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과 지향의 이론적 형식으로서
러시아 언어학의 흐름

: 전통 문법의 확렵으로부터 마르주의 이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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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그**

기 "0

서론

이탈리아 반도의 도시 국가들로부터 시작되어서 북유럽으로 확산되는 르네

상스를 거치면서 근대로 이행해나가는 시기에， 유럽의 인문학은 과거와 미래
양쪽을 다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스-로마 시대의 고전들에 대한 재발견과 충
실한 복원이 뒤를 돌아다보는 활동이었다면， 중세 스콜라 철학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철학 체계의 모색 그리고 교회의 언어이면서 규범적 보편어였던 라틴
어

대신에

세속적인 지방어를 중심으로 하는 활발한 어문학 작업들은 앞을

바라다보는 활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16-17세기의 유럽에서는 다
양한

개별

언어들에

관한

문볍서들이

Roya]) 의 『일반이론문법 (Grammaire
적이고 언어

출간되며，

또한

뽀르-로와얄 (Port

Générale et Riasonnée:

1660).JJ처럼 논리

보편적인 이론을 지향하는 작업들도 출현하게 된다1) 그렇지만

17세기까지도 ‘유럽 세계-경제의 동쪽 경계는 폴란드 통부 지역이었으며 러시

아는 이로부터

배제되어

있었다.’2) 유럽 세계에

대한 러시아 세계의

이러한

역사적인 그리고 사회-경제적인 차별성은 초기의 문법적 작업들에서도 잘 반
영되고 있다. 16-17세기에 나타나는 최초의 문법서들은 토착어인 러시아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통상 ‘다마스킨 문법의 모조본 (Psevdodamaskina) ’이라 불

리는 세르비아어로 된 그리스어 문법의 필사본들이나 도나투스(Donatus: 4세

*

이 논문은 2002 년도 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 연구과제

(KRF - 2002 - 074 -

AM1125) 의 일부로서 연구되 었음.

**

경 북대학교 노어 노문학과 교수

1) 이에 대한 개별 저자들과 저서들은 로빈스 (Robins

2)

페르낭 브로텔(1 997; 25)을 참조할 것.

1979; chaps.

5)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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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라틴어 문법에 대한 교회슬라브어 번역본(1 522) 과 교회슬라브어 문법서
들이었다 3) 물론 이러한 현상은 터키인들에 의한 비잔틴 제국의 점령 이후에
스스로 동방 정교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임하려는 모스크바 공국의

정책과 맞

물리는 것이겠지만， 로마 가톨릭교회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유럽 인문

학의 노력과는 대조적인 방향성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17세기 말 뾰뜨르 1 세에 의해 시작된 러시아의 유럽화는 이러한 방

향성을 역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후 러시아가 유럽의 발전을 따라가는 모습
은 유럽이 밟는 과정들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뜨로츠끼가 통찰력

있게 지

적했듯。1， ‘불균등 결합 발전’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 즉， 러시아는 유럽이 지
나쳐 온 발전의 제반 단계들을 하나하나 다시 밟았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특
수한 역사적 조건에 따라， 그중에서 어떤 것은 건너뛰고， 또 어떤 것은 변형，
왜곡시키고， 심지어 특정한 분야에서는 단숨에 유럽과 동시대적인 단계를 직

접 경험하는 방식으로 축약-발전하는 양상을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소란스럽
고도 신속한 발전의 결과， 특히 학문과 예술의 분야에서

러시아는 19 세기 후

반에 들어서면서는 유럽과 대등하거니 혹은 보다 더 주도적인 역할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이같은 과정은 언어학의
말까지 유럽의

리염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언어학은 다양한 개별 언어들에

르네상스 이후 19 서l 기

대한 전통 문법적인 기술， 윌

존스 (William Jones) 에 의한 산스크리트어의

재발견(1 786) 을 통해서 보

다 명료하게 자기인식을 갖게 된 역사 비교 언어학의 실증적인 작업들， 그리

고 이러한 것들과 병행해서

언어

일반에 관한 본격적인 사변적 성찰이나 논

증적인 이론적 고찰이 연구의 주된 흐름들로 자리잡게 된다. 러시아 언어학의
경 우，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비록 러시아어 자체에 대한 전통 문법의 확
립에

있어서는

Lomonosov) 의

시기적으로

『러시아어

됐다고 볼 수 있다

유럽에

뒤처졌지만，4)

이것은

로모노쏘프 (M.

문법(Rossijskaja grammatika: 1755)~ 에

더구나 전통 문법의

V.

의해

만회

체계라는 것은 일단 자국어에

맞게

확립된 다음부터는 대단히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성격을 갖게 된다는 점을 고

려해본다면， 시기적인 뒤처짐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주로 19 세기에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 역사-비교 언어학의 분야에

3)
4)

꾸즈네초프 (Kuznecov
더구나，

잘

1958,

알다시피，

5- 11)를 참조할 것.

최초의

Grammatica Russica , Oxford ,

러시아어

문법은

1696) 에 의 한 것 이 다

영국인

루폴프 (H.

