

일 수 있음을 보라. 행위주， 피의체가 무관한 요소라는 점에서 부정생격구문 

은 피의체 관점을 취하되 행위주가 (비록 주변적이긴 하지만) 존재하는 능격 

구문과는 구별되어진다. 생격구문은 행위주의 부재(혹은 무효화)라는 점에서 

능격어적이기보다는 오히려 반(反)능격어적이다. 

행위성 및 관점에 따라 위에서 언급된 구문유형들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 / 

4 
\ / 행 S 

\ 
행위주관점 피의체관점 상황총체적관점 

주격-대격구문 능격구문 생격구문 

러시아어의 부정문 내에서도 행위성과 관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유형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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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우 

/\ 
/\ 

행위주관점 피.의체관점 

부정대격구문 부정주격구문 

11 1. “부정의 범위’어| 대하여 

\ 
상황총체적관점 

부정생격구문 

부정생격구문과 부정대격/부정주격구문이 보이는 관점 상의‘차이는 부정의 

범위에 있어서의 차이로 이해되어지기 쉽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두 유형 

간의 차이를 부정의 범위에 있어서의 차이로 보고 있다(Timberlake， Babby(a), 

Neidle, Keil을 보라). 그런데 문제는 부정의 범위라는 개념이 학자들에 따라 

크게 다르게 이해， 적용되고 있다는데 있다. 특히 ‘화용적 차원에서의 부정의 

범위에 대한 이해차는 심각해서 Mustajoki & Heino는 부정의 범위가 너무 

주관적이라는 점을 틀어 이를 격 선택 요인으로부터 제외시키고 있는 정도이 

다. 예컨데， Babby(a)나 Hajicová, House 등은 부정의 범위를 맥락적으로 새 

로운 정보성， 즉， 실제성분화(aKTyanbHoe qneHeHHe)에서의 레마(peMa ， rheme) 

와 동일시하는 반면， Neidle은 지시체의 개별성， 즉， 실재성을 부정의 범위의 

기준으로 삼아 개별적 명사구는 부정의 범위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Babby(a}에 의하면， 부정생격명사구는 레마의 일부로서 항상 부정의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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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하지만， 부정대격명사구는 레마일 수도， 테마(TeMa ， theme)일 수도 있 

으므로 부정의 범위 내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다. 한편， Neidle 

에 의하면， 부정대격명사구는 개별적 지시체를 지칭하므로 항상 부정의 범위 

밖에 있지만， 부정생격명사구는 개별적 지시체를 지시할 수도， 아닐 수도 있 

으므로 부정의 범위 내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다. 

우선， Neidle은 이중으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첫째， 부정대격명사구가 항상 

개별적 지시체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 51 He JI뼈JIIO cyn. ‘나는 스프(대격)를 

좋아하지 않는다.’”에서 “스프”는 어떤 특정한 개별적 지시체로서의 스프가 아 

니라 총류적 의미를 갖는다. 둘째， 지시체의 실재성은 부정의 범위와 무관하 

다. 부정의 범위는 해석의 문제이다. 중요한 것은 지시체가 개별적， 한정적인 

것으로 인지되는가 아닌가이지 실제세계에서 지시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가 아닌가가 아니다. 실재하는 지시체이더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청자의 의식 

속에 미처 활성화되지 못한 것일 경우 새로운 정보의 일부로서 부정의 범위 

내에 있을 수 있게 된다(Keil을 보라). Neidle에 따르면 고유명사는 개별적이 

므로 “51 He BHlI<y MaJIIH. ‘나는 마샤(생격)가 안 보인다.’”와 “ 51 He BHlI<Y MaJlly. 

‘나는 마샤(대격)가 안 보인다’는 둘 다 “마샤”를 부정의 범위로부터 제외시 

키는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부정의 범위는 격 선돼과 무관 

하다는 말이 되므로 Neidle은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 (Neidle은 고유명사가 

주로 부정대격구문을 취한다는 점올 고려한 것 같다. 그러나 “반드시”가 아니 

라 “주로”일 뿐이라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 그녀를 오류로 끌고 간 원인이 되 

었다.) 

Neidle에 비하면 Babby(a)의 주장은 좀더 수긍력있다. 그의 식으로 보자연， 

동일한 문장도 맥락에 따라 다양한 부정의 범위를 갖는다. 예컨데， “ 51 He eJl 

M.II CO. ‘나는 고기(대격)를 먹지 않았다’에 대해서 NEG(51 eJl M.IICO) , 51 NEG(e 

JJ M.IICO) , 꺼 M.IICO NEG(eJJ) , M.IICO NEG( .II eJl), eJl M.IICO NEG(5I), 51 eJl M.II C。

NEG(true)와 같은 여러 해석들이 가능하다. 이에 비해， “ 51 He eJl M.IICa. ‘나는 

고기(생격)을 먹지 않았다의 경우에는 가능한 해석들이 생격명사구와 동사 

가 항상 부정의 범위 내에 존재할 경우로 제한된다. 따라서 부정생격의 존재 

는 그것이 부정의 범위 내에 속함을 신호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 역은 참 

이 아니다. 부정대격도 부정의 범위 내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NEG(51 eJJ M 

.II CO) , 꺼 NEG(eJJ M5! CO)를 보라). 이 점에서 Babby(a)식으로도 부정의 범위는 

격 선택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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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by(a)식의 부정의 범위는 단언과 동일시된다. 여기서 단언은 “나는 X를 

새로운 정보로 진술한다의 의미로 정의된다.6) 그러나 필자의 견해로는 새로 

움성에 의거한 정의는 단언이 궁극적으로 화자의 의도성을 보이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보이지 못한다. 화자의 의도에는 무엇을 새로운 정보로 제시할 

것인가 뿐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 

게 되면 단언은 더 이상 새로움성， 레마 부정의 범위와 동일시되지 않는다. 

단언은 그것 플러스 알파이다. 즉 동일한 부정의 범위를 갖지만 상이한 단언 

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부정생격구문과 ·부정대격/부정주격구문의 관계 

는 바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IV. 상태-존재작동소 

부정생격구문파 부정대격/부정주격구문이 상이한 단언이라면 어떤 식으로 

다르다는 말인가? 화자가 어떤 관점을 취하는가하는 문제는 화자의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상황총체척 관점은 단언구조에 존재작동소를 부여함 

으로써 어떠한 상태가 폰재함올 단언한다. 부정생격구문은 부정대격/부정주격 

구문과 (부정의 범위를 포함하여) 통일한 하위군조를 갖올 수도 있지만 상위 

차원에서 존재작동소를 갖음으로써 차별화된다. 일반적으로， 폰재작동소는 객 

체에 존재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는 행위 전체에 폰재성 

을 부여하는， 그래서 결국 (비행위인) 상태를 초래하는 기능올 한다는 점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 이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상태-존재작동 

소(Es)라는 용어를 사용키로 하겠다. 

부정생격구문과 존재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지적은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 

다. 그러나 기존의 지적들은 예외없이 부정생격구문에서 부정되는 것이 관련 

객체의 존재성인 것으로 간주해 왔다(Dahl ， Pesetsky, 따I<OBH4 ， Keil을 보라). 

예 컨 데， Dahl(31-46)에 의 하면， “R He l<ynHJI XJIeõa. ‘나는 빵(생 격 )을 사지 않 

았다.’”는 Neg - EX3 (X, X3 {buy} & X3 {bread})라는 구조를 갖으며 “There 

6) “나는 X를 참인 것으로(혹은 참이 아년 것으로) 진술한다”로 정의되는 논리의미 

적， 명제적 단언은 논의에서 제외키로 한다 이러한 광범위한 정의로는 대부분의 

진술문이 단언이 되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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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00 bread such that X1 bought it."를 의 미 한다. 이 에 대 해 Chvany(39)는 

그렇다면 “}j He JIIo6J1!O MamH. ‘’나는 마샤(생격)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 There 

is 00 Masa such that 1 like her."라는 말이 안되 는 결론이 나오므로 D머11의 

주장은 오류라고 비판한다. (Dahl은 고유명사의 경우 부정생격의 사용을 배제 

하고 있다) 부정생격의 사용이 객체의 실재성과 무관한 것은 분명하다. 양동 

이가 눈 앞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꺼 He BHlI<y .llHO. ‘나는 바닥(대격)이 보이지 

않는다’와 “}j He BH*y .llHa. ‘나는 바닥(생격)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두 표현 

모두 가능하다는 지적 (Magner 539)을 보라. 부정생격구문은 객체의 실재성과 

는 무관하게 지각 혹은 인식범위 내에 객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 

다. (이런 의미에서， 존재구문 또한 객체의 존재에 대한 단언이 아니라 객체 

가 어떤 처소에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단언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 이 둘은 명백히 다르다J 부정생격구문에서 존재성은 문제의 핵심에 

놓여 있다. 다만， 문제시되는 존재성이 객체의 실재성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내에 존재함을 뜻한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존재성을 여전히 유효한 개념으로 살려 놓으면서 객체존재가설을 수정， 보 

완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Ueda를 들 수 있다. 그녀는 존재성을 객체차원 뿐 

아니라 술부차원(자질 및 시 · 상 • 법)으로 확대시킨다. 예컨데， “꺼 He C.llhlXaJI 

3TOlt COHaTLI. ‘나는 이 소나타(생격)를 듣지 못했다(=들은 적이 없다)."’에서 

생격으로 표현된 “3TOA cOHaThI"는 객체차원에서는 개별성을 갖지만 술부차원 

에서는 그 자질이 알려지지 않은 즉， 존재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다. 존재성을 객체차원만으로 국한시키는 가설에 비하면 Ueda의 주장은 진일 

보하긴 했지만 그녀 자신의 예에서와 같이 객체차원의 개체성이 술부차원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다면 객체차원이 굳이 고려되어야할 이유가 무엇인가라 

는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점에서 Ueda도 존재성을 객체로부터 완전히 해방 

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상태-존재작동소는 총체적 상태의 폰재를 단언한다. 따라서 상태-존재작동 

소가 작동되면 동사어휘의미의 행위성은 취소된다. 타동 부정생격구문의 경우 

는 II장에서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자동 부정생격구문을 보도록 하자. 

(8) a. OTBeTOB He np때JJO ‘답들(생격)은 오지 않았다‘’ 

Es(s: NEG(OTBeTbl npH띠JJH)) 

b. OTBe TbI He np뻐끼H ‘답단(주격 )은 오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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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OTBeTLI npHmJIH) 

(9) a. *Hac He npHmJlO. *‘우리들(생격)은 오지 않았다.’ 

*Es(s: NEG(~‘LI npHmJlH)) 

b. Mbl He npHmJlH. ‘우리 들(주격 )은 오지 않았다.’ 

NEG(뻐 np때깨) 

“오다”는 동작동사로서 명백히 행위적이고 많은 경우 (생명체인) 행위주 관점 

을 취한다((9b)를 보라). 그러나 (8b)처럼 (비생명체인) 피의체 관점을 취할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9b)에서보다 행위성이 약화된다. 마지막으로， (8a)처럼 

상황총체적 관점을 취할 때에는 행위성은 완전히 취소되고 통사어휘의미도 

존재적 재해석을 받게 된다. (9a)가 불가능한 것은 1. 2인칭의 경우 거의 대부 

분의 상황에서 그것 자체가 관점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1, 2인칭은 주어진 

상황 내에서 존재가 전제되지 않을 수 없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을 이루는 

특성을 지니며， 대부분의 능격어들에서조차 능격구문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하라. 

술부의 어휘의미가 정태적 (stative)일 경우-예컨데， 감정표현술어， 피동분사 

형， 존재동사 등- 비(非)정태적인 경우에 비해 행위성을 무효화시키는 상태

존재작동소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고 따라서 어떤 격올 사용해도 의미 상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부정생격구문과 부정대격/부정주격구 

문 간의 의미적 통일성에 대한 주장에 동원되는 예들의 많은 수가 이 범주에 

속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담화텍스트차원에서 보면 이 경우에도 미 

묘하긴 하지만 여전히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구체적 예들로 들어가기 

에 앞서 행위성에 대한 좀더 정확한 이해가 펼요해 보인다. 정황은 [시간성] 

자질에 의해 상태 (state)와 행위 (action)로 구분된다. 행위는 시간의 [역동성]자 

질에 의해 정태적 행위 (stative action)와 동적 행위 (act)로 구분되고 동적 행 

위는 다시 [종료성]자질에 의해 과정 (process)과 사건(event)으로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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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분류가 동사어휘의 분류가 아니라 화자가 정황올 보는 시각의 분류라는 

점에 유념해 주기 바란다. 동일한 통사이더라도 화자의 시각， 맥락에 따라 혹 

은 과정으로， 혹은 사건으로 보아질 수 있으며， 행위적 해석올 받을 수도 있 

고 상태적 해석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제 정 태 적 동사들의 경 우를 살펴 보자. Chvany의 주장처 럼 “R He lIIOÓ])1O 

Mamy.”와 “R He lIIOÓlIIO MamH."는 파연 의미 상의 차이를 갖지 않는가? 필자의 

견해로는， 이 두 구문 간의 차이는 “R He XOqy nHTb. ‘나(주격)는 마시고 싶지 

않다.’”와 “MHe He x。맨TCjj nHTb. ‘나(여 격 )는 마시 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 

(무인칭).’” 간의 차이를 연상시킨다. 다시 말해서， 전자에서 화자는 사랑이라 

는 행위에 대해 선택의 결정권， 즉， 의지를 갖는 주체로， 마샤는 행위의 대상 

으로 해석되는 반면， 후자에서는 단순히 화자가 마샤를 사랑하고 있지 않은 

상태가 총체적으로 묘사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어떠한 해석이 선호되는가는 

궁극적으로 담화텍스트의 구성과 관련되어 있다. 즉， 내가 마샤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담화의 핵심적 부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지 배경적 묘사에 해 

당하는지라는 화자의 판단에 따라 구문형태가 결정될 수 있다. 대체로， 담화 

의 핵심 부분에서는 행위주와 행위성이 문제시되는 반면， 배경에서는 단지 상 

황적 묘사만으로 충분하다. 

격 선택이 텍스트 해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 예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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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COHJI] npomJIa K ce6e H, He 3all<HraJl CSeTa, CeJIa Ha KpoSaTb. EII Xo

TeJIOCb XOTJI 6w Ha MHHyTy OCTaTbCJI 0뻐011... B KOMHaTy n ’xo somêJI CaSqeHK。

OH He BH.lJeJ/ COHH H, npoTJl HyS pyKy, KOCHyJICJI eê nJIeqa, 06HJlJI, CT aJI ueJIO-

saTb. 

‘[소냐]는 자기 방으로 갔고 불을 켜지 않은 채 침대 위에 앉았다. 그녀는 

일분만이라도 혼자 있고 싶었다 ... 사브첸꼬가 소리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 
는 소냐(쟁격)71 보이지 않았고， 팔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만지고는 껴안고 

키스하기 시작했다’ (Davison 38에서 재인용) (이텔릭은 필자 것임) 

정황으로 미루어， 사브첸꼬는 소냐가 방안에 있다는 사실올 알고 있다. 그러 

나 부정생격구문은 소냐가 그의 시야 내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표현함으로 

써 방으로 들어온 후 그의 그녀에 대한 일련의 행위들올 좀더 드콰마틱하게 

부각시킨다. 그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행동하는 것 같이 보인 

다. 부정생격구문은 이러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음”올 확인시쳐주는 배경으 

로 작용한다. 만약 부정대격구문이 사용되었다면 소냐는 이미 폰재하고 있지 

만 그녀를 보고자 하는 그의 의도가 성취되지 않은 것으로， 즉， 그의 일련의 

행위들을 선행하는 또하나의 행위로 해석될 것이다.7) 

피동형이 사용되는 자동 부정생격구문에서도 술부 자체의 의미가 정태적이 

라는 점에서 상응하는 자동 부정주격구문과의 차이가 미묘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타동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태-존재작동소의 유무는 담화기능 

상의 차이 를 유발한다. 예 (3b)과 (4b)는 각각 다음과 같은 맥 락에 서 사용 가 

능하다. 