W. Ludol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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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19 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 유럽과 러시아는 거의 평행적인 움직임을 보

이게 된다. 그리고 언어에 관한 일반 이론적 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때까지도 물론 문학의 경우와는 달리 러시아 언어학의 주목할
만한 성과들은 유럽의 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5) 그렇지만 이 시

기에 들어서면서 러시아 언어학은 유럽 언어학의 이론적 성과들을 수용， 비판
하면서 상대적으로 독자적인 방향성을 설정하려는 노력을 보이게 된다. 이러
한 방향성은 뽀쩨브냐(A. A. Potebnja) , 포르뚜나또프 (F. F. Fortunatov) , 그리
고 보두앵 드 꾸루뜨네(1. A. Boduèn de Kurtenè) 에

의해서 대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 언어학은 유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조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객관적 가능성을 형성하
게 된다，6)

구조주의 이전 시기까지 러시아 언어학이 밟아 온 이 같은 발전 과정은 르

네상스 이후 유럽의 근대

언문학이 그리고 좁게는 언어 연구가 스스로 인간

에 대한 자기 인식을 표방하면서 다양한 단계의 반성적 지적 작엽들을 통해
서 -

암묵적으로나 혹은 명시적으로 - 내세우고 있는 이론적 보편주의의 태

도에 대한 일종의 독자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같
은 독자성이 언어학 자체의 내재적인 학문적 규범들， 즉 실제 언어 사실의 정
확한 기술， 통합적이며 정합적인 이론의 구성， 그리고 그것을 통한 기술된 사

실의 해명이라는 보편적 규범들을 무시하려는 태도는 아니었다. 그것은 오히
려 이러한 규범들을 준거로 해서 인도-유럽어족 내에서 슬라브어가 갖는 구
조적 특수성에 적합한 이론적 해명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이처럼， 언어 연구의 영역에서 발현되는 인간의 반성적 능력과 실천적 지향
은 필연적으로 이론적 형식으로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때 이러한 이론적 형식

은 외부와 단절된 채 단순히 언어학 내부만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가
인간의 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분석인 이상， 그리고 또한 언어를 통한 표상 활
동의 표현은 동시에 그에 대한 반성 활동을 구체적으로 동반하고 있는 이상，

5)

그러나 소쉬르는 보두앵

드 꾸르뜨네 (Baudouin

de Courtenay , 혹은 Boduèn de
Kurtenè) 와 그의 제자 끄루쉐프스끼(M. Kru szewskij , 혹은 N. V. Krusevskij) 의
연구 성과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야롭슨(Jakobson 1958) 이
나 마우로 (Mauro) 의 지 적 - 소쉬르 (Saussure

1916; éd. de 1972, 339-40) -

조할 것.

6)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들은 이기웅 (1990)을 참조할 것.

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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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과 내재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언어 연구의 역사적 전개
과정 속에서 특정한 시기의 특정한 이론적 형식은 해당 시기의 지식 체계의
보이지 않는 기초를 구성하는 이중적인

체계 내적이면서도 동시에 또한 체

계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한 一 인식적 전제 및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는 러시아 언어학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면서 그
에

대한 객관적인 시기 구분과 함께 각 시대를 특정짓는 이론적

무엇인지，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론적

어떠한

형식들의

시대적

역사적

형식(들)이

l 에피스테메(t n lO데Iln) ，와 관련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요인들이 무엇인

지를 고찰할 펼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본 논문에서는 전통
문법의 형성 시기부터 구조주의 이전의 시기까지 두 시기만을 대상으로 고찰
하고자 한다.7)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자에서 후자로의

어학의

확립에

학문적

전통의

결정적인

이행과정이

러시아 언

역할을 했다고 본다. 그것은 규범적

차원에 위치한 언어 연구가 과학적 차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으며 또한 그
속에서

이론의

국제적 흐름과 방법론적으로 대상의

고유성을 동시에

자각하

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2.

전동 문법의 확립

2. 1.

교회슬라브어 문법의 형성

본 논문의 첫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16-17 세기에 러시아에서 나타나는 문법

서들은 그리스어， 라틴어， 그리고 교회슬라브어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것은 물
론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16 세기 초 모
스크바 공국은 비잔틴적인 전제 군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

제를 확립하는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집단 중의 하나가 바로 사제들이
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외적인 요인 이외에도 언어 내적인 요인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17세기

전반기까지는， 설용적인 텍스트틀을 제외

7) 이후의 흐름을 필자는 마르주의 (Marrism) 의 시기， 구조주의의 시기， 구조주의 이후
의

시기로 구분해서

정이다

보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또 다른 논문을 통해서 다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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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17세기 전반기까지는， 실용적인 텍스트들을 제외

한다면， 문어나 ’문학어(Literatumyj
러시아어 사이에

jazyk) ’

내부에서 아직도 교회슬라브어와

명확한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당시의 문자사용 계층에서는 따로 특별하게
필요하지

12,

않고 있었던 것이다，8) 따라서

러시아어 문법에 대한 지식이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노그라도프 (Vinogradov

1934;

23-4) 에 따르면， 이 시기의 교회슬라브어는 지역적으로 상이한 변이형들

이 정치적 중심지인 모스크바가 아니라 비잔틴적인 문체적 특정이 강한， 끼예
프를 중심으로 하는 남서부 지역의 -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벨로루시를 거
쳐 리투아니아까지 이어지는 -

교회슬라브어를 중심으로 통합된다. 바로 이

러한 사실을 반영하듯， 초기의 문법서들은 모두 이 지역에서 간행된 것들이
다， 9)

이

시기의 문법서들은 l 알렉산드리아 학파 I (기원전 3-2세기)의 문법

이론

및 이를 계승한 도나투스나 프리스키아누스(Priscianus: 6세기)의 라틴어 문법
체계의 근간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데， 8품사론의 채택과 같은 것이 그 대표

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잘 알다시피， 8품사론은 그리스어에 대해서 명사， 동

사， 분사， 관사， 대명사， 전치사， 부사， 접속사라는 8개의 품사 분류를 설정하
는 디오니시오스 트락스(Dionysios

Thrax: 기원전 2세기)에 의해 확립된 것이

다. 트락스의 8품사론은 도나투스나 프리스키아누스의 라틴어 문법에서도 그
대로 유지되지만， 여기서는 관사 대신에 감탄사가 들어간다. 라틴어에는 관사
가 없기 때문이다. 이후 이려한 품사 체계는 유럽의 다른 언어들의 전통 문법
에서도 그대로 채택되는데， 교회슬라브어 문법서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가령，
16-17세기 문법서들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멜레찌 스모뜨리츠끼 (Meletij

Smotrickij) 의 문법 (1619) 에서는 교회슬라브어에 그리스어 문법의 관사에 해당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라틴어 문법의 감탄사에

해당하는 품사를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지만， 물론， 그리스어-라틴아에 근거하는 문법적 틀의
일방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현상들도 있다. 가령

이같은 이식이

명사의 격 체계를 비교해

보자.