(11) a. 뻐 xpa6po 3all\뻐aJIH ropo .aa. rOpo.aa He 6ωIH S3J1TW. 

‘우리는 용맹스럽게 도시들을 수호했다. 도시들(주격)은 함락되지 

않았다’ 

b. (HHKaKHx) ropo.aos He 6wJIO S3 J1TO H He H1'*HO pacnycKaTb CnJIeTHH. 

‘(어떤) 도시들(생격)도 함락되지 않았으니 헛소문을 퍼뜨리면 안된 

다.’ 

7) 이때 대격이 사용되더라도 부정문과 불완료상의 사용으로 인해 긍정， 완료상이 사 

용된 다른 행위 묘사들보다는 사건의 진행속도가 다소 느려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격이 사용딘 경우와 비교하면 좀더 행위적으로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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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a)는 이미 언급되어 알려진 도시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함락되지 않았다는 

새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도시들”은 담화주제이자 적에 의한 행위의 피의 

체이다. 한편， (l1b)에서 담화의 핵심은 헛소문에 대한 금지이고 도시들이 함 

락되지 않은 상황-사실은 그러한 주장에 대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도 

시들은 총체적으로 파악되는 상황-사실의 일부일 뿐이다. 

존재동사인 cym.eCTBOBaTb ‘폰재하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a. HeT, T버 He npaB. EllHHoporH He cym.eCTBYKlT. 

‘아니야， 네가 틀렸어. 일각수들(주격)은 존재하지 않아.’ 

b. Korlla TbI nHmemb, TbI 3aCíblBaeD! b BC!! H Bcex Ha CBeTe. H .IlJUI Te6$1 

*eHbI He cym.eCTByeT. 

‘너는 글올 쓸 때는 세상의 모든 것과 모든 이를 잊어버려. 네게는 

아내(생격)는 폰재하지 않아.’ 

(CnOBßpb COB. pyc. nHT. Jl3b1Kß에서 재인용) 

CYllleCTBOBaTb는 실 재 함， 즉， 본 질 (cym.eCTB이을 갖음올 의 미 한다. 실 재 성 은 시 

공과 무관하게 종(種)의 존재라는 일반적 의미를 갖올 수도 있고(예문 02a)), 

좀더 제한된 맥락(혹은 추상적 공간)에서 객체의 폰재를 의미할 수도 었다(예 

문 02b)). 02a)는 이미 주어진 담화주제인 “일각수들”이라는 종(種)에 대하여 

상대방이 실재한다고 믿고 있는 것올 화자가 부정하는 서술부정인 반면， 

02b)는 “너”라는 제한된 추상적 공간에 “아내”라는 객체가 부재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존재부정이다. “아내”라는 객체는 일반적으로는(즉， 종(種)으로서는) 

실재하지만 주어진 상황에서는 부재한다. 상태-존재작동소는 (I2b)에만 적용 

된다. cym.eCTBOBaTb와 달리 HeT의 경우에는 생격만 가능한 것은 그것이 존재 

부정만 허용하기 때문이다.8) (서술부정일 경우에는 HeT가 아니라 He + ø 혹 
은 He eCTb가 사용됨을 보라: “AßHrBßCTßKa He (ecTb) HayKa. ‘언어학은 과학 

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He 6μ.Tl. He 6μn。의 문제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8) cym.eCTBOBaTb와 6b1Tb의 차이는 어원 상으로도 나타난다. cym.eCTBOBarb가 CYllleCTBO 

‘본질’이라는 명사에 “ -OBaTb"라는 행위적 동사를 만들 때 사용되는 접미사가 붙어 

이루어진 것임을 볼 때 cyll(eCTBOBaTb가 6b1Tb보다 행위적임이 드러난다 영어의 

exist가 ‘ come into being ’의 의띠로부터 나온 것임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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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OH (Korna -HH6ynb) 6b1J1 B POCCHH? 

-HeT, OH (HHKorna) He 6b1J1 B Pocc뻐. 

‘그분은 (언젠가) 러시아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분(주격)은 (한 번도) 러시아에 가 본 적이 없습니다.’ 

b. 51 Tyna nomêJ1, HO ero TaM He 6b1J1。

‘나는 그리로 갔다. 그러나 그(생격)는 그 곳에 없었다.’ 

많은 학자들이 03a)와 03b)는 각기 다른 두 BE를 갖으며， 03a)는 “He XO .1lHJl 

‘가지 않았다， 가본 적이 없다”’의 의미를 가지므로 동작동사적 행위주구문으 

로， 03b)는 존재구문으로 간주한다(na.ayqeBa(b) ， Chvany, Guiraud-Weber를 

보라). Chvany(158)는 “~ HapOqHO He 6y.ay Ha BaweM KOHuepTe. ‘나(주격 )는 의 

도적 으로 당선 음악회 에 안 갈 겁 니 다’는 가능하지 만 *“MeH~ HapOqHO He 6y

.1leT Ha BaweM KOHuepTe. *‘나(생격)는 의도적으로 당신 음악회에 없을 겁니 

다.’”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든다. 대체로， 의도성은 행위주를 전제 

로 한다 그러나 의도성을 반드시 동작적 행위로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R 

HapOqHO He 6y.ay Ha BaweM KOHuepTe."는 ‘나는 의도적으로 당신 음악회에 있지 

않을 겁니다.’로 번역될 수도 있다. 적어도 구어에서는 “5paT B 3TO BpeM~ He 

6히Jl llOMa. ‘남동생(주격)은 그때 집에 있지 않았다.’(HUKOBHq . 63에서 인용)"와 

같은 표현이 가능함을 보라.9) 이 표현에서 He 6b1J1은 “가지 않았다”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필자의 견해로는， 03a)와 03b)의 차이는 상이한 두 BE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존재작동소의 유무에 있다. 03a)는 객체로부터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화자가 객관적으로 객체를 관찰하고 그것에 대해 서술하는 것인 

반면， 상태-존재작동소를 갖는 03b)는 화자가 객체와 통일한 공간 내에 위치 

하면서 그 공간 내에 객체가 부재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다. 0 ， 2인칭의 

경우는 화자가 자신이나 상대방을 객체화시켜 다른 시공간 내에 위치하고 있 

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현재라는 시공간에서는 그러한 객체 

9) 다음과 같은 예도 He 6b1J1이 반드시 행위주를 동반하지 않음을 증명해준다， 

“ryCb BCTaJ1, BCTpeneHyJ1CJl H nomê J1 Ha nBOp, CJ10BHO H B ne'lH He 6b1BaJ11 ‘거 위 (주 

격)는 일어나서 날개를 털고는 마치 화덕 속에는 있지도(=넣어지지도) 않았던 양， 

마당으로 나갔다 ”’ (<매BO nHBHoe, 4yno 4ynHoe> PyccKHe HaponHble C I< a3 1< H 에 서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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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MeHj\/Te6j\ HeT. ‘나/너는 없다.’”는 불가능하다.) 

이상의 예들을 볼 때， 정태술어의 경우에도 부정생격구문의 사용은 부정대 

격/부정주격구문과는 탈리 비행위적， 상태적 해석을 유발하며， 이는 담화텍스 

트 구성에 대한 화자의 고려와 관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10) 

부정문에서의 격 선택에 대한 담화차원적 동기 부여에 한 가지 걸림돌은 

한 텍스트 내에서 동일한 맥락이 반복될 때 각기 다른 격이 선택되는 경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라. 

(14) ... 110*l1H'lKOM B뻐O'lHT ， COJlHbIJIl KOM BblcymHT, a COJlHblIBKO/COJlH뻐Ka He c Jly-

'lHTC~ --To*e He pa3BaJlI’ TC~. 