8)

이에 대해서는 고르슈꼬프 (GorSkov

9)

이

시기에

참조할 것

간행된 문법서들에

1984; 134-9)

를 참조할 것，

관한 개별적인 사항들은 꾸즈네초프(1 958; 6-11)를

러시아연구 제 13권 제 1 호

226

그리 A 어

료담으i

교회슬라브어

주격

2.ζ[=-Z커1

주격

호격

호격

호격

대격

대격

대격

생격

생격

생격

여격

여격

여격

탈격

조격

전치격
그리스어의 격 체계에 라틴어 문법학자들은 I 탈격 (Ablativus)' 10)을 하나 더

추가하지만， 교회슬라므어에는 이
조격

현상을 따로

두 언어에는 없는 조격과 전치격이

인지하고 문법적

술어로 도입한 것은

라브렌찌

있다
지자니

(Lavrentij Zizan너)의 문법(1 596) 이며， 스모뜨리츠끼의 문법은 여기에다 전치격
에 해 당하는 격

화제 격

(Skazatel'nyj padez) , - 을 하나 더 보충한다11)

이처럼 그리스어나 라틴어에는 없는 문법 현상에 대해서는，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에 알맞은 새로운 술어를 만들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과제가 격
체계의 경우처럼 제대로 해결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가령， 위의 두

문법서에서는 그리스어 문법에서 명사나 동사의 기본형과 파생형을 구분하기
위해 설정한 l 유형 (EtÕOÇ) ’이라는 개념과 대응되는 ’상 (Vid)' 이라는 술어를 사

용하지만， 이 술어를 통해서 지칭되는 개념과 제시되는 예들은 그 기준이 애
매모호하고， 오늘날의 통사 상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분류론적인 것이

었다 12) 더구나 동사의 태에 관한 설명은 교회슬라브어에 내재적인 사실에 대

한 충실한 기술과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트락스의 문법 ; 배 열 (õta8é。이): 능동(승véPVEta) ， 수동(Jtâ8oç) ， 중간 (IlW깐nç)

예) 능동

1uJt1úl ‘(나는) 때린다’

수동 1uJt1ollal ‘(나는) 매 맞는다’

10)

지티히 (Sittig

1931:

1) 에 의하면 “Ablativus" 라는 용어는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 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11) 비 노그라도프(1 947; 14이 참조.

12) 이에 대해서는 꾸즈네초프(1 958; 30)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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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t1WtnaåJlnv ‘(나는 나를 위해) 만들었다’，

ni:nnva ‘(나는) 묶

여 있다’; 때로는 능통태와 유사하고， 때로는 수통태와 유사
한 형태.
프리스키아누스의 문법; ’동사의 태 (Genus verbi)': 능통 (Activum)，
중간 (Neutrum)， 수통 (Passivum) ， 공통 (Commune) ， 결핍 (D eponens)
예 ) 능동
수동

rego ‘(나는) 지 배 한다’
regor ‘(나는) 지 배 당한다’

중간 dormio ‘(나는) 잠잔다’; 능동형 중에서 자동사，

공통 fungor ‘(나는) (임무를) 수행한다， 견딘다’; 형태는 수동형이
지만， 능동형의 의미와 수통형의 의미를 다 갖는 형태.
결핍

loquor ‘(나는) 말한다’; 수동형만 있는 동사.

스모뜨리츠끼의 문법; ’배열 (Zalog)': 능동 (Dejstvitel' nyj) , 중간 (Srednij) ，
수통 (Stradatel' nyj) , 공통 (Obsc너)， 결 핍 (O t1 ozitel' nyj)
예) 능동

수동

6ï lO ‘(나는) 때린다’

6ï 뻐Ch- ‘(나는) 자신을 때 린다’

중간 CnJllO ‘(나는) 잠잔다’
공통

KaCaIOCh- ‘(나는) 접 촉한다’

결핍

601OC h-

‘(나는) 두려워한다’

원래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무표인 능동태와 유표인 비능동태 -

태 - 만이

혹은 중간

있었으며， 수동태는 후에 형성된 현상이다. 따라서 따로 수통태를

표시하는 문볍 형태소가 없으며

아오리스트 (Aorist) 시제에서는 능동태 형태

를 그리고 나머지 시제에서는 중간태 형태를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차츰 능
동태와 수통태의 대립이

발전하면서 중간태의 기능이 축소되는데， 위에서

제

시한 트락스의 문법은 바로 이러한 언어 상태에 대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라틴어 문법에 와서

태에 관한 용어와 개념이 혼란스러워지는데， 이

점은 위에서 제시된 트락스의 문법과 프리스키아누스의 문법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후자의 경우에는 ‘동사의 태’라는 개념 속에 문법적 현

상과 어휘적 현상이 복잡하게 얽혀서 제시되고 있다. 이것은 트락스의 문법과

는 달리 라틴어 문법의 전통 속에서는 원래 ‘태 (Genus)’라는 용어가 통사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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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명사에게도 적용되는 술어로서 단어의 ‘의미 (Sig띠ficatio)’에 대웅하는
‘형태’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1 3 ) 한편 스모뜨리츠끼의

문법에서

는， ‘태 (Zalog)' 라는 범주적 용어 자체는 그리스어 용어를 의미적으로 차용하
고 있지만 (즉，

za+log

= ôtii

+8{;at ç) ,

개별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들과 형태적

분류 방식은 프리스키아누스의 방식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그러나 스모뜨

리츠끼가 수통태의

예로 제시하는 형태는 의미적으로나 통사적으로나 재귀

동사의 현상으로서 라틴어의 수통태와는 전혀 다른 경우였다.
이상의

관찰들을 통해서

우리는 16-17세기에

그리스어-라틴어에

기반한

전통 문법을 교회슬라브어에 이식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순조로웠으나 후자
만의 독특한 문법 현상들에 대한 개념적 자각과 용어의 정립은 불충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마도 당시의 문법학자들이 개념적 혁신보다는 과
거의 전통에 충실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스모뜨리츠끼의 교회
슬라브어 문법은 이후 러시아어 전통 문법의 확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
며， 이 점은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로모노소프의 r 러시아어 문법』 에서도 잘
드러난다.

2.2.

로모노소프의 문법

17세기 후반 세속적인 문어의 발달과 문어 내에 일상어의 광범위한 침투로
인해서 I 문학어’ 안에서 교회슬라브어가 차지하고 있던 지배적인 위치는 급격
히 붕괴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모스크바 중
심의 비잔틴적인 전제 군주제가 뾰뜨르 1 세에 의해 강력한 유럽화 정책과 더
불어 빼쩨르부르끄 중심의 절대 군주제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과 맞물리면서
가속화된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18세기 초의 l 문학어 l 는 기존의 문체적 규범

들의 혼동 속에서 이것들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재규정할 필요성을 느끼
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은 러시아어에 기반해서 교회슬라브어적인 요
소들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단일한 국민적 규범어를 정립하려는 방향성을 갖
게 된다 14) 그렇지만 18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l 문학어’는 여전히 충분히

13)

후에 이 ‘Genus’라는 용어는 ‘Vox( 음성)’로 대체되며， 그 결과 영어냐 프랑스어 문
법에서는 후자에 해당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4)

이러한 방향성은 뾰뜨르 1 세의 견해이기도 했다. 마께예바(1!*ìl;

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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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어화되지 못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과학이나 신학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교회슬라브어에 많은 것을 의존해야 했으며， 더구나 러시아

어 자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 규범적 틀을 마련해줄 수 있는， “러시아어로
된 러시아어 문법서”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교회슬라브어 문법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단지 이 시기에는 몇 권의 외국어 사전들이

간행되는데，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아마도 『상용 기초 러시아어 문법이 첨부된， 독일어
-라틴어-러시아어

어휘

사전

(Teutch-lateinisch-und russisches Lexicon,

samt denen Anfangs-Gründen der russischen Sprache zu allgemeinem
Nutzen: 1731).!l일 것이다. 이러한 사전들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단일한 “문학어”의 정립이라는 이 시기의 과제 속에 유럽화에 의

해 광범위하게 유입되는 외래어들의 적절한 수용이라는 실용적인 문제도 포
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 속에서， 뾰뜨르 1 세의 구상에 따라 그의 사후 설립된 과학아카

데미는 1835 년부터 러시아어의 “순화 및 미화 그리고 완성”을 담당하는 회함
을 개최하는데， 여기서 뜨레지아꼬프스끼 (V. K. Trediakovskij) 는 최초로 러시
아어의 강세 현상이 모음의 길이에 근거하고 있는 고전어의 경우와는 다르다

는 사실을 발표한다. 이어서 그가 자신의 저숨 - I 옛 정자법과 새 정자법에
관한 러시아인과 외국인 간의 대화(1 748)J - 을 통해서 단어의 실제 발음과
일치하는 철자법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러시아어의 체계 전반에 관한 완성된 문법을 저술한 것은 학문적으로 그와
적대적 관계에 있던 로모노소프였다.1 5 )

로모노소프 문법(1755) 의 방법론적 토대는 경험주의라고 볼 수 있다. 그가
자신의 문법을 위해 기술 대상으로 삼은 러시아어 자료들은 궁정과 귀족 계

층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으며， 또 필요한 경우에
그는 교회슬라브어

요소들

및

민요와 민담에서

발견되는 요소들도 활용했

다.1 6 ) 그리고 그는 이렇게 구성된 자료들의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문법적 규

칙과 규범들을 설정한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가령， 병사의

15)

변화 유형을

그의 문법이 러시아 사회에서 갖는 일반적인 의의들에 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다. 이러한 것들은 소볼레프스 η'HSobolevskij

1949) ,

엘리자로프스끼(Elizarovskij

1958) ,

1911),

메쉬차니노프 (Mescaninov

에피모프(Efimov

둥을 참조할 것.

16)

격

이 자료들은 로모노소프(1952; 593-760) 에 실려 있다.

1961),

마께예바(1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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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하기 위해서 어간 끝 자음 앞에서의 ‘e ’, ‘o’,

ø

사이의 분포 현상을 일일

이 다 조사하고 이와 함께 또 어미와 결합하는 어간 말 자음의 경우들도 열
일이 다 조사하는 데서 단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로모노쏘프의

이러한 방법론적

태도는 문법의

이론적

구성의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그가 스모뜨리츠끼의 문법적 체
계에

이론적 근간을 두면서도 그것을 실제 언어 사실에

맞게 수정하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가령 명사의 격 체계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그는 고전어

의 경우와는 달리 이탈리아어나 프랑스어 등에서는 언어 사실에 맞게 격 체
계를 단순화할 펼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러시아어의
스모뜨리츠끼의

‘화제격’이라는

용어보다는

경우에는

전치격 (predloznyj) 이라는

용어가

사살에 더 석합하다는 주장을 한다. 또한 통사의 태에 관해서도， 그는 아래와
같이 6 가지의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17)

능동; 타동적 행위.
예) B03HO Ill y ‘(나는) 추켜 올린다’

수동; 타자로부터 발생하는 행위를 겪는 것을 의미
예) DOrb eCTb TIpOCnaBn~eMb ‘신이 찬양되고 있다’

재귀; 자신을 향해 자기 자신으로부터 발생한 행위를 의미.
예) B03HO Ill yCb ‘나는 자신을 추켜 올린다’
상호; 능동 동사나 중간 동사에 ‘ Cb ’나 ‘ C~ ’가 붙으며， 상호적인 두 개의
행위를 의미.