‘비로 적시고， 해로 말리고， 해(주격/생격)가 안 나면 그래도 그만이고.’ 

(KOCTHHCKI깨 55에 서 재 인 용) 

위의 예는 동일한 작가가 동일한 맥락올 되풀이하면서 한 번은 주격올， 한 번 

은 생격을 사용한 경우이다11)이와 유사한 경우로 nonOBa 69, TOMCOH 

229-230의 예들을 보라.) 필자의 견해로는 이러한 경우는 어느 격올 선택해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작가가 임의로 선택하는 수의적 변이가 아니라、 격 선태 

이 미치는 섬세한 차이를 (의식적이건 아니건) 간파한 작가가 반복적 구문의 

단순성을 피하려는 의도에서 사용하는 일종의 “다르게 말하기 (ßHOCKa3aHHe) " 

기법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들이 주로 민속문학이나 “문학적” 텍스트 

에서 자주 나타난다는 사실올 고려하라.) 이 때의 “다르게 말하기”란 통일한 

의미를 단순히 다른 형태로 나타낸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정황을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음을 보인다는 것이다 (따라서 좀더 정확히는 “다르게 

보기”기법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예들은 격 선택이 

때로는 설명 불가능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격 선택 

10) 펼자의 틀에서 -a 어미의 경우 동음이의에 의한 얘매성을 피하기 위해 대격이 선 
호되는 문제와 같은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펼자의 견해로는， 어느 경우 

에나 상태-존재작동소 부여 여부가 으뜸규칙으로 작용하고 화자의 의도를 크게 벗 

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애매성과 같은 하위적 요소들이 고려된다. -a어미가 명 

백한 대격선호동기를 갖는 경우를 비롯하여 그 어떤 하위적 동기를 갖는 경우들도 

100% 대격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11l 매우 구어적인 텍스트인 예 (4)에서 “CO]]H뻐i<O"와 “CO]]HblmKa" 가 발음 상으로 차 

이기 엄다든 사신은 착가의 놈이객 측면블 더욱 부각시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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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미적 상이성을 초래한다는 증거로 보아져야 할 것이다. 

v. 부브서 
l ‘- ‘::> 

상태-존재작동소의 범위는 명제 전체를 포괄하므로 명제 내 논항도 필연적 

으로 그 작동소의 영향권 내에 들게 된다. 즉 객체는 어떠한 상태 속에 놓여 

져 있는(혹은 포함되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어떤 상태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는 집합으서의 객체가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 상황에서 구현된 무수한 구 

성원들 중의 어느 한 구성원으로서의 객체일 수 밖에 없다. 어느 한 구성원이 

라는 점에서 이때의 객체는 부분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상태-존재작동소는 

논항-객체에 부분성을 할당한다. 

부분성은 전체에 대립되는 개념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전체를 어떻게 이해 

하는가에 따라 부분에 대한 이해도 달라진다. 전체와 부분이라는 대립에 대해 

논하기에 앞서 그러한 대립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에 먼 

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립의 가능성 여부는 객체가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인 

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관심이 양적인데 있는가， 질적인 

데 있는가에 달려 있다. 즉 대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잣대에 의해서 

가 아니라 다분히 화용적으로 결정된다. 통일한 객체이더라도 양적 관심의 경 

우에는 전체와 부분의 대립이 가능한 반면 질적 관심의 경우에는 전체와 부 

분은 무관한 요소이다. 전체와 부분 간의 대립이 가능한 경우， 전체에 대한 

이해는 가시적인 것과 잠재적인 것으로 나될 수 있다. 가시적 이해란 상황적 

혹은 맥락적으로 주어진 객체(들)을 전체로 보는 것이고， 잠재적 이해란 가시 

적 이해의 확장， 추상화를 통해 잠재적으로 동일한 자질을 갖는 모든 객체들 

을 전체로 간주하는 것이다. 가시적 전체에 대립되는 의미에서의 부분은 주어 

진 것의 일부이므로， 불완전하지만 그 자체가 주어진 것으로 전제된다. 그러 

나 잠재적 전체에 대립되는 의미에서의 부분은 잠재적 전체-이것이 앞서 집 

합이라고 부른 것에 해당한다-를 구성하는 임의의 구성원이라는 의미를 갖 

을 뿐 상황이나 맥락에 의해 주어진 것의 일부가 아니며 따라서 그 존재가 

전제되지도 않는다. 부분에 대한 이 두 가지 이해는 모두 필요하다. 예컨데， 

“학생들이 왔다. (그들 중) 많은 수/세 명은 모자를 쓰고 있었다”에서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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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 명”은 전자적 의미의 부분성을 띤다(이러한 의미로 사용한 예로는 Enç, 

Klenin을 보라) . 그러나 상태-존재작동소가 논항에 부분성올 할당한다고 할 

때의 부분성은 후자적 의미에서이다. 

부정생격구문에 대한 논의에 펼요한 부분성 개념은 후자이므로 지금부터는 

부분성을 어떠한 집합을 구성하는 임의의 구성원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겠다. 

고유명사나 지시대명사로 표현되는 경우와 같이 유일하고 본래적으로 한정적 

인 지시체의 경우에도 부분성이라는 양화적 이해가 유효할 수 있는가? 화자 

의 관심 여부에 따라 그 답은 긍정적일 수 있다. “~ He BHlleJl MamH. ‘나는 마 

샤(생격)를 못 보았다(=마샤가 안 보였다)."’를 보자. “마샤”는 특정한 자질을 

갖는 유일하고 한정적인 지시체이다. 그러나 동시에 마샤는 시공간적으로 구 

현되어지는 무수한 마샤들의 집합일 수 있다. 위의 예에서 “마샤”는 화자의 

시야라는 시공간 내에서 구현되는 어느 한 마샤로서 위의 예문은 그러한 구 

성원으로서의 마샤가 없음올 보이는 것일 뿐 지시체로서의 마샤의 실재성과 

는 모순이 되 지 않는다. “~ He CJ따xan 3TOR COHaTLI. ‘나는 이 소나타(생 격 )를 

듣지 못했다(=들은 적이 없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이 소나 

타”의 지시체는 예컨데 베토벤의 비창소나타와 같이 특정한 자질올 갖는 객 

체이다. 그러나 비창소나타는 빌헬름 캠프가 친 구현체에서부터 무명의 어떤 

중학생이 친 구현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구현체들올 갖으며， “내가 튿지 못” 

한 것은 그 수많은 구현체틀 중의 어느 하나이다. 

부분성올 이처럼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형태적으로 부분격이 존재하지 

않는 언어나， 러시아어와 같이 부분격이 존재하되 매우 제한적인 언어에서는 

부분성이 부분격이 아닌 다른 격으로 표현될 가능성올 고려해 볼 수 있게 된 

다.12)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러시아어에서는 대부분의 부분격이 생격과 동일 

한 형태를 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생격구문과 부분(생)격구문이 별개 

의 것이라는 전통적이고 아직도 지배적인 주장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생 

긴다. 두 구문이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의 한 예로 Nei버e<44-48) 

을 보자. 그녀에 의하면， 첫째， 한정적 명사구가 부정생격구문에는 가능하지만 

부분(생)격구문에는 불가능하다. 둘째， 셀 수 있는 단수명사 또한 전자에서는 

가능하지만 후자에서는 불가능하다. 셋째， 부분(생)격구문은 긍정문에서도 가 

12) 러시아어의 부분격 어미 -y는 극소수의 남성형 불질명사로 제한되어 있다. 많은 

경우 부분격은 생격어미 -a로 대체된다 본 논문에서는 y를 갖는 경우는 부분격 

으로. -a의 경우는 부분생격으로 칭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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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넷째， 부정생격구문에서는 통상 부분격 -y보다 -a가 사용된다. 다섯 

째， 다른 슬라브어들 중에는 부정생격구문과 부분(생)격구문 중 어느 하나만 

활성화되어있는 경우들(세르보-크로시아어 슬로베니아어)이 있다. 

그렇다면， “Y6μTKy HeT. ‘손실(부분격)은 없다.’ “Xne6a 6yneT HRH COBCeM He 

6YlleT. ‘빵(부분생격)은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없을 수도 있다’， “OH He llaR 

MHe xRe6a. ‘그는 내 게 빵(부분생 격 )을 주지 않았다.’”와 같은 구문들은 어 떻 게 

분류되어야 하는가? 분병한 사실은 부정문에서는 부분(생)격적 해석이 의도되 

었는지 아닌지를 명백히 밝히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Neidle의 반대근거에 대 

한 펼자의 조목별 반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생격구문에서 한정적 명사 

구가 가능하다는 것은지시체의 의미론적 차원에서의 한정성올 뜻할 뿐， 화용 

적으로는 그것도 부분(생)격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언제나 비한정적이다. (위 

의， “임의의 구현체들”에 대한 논의를 보라.) 둘째， 의미적으로 한정적인 명사 

구나 셀 수 있는 단수명사가 부분(생)격구문에 불가능한 것은 부분(생)격구문 

의 점차적 축소로 인해 그것이 가장 빈번히 그리고 가장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경우-예컨데， 물질명사-로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Thomson(25Q)에 의 하면， 비 규범 어 에 서 는 “naA MHe TBOeA kHHrH. ‘내 게 네 책 

(생격) 좀 다오’와 같은 구문도 가능하다. (핀랜드어에서도 셀 수 있는 명사 

의 복수형이나 고유명사가 구문에 따라서는 부분격이 가능함올 고려하라.) 셋 

째， 부정생격구문은 정의 상 부정문에 국한되므로 그 점이 그것을 부분(생)격 

구문과 구별시키는 기준은 되지 못한다. 넷째， “4alO HeT. ‘차(부분격)는 없다.’” 

는 “4a51 HeT. ‘차(부분생격)는 없다.’”보다 결코 덜 쓰이지 않는다. 다섯째， 두 

구문이 언어에 따라 다른 발전 방향을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두 구문이 별개 

의 것은 아닐 수 있다. 부정문의 이중적 측면을 각 언어가 어떻게 수용하는가 

에 따라 생격이 어떤 언어에서는 부정문에서 좀더 오래 보존되고 어떤 언어 

에서는 부정문에서 좀더 빨리 쇠퇴할 수 있다. 부정문은 한편으로는 행위성의 

약화로 생격(혹은 부분격)의 사용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해서 그것을 좀더 

오래 보존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한적이고 이차적이고 유표적 구문 

이라는 점에서 긍정문에 비해 유표적 격의 죄퇴를 좀더 빨리 진행시킬 수도 

있다. 부분성에 관한 한， 러시아어는 다른 슬라브어들보다도 오히려 핀랜드어 

와 비교될 필요가 있다 인도유럽어족에 속하지 않지만 러시아어의 기저층을 

형성하고 있는 언어로서 러시아어에서보다 부분격이 좀더 잘 보존， 발전되어 

있는 핀랜드어에서 부정문의 목적어는 반드시 부분격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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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생격구문과 부분(생)격구문 간에는 일종의 병행성이 있다. 우선， 두 구 

문 모두에서 문제시되는 명사구는 직접격-즉， 주격과 대격-과만 상응성을 

보인다. 둘째， 자동문의 경우 둘 다 문법적 불일치를 보인다. 셋째， 두 구문 

모두 쇠퇴 경향을 보인다. 러시아어에서 점차 목적어=대격， 주어=주격이라는 

인식이 강화되어 감에 따라 부정생격구문은 점차 수축되는 경향을 보인다. 마 

찬가지 이유로 해서 부분(생)격구문도 점차 구어나 속어， 방언으로 제한되어 

가고 있으며 부분격의 가장 명시적 형태인 어미 -y는 허용되는 어휘의 수나 

사용빈도 면에서 명백히 쇠퇴하고 있다 13)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부정생격구문과 부분(생)격구문이 별개로 취급되 

어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하기 힘들다. 그러한 주장을 펴는 Neidle(42)에서조차 

두 구문 모두 격은 q라는 동일한 범위표지에 의해 할당된다. 단， 그 원천이 

각기 달라서 부정생격구문에서는 부정소사 He에 의해， 부분(생)격구문에서는 

QP(=양화구)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녀 식으로는 q는 어떤 때는 부정 

의 범위를， 이떤 때는 양화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되며 부정과 양화는 별개 

의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부정을 양화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Pesetsky는 부정생격구문과 부분(생)격구문을 모두 공(空)양화사구문으로 간주 

한다. 그에 의하면， 부정생격구와 부분(생)격구는 둘 다 (공양화사를 갖는) QP 

로서 NP인 부정 대격구/부정주격구와 구별된다， QP와 NP 간의 대 립은 “npH

WJlO WeCTb 'leJlOBeK , ‘여섯 명 이 왔다(중성 단수 과거)，"’와 “np때재 미eCTb 'le

JlOBeK , ‘여섯 명이 왔다(복수 과거)’” 간의 차이가 보여주듯이 동사와의 일치 

여부로 판단된다 14) Pesetsky의 견해는 상당히 수긍력있다. 그러나 수사구가 

13) 러시아어에서 부분격이 생산적이라는 Neidle(46)의 주장은 오류이다. 부분격이 사 
라지는 환경은 때로는 임의적이다. “OH BblnHJI '1alO, ‘그는 차(부분격)를 마셨다”’는 
가능한데 *“OH CbeJl cyny ‘그는 스프(부분격)를 먹었다.’”는 불가능한 체계적 이유 
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부정생격구문에서는 -y어미보다 -a어미가 주로 쓰인 

다는 지적 (Neidle 46)은 형태적으로 어미 -y가 쇠퇴함을 보이는 것이지 부정생격구 

문과 부분(생)격구문이 다르다는 것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14) 이 두 수사구문에 대 해 Franks(231)나 Babby(b)는 두 구문 모두 주어 NP를 갖는 

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경우 “np때깨 3TH WeCTb '1eJlOSeK , ‘그 여섯 명이 왔다(복수 과 
거)，’”는 가능한데 *“np때J10 3TH WeCTb '1eJlOSeK, *‘그 여섯 명이 왔다(중성 단수 과 
거 l ，"’는 불가능한 점을 설명 못한다 한편， Neidle(chap‘ 4)은 두 구문 모두 QP를 갖 

되 전자에서는 주어가 q에 의해 목적어로 강등하는 어휘강등볍칙 (Lexical De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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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어의 위치에 오게 되면 그것이 QP인지 NP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된다. 그 

렇다면 목적어 위치에서 부정생격구와 부정대격구가 각각 QP 및 NP라는 주 

장은 동사와의 일치 이외의 다른 기준을 요구하게 되는데 Pesetsky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접근의 좀더 심각한 문제는 

왜 어떤 때에는 QP가， 어떤 때에는 NP가 사용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상태-존재작동소의 유무에 따라 [+P(=부분성)]자질의 할당 여부가 결 

정되는 것으로 보는 필자 식 접근에서는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 즉， “Dp때JJO WeCTb qeJJOBel<."에서는 상태-존재작동소로 인해 “weCTb 

qeJIOBeK”에 [+P]가 할당되는 반면， “Dp때JJI! WeCTb qeJJOBel<."에서는 그렇지 않 

다. 

[ +P]의 할당은 부정소사와는 무관하다. 불일치 수사구문 뿐 아니라 “R 뻐y 

aBToõyca ‘나는 버스(생격)를 기다린다”’， “R 때y paÕOTbI ‘나는 일(생격)을 찾는 

다’와 같은 구문이나 부분(생)격구문은 긍정문이지만 상태-존재작동소에 의 

해 [+P]를 갖는다 15) 부분(생)격 구문을 주격 구문과 비 교해 보자. 

(15) a. R nomëJJ Ha nJJO lI(allb: JIlOlleA co6panocb! 