예) 60p lO Cb ‘(나는) (맞붙어) 싸운다’， XO*YCb ‘(나는) 왕래하게
된다’

중간， 능동 동사와 같은 형 태로 자동적 행위

예) XO*y ‘(나는) 걸어 다닌다’
공통， ‘ Cb ’나 ‘ C~ ’로 끝나며 , 능동 동사와 중간 동사의 의 미 를 함께 가짐
예) 60 lO Cb ‘(나는) 두려워한다’

이보다 앞서 우리가 제시한 바 있는 교회슬라브어에
기술과 비교해 보면， 확실히

17)

로모노쏘프 0952 ，

러시아어

411 2, 481-2)
•

참조

동사의

대한 스모뜨리츠끼의

태에 관한 로모노쏘프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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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깝다는 것을 쉽사리 알 수 있다

전통 문법의

개념을 충실히

로모노

따르면서도， 러시아어

재귀 동사가 보여주는 다양한 통사-의미적 현상들을 부분적으로나마 언어 사
설에 맞는 새로운 용어를 사용해가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로모노쏘프 문법의 한계가 그의

방법론적

태도에

전통 문법의
대개의

있다기보다는 그가 어쩔 수 없이

이론적

틀에

안주해야만 했던 유럽의

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전통 문법들이 그러하듯이， 로모노쏘프의 문법 또한 통사론 부분은 아

주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그의 재자였던 바르소프(A. A. Barsov) 는 이것을
독자적으로 보완하는 새로운 문법을 구상했지만， 그의

원고의

형 태로 머물러

있었다 (이 중의

작업은 완전하지

일부가 부슬라예프 (F. I. Bus!aev) 에

의해 1855 년에 출판된다).18) 그리고 1802 년에는 최초로

볍

(Grammatika Akademii Rossijskoj)J

시기의

않은

이

『러시아 아카데미 문

간행되지만，

언어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개별 사실들의

이것은 로모노쏘프

변화를 기술하는 것만 고

려했을 쁜 이론적 구성 체계는 그의 문법과 동일한 것이었다

2.3.

비판적 조망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러시아에서

전통 문법의

걸쳐서， 즉 중세 06-17 세기)와 그리고 근대의

성립 과정은 두 시대에

초기 07 세기말 18 세기)에

걸쳐

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유럽과 비교했을 때， 러시아의 중세는 뒤
늦게 형성되었으며 또 대단히 짧게 지나가버렸다고 볼 수 있다
권랙이

또한 교회의

세속의 권력에 종속적이었다는 사회적 특정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근

대로의 이행 파정도 유럽과는 달리 르네상스를 거치지 않고， 위로부터의 개혁

에 의해 직접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물론 러시아 사회의 이같은

역사적 특수성은 자신의 언어에 대한 전통 문법의 형성 과정 속에도 어느 정
도는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중세 유럽의 언어 연구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확립된 전통 문법의 틀을 그

대로 답습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언어의 교육이라는 실용적인 목적에서는 정

18)

이에 판해서는 꾸즈네초프 0958，
것

67-75) ,

베레진(Berezin

1979, 37 42)
•

등을 참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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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법과 단어들의 품사 분류， 그리고 개별 품사들의 문법적 형태 변화의 패러

다임 설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통 문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면， 언어
에 대한 신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은 일군의 스콜라 철학자들의 작업들을 통해

서 흔히들 l 사변 문볍 (Speculative Grammar: 12서1171-13세기 중반)’이라고 부
르는 언어

이론올 정립하게 된다. 이 이론은 그 시기의 라틴어 전통 문법에

철학적， 논리학적 토대를 부여하기 위한 작업으로부터 출발했으며， 이러한 작

업의 지향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톨릭 신학에 통합시킨 이론적 교
리로서의 스콜라 철학 속에 언어와 문법에 관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는 일

이었다. 이러한 사변 문법은 ’의미화의 양상에 대해서 (De Modi Significandi)'
라는 명칭으로 제시되기도 하는데， 그것은 이 문법 이론의 핵심이 단어의 l 의
미 (Significatio) ，와 단어가 실제 ’지칭 (Suppositio) ’하는 것 사이의 관계， ’지칭
f 의 논리-의미론적

특성들

그리고 명제 내 단어들의

통사적

위치와 그것들

사이의 대응 관계 둥에 관한 철학적， 논리학적 고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

이다. 그리고 사변 문법의 이론적 입장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말들에서 잘 드

러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법은 언어에 대한 과학으로서， 그것의 연

구 분야는 문장과 그것의 변용이며， 그것의 목적은 우리 마음의 관념들을 옳
게 구성된 문장들로 표현하는 것이다 "19) 중세 유럽의 보편적 언어인 라틴어
를 대상으로 하는 사변 문법의 이러한 철학적

논리학적 고찰들은 궁극적으로

보편 문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보면주의적

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사변 문법의

이론적 특성은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문법은 하나이며， 모든 언어에서 실체적으로 동일하고， 부수적인

데서만 다

르다고 할 수 있다 "20) 는 주장을 펴는 베이컨(B acon) 의 관점이나 뽀르-로와얄

의

『일반이론문법』으로 계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중세에는 위와 같은 이론적 형성이 결여되어 있었으며， 따

라서 문법에 대한 관념은 여전히 트락스의 문법으로부터 출발하는 전통 문법

적인 규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이상의

것이 될 수는 없었다. 즉， 문법은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쓰는 것에 대한 지식”이라는 규범적 개념에 근거
해서， 외부로부터 이식된 이론적 틀에 맞게 교회슬라브어를 기술하는 작업들
이상의 것을 러시아의 중세가 보여줄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적 관

19)

시쉐르 드 꾸르뜨레 (Siger

de

20) 로빈스(1979; 91)에서 재 인용.