‘나는 광장으로 갔다. 사람들(생격)이 [많이] 모여 있었다!’ 

b. J10mallb ynaJJ. J1101l1! co6paJJI!Cb. 

‘말이 쓰러졌다. 사람들(주격)이 모였다.’ 

부분생격구문인 (15a)는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태를 묘사하는 반 

면， 주격구문인 05b)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사건을 묘사한다. 05b)에서와 

달리 05a)에서 통사는 행위적 어휘의미를 거의 잃고 존재동사화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동 부분(생)격구문은 존재구문의 한 변이형으로 볼 수 있다 16) 

Rule)이 적용된다고 보는데 이 규칙은 지면상 생략키로 한 여러 이유에서 비직관 

적이고 비효율적이다. 

15) “R lI<llY aSTo6yca."유형의 동사군의 특정은 생격을 요구하되 부분(생)격구문과 마 

찬가지로 점차 대격의 사용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동사군야 생격을 요구 

하는 이유는 동사어휘의미가 대상의 미래적 존재를 추구하는 것임과 연관되어있 

다 이때 생격-대상은 비한정적 해석을 받는다 Babby(a:79) 7} 이 경우를 부분(생) 

격으로 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16) “CaM npHmë끼 B ropoll: TaM JJlOllelí, TaM IlBepe찌 ‘그 자신이 도시로 갔다 그곳에는 

사람(부분생격)도， 문(부분생격)도 [어찌나 많던지]!"’(<HeCMe꺼Ha-UapeBHa> PyccKHe 

HapOllHble C Ka3 KH에서 인용)와 같이 부분생격명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도 존재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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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동 부정생격구문에서 자동 부정생격구문과 달리 하위차원에서의 타동성 

때문에 상태-존재작동소의 기능이 비교적 덜 첨예하게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 

지로， 타동 부분(생)격구문에서도 자동 부분(생)격구문에 비해 상태-존재작동 

소의 기능이 비교적 덜 첨예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도 가능한 이상적 맥락을 구성해 보면 상태-존재작동소의 존재가 확인된다. 

다음을 비교해 보자. 

(16) a. OH ShlnHJI t{alO. n03ToMy euy I50Jlbme He GhlJlO lICapKO. 

‘그는 차(생격)를 (좀) 마셨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 

다.’ 

b. ?OH ShlnHJI t{al!. n03ToMy euy I50Jlbme He 15때o lICapKO. 

?‘그는 차(대격)를 마셨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다.’ 

c. OH 뻐nHJI t{al! H (noToM) ymëJl. 

‘그는 차(대격)를 마시고는 떠났다.’ 

부분격구문은 어느 정도의 차가 그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퍼펙트적 상태를 

묘사하므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것이 자연스럽지만(예문 (16a)), 대격구문 

은 아오리스트적 행위를 묘사하므로 06c)처 럼 사건의 연쇄를 보일 때에는 적 

합하지만 06b)의 경우는 06a)에 비해 덜 자연스럽게 느껴진다.17) 

홍미로운 점은 러시아어 긍정 부분(생)격구문에서는 불완료상 및 현재시제 

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OH nHJI!n넓T qalO. *‘그는 차(부분격)를 

마셨다/마신다(불완료상)."’ 혹은 *“재oaeß COÕHpaJlOcb/coõHpaeTc~. *‘사람들(부 

분생격)이 모였다/모인다(불완료상). "’는 불가능하다. 시상과 격 간의 이러한 

상관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은 

아직까지 찾아지지 못했다(J와mbson(b) ， Klenin, Dahl & Karlsson, Filip을 보 

의 한 변이형이라 할 수 있다 전형적 존재구문에서 [ +P]가 표총에서 생격이 아니 

라 주격으로 나타나는 것은 러시아어의 주어어 (subject language)화 경향과 연관있 

어 보인다. 그렇다면 존재구문에서 양화성이 특별히 강조될 경우에만 생격이 사용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nesymeK GhlJlO nse ‘소녀들(생격)은 

두명이었다”’와 같은 소위 “생격테마구문”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17) “OH BhlnHJI 4alO H (noToM) y띠ëJl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에는06c) 

에 비해 사건의 연쇄성이 느슨해지고 진전속도가 늦추어진다 이는 06cl에서는 일 

관적으로 행위주 관점이 취해지는 반면， 이 경우에는 총체적 관점으로부터 행위주 

관점으로의 이동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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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필자의 견해로는， 이 문제는 러시아어의 부분(생)격이 양적 단언을 신호 

하며， 양적 단언은 상태(=비 행위)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있다고 생각된다. 러시 

아어에서 동사가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경우는 완료상 과거형-드물게는 미 

래적 완료상-을 통해 퍼펙트적 의미를 갖을 때이다 18) 따라서 러시아어의 부 

분(생)격은 거의 대부분이 완료상 과거형과 짝을 이룬다. 

이와는 달리， 부정생격구문은 상적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아 

가서， 부정생격구문에서는 완료상과 대격， 불완료상과 생격 간의 상호선호성 

이 자주 거론되곤 한다 19) 얼핏 보면， 이러한 경향성은 위에서 언급한 부분 

(생)격구문의 경우와는 완전히 반대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 

정생격구문과 부분(생)격구문이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에 또하나의 근거로 작 

용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이는 반박되어질 수 있다. 첫째， 이러한 

상호선호성은 어디까지나 경향일 뿐 반대의 결합도 충분히 많이 존재한다. 이 

러한 상호선호성의 근거는 상과 격이 모두 전체와 부분 간의 대립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서 완료상과 대격은 전체라는， 불완료상과 생격은 부분이라는 

공통점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상이 문법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핀랜드어의 경 

우에는 실제로 격이 상적 해석의 기능까지 맡게되어 부분격의 사용이 불완료 

상적(=지속적) 해석을 유발하지만， 러시아어와 같이 문법적 상이 매우 발달된 

언어에서는 상과 격이라는 두 범주가 독립적으로 작용하므로 상호간섭이 현 

저히 줄어틀게’ 된다. 툴째， 이 문제는 부정문의 특성， 긍정문과 부정문 간의 

불균형과 관련된 것이지 부정생격과 부분(생)격 간의 차이와 관련된 것이 아 

18) 아오리스트(=단순과거)적 사용은 양과 무관하게 행위성만을 강조하므로 곤란하고 

임퍼펙트(=반과거)적 사용은 행위가 종결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양적 단언 

이 불가능하다 

19) 대격과 완료상 간의 상호선호성에 대해서는 다음 표를 참조하라. 

완료상 .불완료상 

Mustajoki & Heino(76) 49.8 34.7 

Restan(97) 40 .1 25 

Green(l75) 30 21 

그러나 Green에 의하면 구어에서는 대격과 완료상 간의 선호성은 무너진다. 

폈
 

40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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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부분(생)격구문의 경우 긍정문이 보이는 상적 제한이 상웅하는 부정문 

에서는 사라지는데 그렇다면 부분(생)격구문이 부정되면 부정생격구문으로 변 

한다는 말인가? (핀랜드어에서도 부정문에서는 부분격만 가능하므로 격에 의 

한 상적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 긍정문에서와 달리 부정문에서 완료상과 불 

완료상 모두가 가능한 이유는 양적 단언의 선결조건인 종료성을 부정하면 미 

종료일 수도 있고 부재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OH BblnHnP '1alO."의 부정은 미 

종료라면 “ OH He B피IIRIlP qam.”, 부재라면 “OH He n때l qam.”가 될 것이다. 그렇 

다면 상의 문제는 결코 부분(생)격구문과 부정생격구문을 별개의 것으로 보도 

록 이끌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제 “OH He BblnHn '1ajl/'1alO." 혹은 “HeT '1ajl/'141O."가 부정생격구문인가， 부분 

격구문인가라는 문제는 무의미하다는 것이 드러났을 것이다. 두 예 모두에서 

“차”에는 상태-존재작동소에 의해 부분성이 부가된다. 마찬가지로， “R HH '14Cy 

He cnan. ‘나는 한 시간(생격)도 못 갔다’와 같은 측정부사 부정구문에서도 부 

정생격구문이냐， 부분격구문이냐라는 문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 구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14Cy"가 부사로서 논항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Babby. 