Courtrai)의 말. 로빈스(1 979; 88-89)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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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근대 초기의 로모노소프에게까지도 직접적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로모노소프는 그것을 자신의 작업 속에서 근대의 중요한 인식론적 태도

중의 하나인 경험주의와 결합시킴으로써 스모뜨리츠끼 문법이 안고 있는 실
제적인 한계를 극복했다. 이로써

그의 작업은 러시아 고전주의의 토대를 형

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전주의가 ‘질서와 척도’의 보편적 체계를 토
대로 사물의 분류와 분석과 기술을 제시하려는 지적， 문화적 흐름이라면， 로
모노소프의 문법은

모범적

이러한 시대적 ‘에피스테메’를 잘 구현하고

있는 하나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유럽의 고전주의는 질서와 척도의

보편적 체계를 분석 대상에 적용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언어

일반에 관한 보

편적인 이론으로서 ‘일반 문법’이라는 기호 체계를 가지고·있었는데，21) 이것의

역사적인 기원은 이미 위에서 언급된 바 있는 중세 유럽의 ‘의미화 양상에 대

한 이론’， 특히 ‘지칭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러
한 것이 결여되어 있었으며，껑) 로모노소프 문법이나 그것을 기반으로 한 최초

의 과학아카데미 문법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이같은 결여로 인해서，
결국 고전주의 시대에 전통 문법에 기초하는 러시아어 교육은 표현적 규범으

로서의 언어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현실에 대한 표상적 도구로서의

언어가

갖는 기능들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약화라는 문제점들을 내포할 수밖에 없게
된다.

3.

역사 문법의 확립과 새로운 이론적 지향

3. 1.

역사 문법의 확립

이전 세기에 확립된 전통 문법의 지속적인 영향 속에서， 19세기 초 러시아

에서는 두 가지 새로운 방향의 언어 연구들이 나타난다. 하나는 일반 문법에
관한 연구들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역사-비교 언어학의

21)

연구들이었다. 물론

이에 관해서는 푸꼬 (Foucault; 64-81) 를 참조할 것.

22) 가령， 로모노소프가 소장한 장서들 중에는 사변 문법이나 일반 문법에 관한 것이
한 권도 없다는 사실도 이 점을 잘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꿀랴
쁘꼬와 베웬꼬프스끼 (KuUabko &

BesenkovskU

1975) 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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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방향의 연구 모두 유럽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영향에 의해서

시작된 것

들이었다. 일반 문법은 1804 년 “대학교 관할 교육 기관에 관한 법령”에
김나지움에 철학 과목 중의 하나로 채택되는데

의해

이것은 당시 독일의 관념주의

철학을 수용한 결과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언어와 사고， 논리적 명제의 구조
와 문장 구조 사이의 대응관계
관관계

등을

설명하는

명제 속에서의 단어의 기능과 품사 사이의 상

문법서들이

저술되는데

Jakob) 와 그레치 (N. 1. Grec) 의 저서들이

이

중에서

야꼬쁘(L.

G.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23) 야꼬쁘는

개별 품사들이 명제 내에서 담당하는 기능들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을 시도했
으며， 또한 문장을 화용적 기능들에 따라서 분류하고자 했다. 그레치의

경우

는， 러시아어 문법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라틴어 문법화시켰다는 비판은 있지
만， 문장의 논리

의미 구조의 개념적 토대에 따라 엘차적 통사 성분과 이차적

통사 성분의 병확한 구분을 러시아어 문법 속에 확립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

러나 전체적으로 일반 문법에 관한 이 시기의 연구들은 러시아어의 통사론적
사실에 충섣했다기보다는 유럽적 모형의 일방적인 답습에 지나지 않았다. 따
라서 이러한 연구 경향은 내용적 빈약함과 더불어 조국전쟁의 승리와 민족주
의의

고양， 그리고 낭만주의의

대두라는 외적

요인들로

인해서

쇠퇴하면서，

단지 사고와 언어의 관계에 대한 몇몇 일반적 고찰뜰만이 19 세기 후반의

언

어 이론에 그 흔적을 남기게 된다.

반면， 역사 비교 언어학적인 연구 경향은 시대적
것이었다
한 논고

상황과 잘 맞아떨어지는

18 세기 후반 독일에서 출간된 헤르더(Herder) 의 『언어의 기원에 관

(Abhand1ung über den Ursprung der Sprache: 1772)~ 는 19 세기 유

럽의 낭만주의 사조 및 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단일 문화 및 단일 언어 기원설을 주장하는 헤르더는 언어의 분화와 발전플
민족적 특수성의 분화와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가정했으며， 이로푸

터 민족성과 민족 문화의 고유성은 오로지 민족어에 의해서만 표현될 수 있
다고 역설했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

비과학적임에도 불구하고 - 근원에 대

한 동경과 역사적 특수성 및 개별성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와 낭만주의에 선구
자로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19 세기 초 주로 독일을 중심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역사 비교 언어학은 이러한 사조에

실증적

토대를 부여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러시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23) 일반 문법에 관한 이 시기의 연구들의 전체적인 개관은 에레진 0979， 45-6 1)올 참
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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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출간된 슬라브어에 관한 최초의 중요한 역사-비교 언어학의 엽
적은

보스또꼬프(A.

<Rassuzdenie
어의

0

X.

Vostokov) 의

~(교회)슬라브어에

관한

고찰

(...)

slavjanskom jazyke (...): 1820).!] 인데， 여기서 그는 교회슬라브

역사적인 변화를 고대 (9-13 세기)， 중세 04-15세기)， 신시대(1 6세기)로 구

분해서 각 시기의 음성 변화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고대

교회슬라브어의 초기 단계에 이미 방언적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밝혀
냈으며， 이를 통해서 원시 슬라브어의 체계에 관한 재구 가능성도 언급한다.

이어서 1920-40년대에는 러시아어의 역사， 러시아어 및 다른 슬라브어들 사이

의 역사적인 상호관계 등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활발하게 발표되는데， 이 중
에서

스레즈네프스끼(I. I. Sreznevskij) 의

「러시아어

역사에

관한

생각들

(Mysli ob istorii russkogo jazyka: 1849) J 은 러시아어의 역사적인 변화 전반
에 관한 최초의 - 비록 간략하지만 -

체계적인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낭만주의적 언어관 즉 언어는 민족적 사고의 총화이
며 언어의 역사적 변화는 민족의 역사적 변화와 일치한다는 관점을 러시아어
의 역사에 적용시키면서， 언어 변화를

〈음성 변화

> 어근의

변화

> 단어

형

성의 변화〉 라는 단계적인 변화의 볍칙에 따라 서술하고자 했다 .24) 그리고 이
러한 연구들의 축적의 결과

1858년에는 그림 (Grimm) 의 유명한 역사 문법서

인 r 독일어 문볍(Deutsche Grammatik: 1819-1837).!] 에 비 견될 수 있는 최초의
본격적인 역사문법인 부슬라예프의 『러시아어 역사문법시론 (Opyt istoriceskoj

grmmatiki russkogo jazyka).!]25) 이 출판된다. 이 책에서 부슬라예프는 형태론
적 사실틀， 즉 문법 형태와 문볍 범주를 설명하는 데는 역사적으로 광범위한

언어 자료들을 활용해서 어원적 고찰과 그것들의 변화 과정들을 섣명하고 있
는 반면， 통사론에서는 일반 문법의 논리적인 틀과 언어의 문법적인 틀 사이
의 충돌 문제를 다소 절충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26) 그에 따르면， 역사

문법에서 통사론적 분석의 과제는 일차적으로는 문장의 토대가 되는 일반적

인 논리 구조들을 밝혀내고

이차적으로는 이것과 불일치하는 문법적 현상들

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당 언어의 역사적 특수성을 설명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에 따른 그의 통사론적 고찰들은 실제 사실과 어긋나는

24)
25)

스레즈네프스끼 (Sreznevskij
이

제목은

2판부터는

1959; 17-2 1)

『러시아어

역사

참조.
문법 (Istoriceskaja

jazyka)Æ 으로 바뀐다.

26)

이에 대해서는 부슬라예프(1 959;

263-8 ,

579-80) 를 참조할 것

gnnmatika russko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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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이

많이

있었으며 27) 이에 따라 그의 문법은 출판되자마자 악사꼬프(K.

S. Aksakov) 와 네끄라소프 (N. P. Nekrasov) 에 의해서 심하게 비판받는다. 대
표적인 슬라브주의자였던 악사꼬프는 부슬라예프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1859년
의 논문에서 논리적인 것과 문법적인 것을 구별할 필요가 없으며， 대상을 있
는 그대로 연구하는 것으로부터 논리적 귀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28) 그
리고 미완성인 채로 출판한 『러시아어 문법 시론 (Opyt

russkoj grammatiki:

1860).!l에서， 그는 말은 우리의 삶의 형식이기 때문에 문어가 아니라 구어를
문법 기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러시아어 어순의 통사적

유연성을 강조한다. 네끄라소프 역시 논쟁적인 저서인 『러시아어 동사 형태의

의미들에 관해서 (0 znacenii form russkogo glagola: 1865) .!l를 통해서 부슬라
예프의 문법에 대한 이견을 피력한다. 이 책에서 그는 특히 러시아어 동사 형
태들에 대한 문법학자들의 피상적인 분류와 정의들을 비판하면서 러시아어의

살아있는 모습을 기술하려변 동사 형태의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의 “다양한

용법들의 의미”까지도 기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9) 그렇지만 러시아어의 생

동하는 특수성에 대한 이들의 자각과 비판은 보다 설득력 있는 일반 이론이
나 객관적인 기술 작업의 형태로 나타나지는 못했다.

문법적 구조에

있어서

러시아어의 고유성과 민중어의 생동성을 강조하는

이들의 관점은 1870년대부터 뽀쩨브냐， 포르뚜나또프， 보두앵 드 꾸르뜨네를
중심으로 사실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과 이론화를 통해서 과학적인 내용을 얻

게 된다.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각자 러시아 언어학
에서 주도적인

역할들을 했던 이들의

엽적을 통해서

러시아의

언어

이론은

비로소 독자적인 토대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당시 이들의 연구는 유

럽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이 남긴 결파는 오늘날 현대 언어학의 관
점에서 볼 때 대단히 선구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먼저 학문적 활통을 시작한 뽀쩨브냐의 언어관은 훔볼트
(HumboldO 의 ‘내적 언어형식(innere Sprachform) ’에 관한 이론과 민족심리학
(Völkerpsychologie) 에 기반해서

언어 현상의 해명을 추구하던 그의 제자 슈

타인탈 (Steintha]) 의 이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뽀쩨브냐는 이러한 이론

27)

가령， 비인칭 문에 대한 고찰 (같은 책; 273) 이나 문장의 축약에 관한 고찰

538-9)

등은 그같은 오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8)

비노그라도프(1 978;

29)

베레진(1 979;

117-9)

84-87)
참조.

참조.