Pesetsky. Neidle은 측정부사가 목적어 논항처럼 행동한다는 점올 들어 이 구 

문도 부정생격구문으로 취급한다. 한편. Franks and Dziwirek은 측청부사가 

비논항으로서 목적어와 다르며-“R HH o.llHoA 뻐HyTbI He CMOTpen TeneBH30p4. 

‘나는 일 분(생격)도 TV(생격)를 보지 않았다 .. ’가 가능함올 보라 다른 슬 

라브어들의 경우 부정생격구문은 없어도 부분(생)격구문이 있올 때에는 측정 

부사 부정구문도 있지만(세르보-크로시아어). 부정생격구문은 있어도 부분(생) 

격구문이 없을 때에는 측정부사 부정구문도 없음(슬로베니아어)올 들어 이를 

부분격구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이 나오는 이유는 문제의 구문에서 부사가 목적어를 닮기도 하 

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이다. 목적어가 동사의 지배를 받는 자매임에 비 

해 여기서 부사는 동사가 아니라 그 위의 동사구에 부가되어 동사구의 자매 

가 된다. 따라서 부사는 목적어와 동일 동사구 내에 포함되지만 목적어와 무 

관하게 격할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구문을 부정생격 목적어구문과 동일 

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사와 목적어가 각기 다른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올 간 

과하고 있다. 한편， 이 구문을 부정생격구문이 아니라 부분격구문으로 보자는 

주장은 첫째， 이미 지적한 바 있듯이， 언어유형론적 근거는 신빙성이 없고， 둘 

째， 부분격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 Frank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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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ziwirek은 부분격을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의미와는 달리) “주어진 것의 일 

부 즉， “보다 적은 양”의 의미로 사용해서 “꺼 HH lfacy He cnaJl."이 “한 시간 

보다 적은 양을 갔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분격을 그렇게 

좁은 의미로 사용한다면 예 (15a)와 같이 “많다”는 해석을 갖게 되는 일반적 

부분(생)격구문의 경우 문제가 생긴다. Franks and Dziwirek의 좀더 심각한 

문제점은 그들이 위의 표현에서 자는 행위가 전제된다고 보는데 있다. 그들 

식으로는 위의 표현이 “자는 행위가 한 시간이 되지 못했다를 단언한다는 것 

이다. 과연 그러한가? 화자의 실질적 목표는 그가 거의 자지 못했음을 보이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화자의 주목적은 행위의 부재상태를 보이는데 있는 것 

이지 행위의 양화적 면모를 보이는데 있지 않다. 여기서 측정부사구는 화자가 

생각하는 최소단위로서 행위는 그것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결국 부재에 가 

깝게 해석된다. 강조소사 M가 자주 동반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긍정문 껴 

cnaJl lfaC. ‘나는 한 시간(대격)을 갔다’나 부정대격올 사용한 “51 He cnaJl lfaC. 

‘나는 한 시간(대격)을 자지 않았다’에서는 단언의 초점이 부사에 었다. 잔 행 

위는 전제되거나 기껏해야 a11egation일 뿐이다.20) 그러나 부정생격구문에서는 

명제 전체가 상태-존재작동소의 범위 내에 있게 되·고 따라서 자는 행위의 부정 

도 그 안에 포함된다. “)JYlf뻐e 앤i>I lfeJlOBelfeCTBa HOlfeA He cnaJIH. (Babby(a:85) 

에서 재인용)"와 같은 예는 이러한 사실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 “인류의 

최고 두뇌들은 밤잠도 자지 않았다를 뜻하는 이 문장을 “인류의 최고 두뇌 

들은 자되 며칠밤보다 적게 갔다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넌센스이다. 

이상을 볼 때， 측정부사 부정구문은 동사구에 부가된다는 점 이외에는 일반 

부정생격구문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질 수 있다. 

VI. 어순에 대하여 

부정생격구문에서 상태-존재작동소는 명제 전체를 포괄하므로 적어도 상위 

차원에서 명제는 주부와 술부로 분리되지 않은 한덩어리로 인식되어진다. 좀 

더 하위차원에서는 분리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분리성은 상위의 비분리성에 

20) allegation이란 전제되지도， 단언되지도 않는 제3의 부분을 일걷는다. alleg a ti on에 
대해서는 Crockett(b) , Hajicová륜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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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취소된다. 이렇게 명제 전체가 총체적으로 보아지는 경우를 제언적 

(thetic)이라고 부르기로 하자(제언성에 대해서는 Kuroda를 보라) . 이와는 달 

리， 명제가 무엇에 대한 것인가를 알리는 주부(subject， cy6beKT)와 그 주부에 

대해 서술하는 술부(predicate)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정언적 (categorical)이라 

고 칭한다. 제언성/정언성은 명제의 논리의미적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문장 

의 문법적 주어/술어와는 구별되어짐이 명백하다. 보다 미묘한 문제는 커뮤니 

케이션-담화차원과의 관계이다. Babby(a)는 이 두 차원을 분리시키지 않고 

테마(TeMa ， theme)와 레마(peMa ， rheme)를 갖는 문장은 정언적인 것으로， 테마 

없이 레마만 갖는 문장은 제언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그에게는 실제성분분석 

과 명제의 의미론이 결코 다르지 않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담화차원에서는 

(명제의 의미-내용과는 별도로) 효과적 정보전달올 위해 문장발화의 구성조직 

에 대한 고려 또한 중요시된다. 이러한 구성조직에 대한 고려의 표현을 화제 

구조라 칭한다면 정언성/제언성과 화제구조는 별개의 차원올 형성한다. 

이렇게 정언성/제언성과 화제구조를 분리시켜 생각하게 되면 부정생격구문 

에서 생격구가 문두에 나오는 경우를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 부정생격구 

문을 어순에 관계없이 모두 테마가 없는 제언적 구문이라고 보는 Babby(a)는 

문두에 나오는 부정생격을 설명하기 위해 문장차원의 테마와 담화차원에서 

주어진 것올 구별하고 문두 부정생격구는 테마는 아니되 담화차원에서 주어 

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장을 주어진 것으로부터 시작함으로써 담화의 순탄 

한 연결을 통해 청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의 예들 중 

하나를 보자. 

(17) ... neBO 'lKa Ka T$I 3aBena co5aKy... nO 3TOll nopbl HII y KorQ 113 째lIUOB 
co5aK He BOnllnOCb. 
‘꼬마 까차는 개(대격)를 키웠다 ... 그 때까지 어떤 주민들에서도 개 
들(생격)이 사육된 적이 없었다.’ (Babby(a) 117에서 재인용) 

위의 예를 보면， Babby가 말하는 담화 상 주어진(혹은 주어진 것으로 추정되 

는) 것은 아나포라나 직시에 의해 주어진 표현이라는 의미임이 명백하다. 따 

라서 “3Tori’, “TaKoro" , “nono6Horo", “ee”와 같은 지 시 사나 인 칭 대 명 사가 자 

주 문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Babby(a) 118-119의 예들을 보 

라). 중요한 점은 아나포라논 표현차원에서의 동일성의 문제로서 내용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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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성， 즉， 동일지시체성을 내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 (7)에서 첫 문 

장의 “co6aKY"와 두번째 문장의 “co6aK"는 동일표현이지만 동일지시체적은 아 

니다. 첫 문장의 “개”는 까차가 키우는 특정한 어떤 개임에 비해， 두번째 문장 

의 “개들”은 개라는 집합에 속하는 잠재적이고 임의적인 구성원들을 지칭한 

다. 만약 아나포라가 동일지시체적이라면 대격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음을 보 

라. 

(18) Ka재TI’H BpeM~ OT BpeMeHH nHcan CTaTbH H nocψlan HX … B pel1aKIlHH 
, Ho CTaTbH He ne~aTanH ， 

‘깔리씬은 가끔씩 논문들을 써서 그것들을 편집위원회들로 보내곤 

했다 . 그러나 논문들(대격)을 게재하지 않았다(=논문들은 게재되지 

않았다)，’ (Davison 또에서 재인용) 

예 (8)에서 두번째 문장의 “논문들”은 앞 문장에서 언급된 동일지시체적인 

바로 그 “논문들”이다. 

문제는 문두의 부정생격이 Babby의 주장처럼 반드시 담화적으로 주어진 

것인가에 있다，21) 이 문제는 화제화의 동기와 연관되어 있다. 화제화는 두가 

지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 그 하나는 담화 상 주어진 것으로부터 발화를 시작 

하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중립적 어순으로부터의 일탈올 통해 어떤 문장 

요소를 좀더 강조하기 위함이다. 전자의 경우 화제는 이차적 강세를 받고 초 

점 강세는 다른 요소에 떨어지는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화제 자체가 강세를 

받으며 담화 상 주어진 것이 아니더라도 화제가 될 수 있다. 화제가 초점강세 

를 받는 경우는 대조 맥락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다. 강세를 동반하는 문두 대 

격이나 주격이 그 예이다，22) 

(19) … OHa 110CTana H3 nopT~en~ ToncTy’o KHHry … a 3 anHCH)'1O KHH*KY .. , 
He 110CTana , 

20 Brown(9이 또한 문두에 오는 부정생격구는 존재적 해석이 아니라 전제적 해석을 

받는 것으로 본다 
22) 상당수의 연구들은 문두를 대격선호위치로 본다， Magner, Uglitsky, DepHõac , 

Timberlake를 보라. 그 이유의 한 예를 들연 문두가 논리적 강조의 위치이며 논리 

적 강조는 대격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Mustajoki & Heino의 통계에 의하 

면 문두와 대격 간의 상관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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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녀는 서류가방에서 두꺼운 책을 꺼냈다 .. 그러나 메모장(대격) 

은 .. 꺼내지 않았다’ (Davison 또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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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9)는 이중 대조의 경우로， “메모장”은 “두꺼운 책”과， “꺼내지 않았다”는 

“꺼냈다”와 대조를 이룬다. 여기서 “메모장”은 담화 상 주어진 것이 아니지만 

문두의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대조맥락이 아니더라도 강조가 필요한 경우 화제에 초점강세가 올 

수 있다. 부정생격구문의 경우 부정의 강조가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다. 다음 

예들을 보라. 

(20) a. Ynp!!KoB 껴 Te(íe HHKaμ!X He n때y ... 

‘결코 질책(생격)을 네게 쓰는게 아니다.’ (llepH (íac 21에서 재인용) 

b. 51 HcnblTblBa.ll rO.llOll. XO.llOll. (íO.lle3배. .IIHWeHHJI CBO(í。때. .llHtlHOrO ctla-

CTbJl He 3HaJJ ••• 

‘나는 기아와 추위와 질병과 자유의 박탈을 겪었다. 개인적 행복 

(생격)을 나는 알지 못했다.’ (llepH(íac 21에서 재인용) 

위의 예틀에서 부정생격구문이 행위의 총체적 부재상태를 보이기는 화제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예 {2이에서 화제화는 HH o~Horo/HH O~HO 

n나 HHJ<a J<HX와 같은 부정강조사처럼 부정을 강조하는 부수적 기능을 수행한 

다. 실제로 문두의 부정생격은 예 (20a)에서처럼 부정강조사를 통반하는 경우 

가 많다.23) 

한편， 긍정문에서는 격 선택의 자유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어순의 중요도 

가 높아진다. 자통문의 경우 동사+주어의 어순은 제언성까지 신호하기도 한 

다. 전형적 예로， 존재문의 경우 중립적 어순은 동사+주어이다. 그러나 향상 

그러한 것은 아니어서 문장강세가 동사에 떨어지는 경우 동사+주어의 어순이 

더라도 정언성을 띠게 된다. 예를 들어， “np뻐ëJJ(강세) noe3~. ‘기차가 [드디어] 

왔다’는 “왔다”는 점 을 강조하기 위 해 어 순을 도치 시 킨 것 일 뿐， “noe3~ npH

weJJ. ‘기차가 왔다.’”와 마찬가지로 “기차”에 대한 서술이다. 이 점을 볼 때， 긍 

23) 부정생격구가 문두가 아니면서 동사 앞에 오는 어순의 경우도 화제화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개별적으로 다루지는 않겠다 예. “ .TbI MHe TpJl nOtl l(H He 

nOllapH.IIa. a OHa MHe n.llaT04eK nOllapH.IIa. ‘너는 내게 녕마조각(생격)도 안 주었지만 

그녀는 내게 머릿수건을 주었지 ”’ (<5a6a- Jl ra) PyccKHe HapOllHhle CKa3KH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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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존재문에서도 역시 어순의 일차적 기능은 화제구조를 보이는 것이고 제언 
서。 닙 A 처이으 야 A 이다 
。 τr 끼-，'-'; 디 2: 2 , :M'-f 

결론적으로， 어순 및 화제화는 담화의 효율적 연결을 위해 혹은 강조를 위 

해 사용되는 기제로서 어느 목적을 위해서나 생격과 대격/주격이 다 사용될 

수 있으므로 격 선택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짧잃뉴~츠~ 대격/주격 생격 

주어진 표현 동지시체적 동지시체적 아님 

초점의 화제화 대조의미 브1 처 。희.9J 7J~ 

VI I. 결론 

러시아어 부정생격구문을 긍정문， 부정대격 및 부정주격구문， 그리고 부분 

(생)격구문과 비교해 본 결과 상태-존재작동소 및 그것이 초래하는 부분성은 

부정생격구문을 긍정문， 그리고 부정대격 및 부정주격구문과 구별시키는 한편， 

부분(생)격구문， 나아가서는 존재구문 및 무인칭구문과 한 범주로 묶어주는 요 

소임이 밝혀졌다 

상태-존재작동소가 존재하는 구문들이 러시아어에서는 비교적 생산적이라는 

사실은 러시아어가 서구어나 기타 인도유럽어들에 비해 아직도 상황총체적 관 

점을 많이 간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정생격구문이 퇴조 경향을 보이는 것 

은 사실이지만 상태-존재작동소라는 거대자질의 생산성을 고려할 때 러시아어 

의 부정생격구문이 체코어에서와 같이 거의 사라지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될지 

는 의문시된다 

본 논문에서 본격적으로는 다루지 못한 부분성과 상의 상관관계， 그리고 양 

화와 총류성의 문제， 특히 소위 “생격테마구문”의 문제는 필자의 다음 논문들 

의 주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들에 대한 성과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러시아어 

의 인접어이자 기저어로 볼 수 있는 핀랜드어와의 좀더 심층적인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이 전혀 다루지 않은 부정사(infinitive) 

구문과 같이 통사적 으로 좀더 복잡한 구문들의 문제 또한 앞으로 다루어 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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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과제들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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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enitive of Negation in Russian 
- A Comparison with Accusative, Nominative 

and Partitive Constructions 

Ih Young Lee 

In the traditional view the Russian genitive of negation is usually 

considered optional, because it may substitute accusative or nominative 

case. However, the choice of cases is determined by the speaker’s con

sideration of discourse coherence and ultimately of his. overall speech 

plan. 1 assume that the genitive of negation has a state-existentiaJ oper

ator in assertion structure, while the accusative or the nominative of 

negation doesn ’t. In thi~ respect, the genitive of negation can be grouped 

together with partitive, existentiaJ and impersonaJ constructions. They aJl 

share a total-situationaJ viewpoint, while accusative or nominative con

struction manifests an agentive or a patientive viewpoint. 

The state-existential operator assigns [+Partitive] to an NP within 

the assertion structure and this [+P] marking is usuaJly signalled by ge

nitive or partitive case. This approach argues against the traditional view 

that the genitive of negation and partitive construction should be treated 

separately. To support the argument, the asymmetry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sentences and the role of aspect are examin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