(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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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영향을 바탕으로 언어 사실의 체계적인 설명을 구상했으며， 그 결과를 러

시아어

역사 문법에도 적용시킨다. 이것은 그의

『러시아어

대표적인 저서 중의 하나인

문법에 관한 노트들 (Iz zapisok po russkoj grammatike: 1874,

1899).1 30 ) 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서 그는 전통 문법이나 일반 문법과는 달리
품사를 오직 문장 속의 통사적 기능에 따라 규정하며， 따라서 명사문에서 통

사문으로 문장 구조가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러시아
어의 품사 체계의 역사적 형성 과정에 반영되고 있는가를 체계적으로 기술하

고 있다. 이러한 그의 작업은 특히 문장의 구조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중심은
주어나 혹은 주어-술어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술어에 있으며， 오직 술어
만이 그 기능에 있어서 자족적 요소이고 나머지 구성성분들은 숨어와의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는 독자적 인 관점을 토대로 하고 있다 .30 따라서 그의 품사
체계는 전통 문법의 8품사론과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가령 그는 술어적 기능
으로서의 통사라는 중심적인 품사와 다른 통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동사 형태
인 부동사， 분사， 부정사를 중간적인 품사들로 구분하고 있다. 뽀쩨브냐의 이
러한 관점은 이후 샤흐마또프(A. A. Saxmatov) 의 『현대 문학 러시아어 개요

(Ocerk sovremennogo russkogo literatumogo jazyka: 1913) .1 와 빼슈꼬프스끼
(A. M. PeSkovskij) 의 『러 시 아어 통사론의 과학적 조명 (Russkij sintaksis v

naucnom osve앓enii: 1914) .1 둥을 거쳐 현대에 와서 보다 과학적인 러시아어
문볍론의 틀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뽀쩨브냐와 달리 포르뚜나또프의 경우는 1870년대에 독일의 라이프찌히 대

학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던 ‘젊은이 문법학파(Junggrammatiker)’
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젊은이 문법학파는 낭만적 민족주의를 주장
하는 이전 시기의 역사-비교 언어학이 내세우곤 하던 사변적 가정들을 비판
하면서 강한 과학적 실증주의의 태도를 표명한다. 또한 언어의 과학적인 연구
는 오직 언어의 역사적인 변화에 대한 규명이라는 강한 역사주의적인 태도를

표병하는 이 학파의 이론에 따르면， 언어의 창조나 변화의 출발점은 민족이
아니라 개인이며， 일단 집단적 차원에서 확립된 언어 변화는 일정한 법칙에

30) 이 책의 1-2권은 그의 학위 논문으로 1874년에 하리꼬프 대학교에서， 3권은 1899
년에 하리꼬프에서， 그리고 4권은 1941 년에 모스크바에서 각각 최초로 출판되었다.

31)

현대 언어학에서 그의 이러한 관점이 갖는 의의는 이기웅(1 990;

(Birnbaum 1998;

17)을 참조할 것.

57-8),

비른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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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예외 없이 진행된다. 이때 예외가 있다면， 유추와 같은 심리적 작용들
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들뿐이다. 더구나 민족어나 민족 공통어는 실재로서 존
재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미화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어떤
특정한 집단의 언어적 관습이 이상적 규범으로 전화된 결과일 뿐인 것이다.32 )

언어 연구에 관한 이처럼 엄격한 역사적 실증주의를 받아들이면서， 포르뚜나

또프는 당시

러시아에서의

인도-유럽어에 관한 역사-비교 언어학의

연구를

유럽의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그는 언어 변화의 원인을 ‘젊은이 문법학파’보다
더 포괄적인 시각에서 규명하려고 노력했다. 그도 ‘젊은이 문법학파’처럼 언어

의 내적 변화는 개개인의 언어활동과 연관이 있다는 시각을 공유했지만， 이와
더불어

언어의

생성， 소멸

분화와 같은 외적

역사는 사회적 요인과 방언적

요인이 중요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특히 그는 공통 인도-유럽어 단계나 공통

슬라브어 단계에도 오늘날의 언어 상태처럼 방언들이 존재했을 것이기 때문
에 방언들 의 분화나 접촉， 통합과 같은 복잡한 역사적， 사회적 양상들을 파
악하는 하는 것이 언어사를 서술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다.염) 주로 모스크
바 대학교의 역사-비교 언어학 강의에서 발표된 그의 이러한 생각은 그의 제

자 샤흐마또프의 『러시아어사 강의

jazyka: 1916) .D

입문

CVvedenie v kurs istorii russkogo

속에 잘 반영되고 있다. 또한 그는 장음절이 단읍절의 악센트

를 자신에게로 끌어들인다는 법칙이 발트어와 슬라브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

던 시기가 있었음을 발견함으로써 34) 공통 인도-유럽어 단계에서 공통 슬라브
어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발트-슬라브어 단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규

명했다.

포르뚜나또프가 ‘젊은이 문법학파’처럼

언어

연구의

역사주의적

방향성을

강조했다면， 보두앵 드 꾸르뜨네는 1870 년부터 이미 ‘젊은이 문법학파’를 넘어

서는 일반 이론적 모색을 하고 있었다. 1870년 무급강사 C PrivatdozenÜ 로 빼쩨
르부르끄 대학에서의 첫 강의에서， 그는 집단적이며 동시에 개별적인 존재 방
식을 지니는 심리-사회적 총체로서의 언어를 상정하고，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

32)

파울 (Paul

1975;

l(ap.

23)

참조. 파울의 저서는 1870년대부터 이루어진 이 학파의

연구 결과들에 대한 이론적 집대성으로 간주될 수 있다.

33) 포르뚜나또프(1 956; 63-71) 참조. 그의 강의록들은 사후에 출판된다.

34)

이 법칙은 오늘날 통상 ‘소쉬르-포르뚜나또프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데， 이것을 소쉬르는 리투아니아어에， 포르뚜나또프는 발트-슬라브어 단계에， 그리
고 메이에 (Meillet) 는 공통 슬라브어 단계에 적용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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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언어 그리고 개인의 언어에 대한 구분과 동시에

언어의 사회적 계기와 개인적 계기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한다，35) 이
러한 그의 관점은 까잔 대학교 시기(1 875-83) 에 그의 제자 끄루쉐프스끼와의

협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론화된다. 특히 그는 개별적인 사실들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기술과 원인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당시 역사-비교 언어학

의 연구 방법론 대신에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일반적 원칙의 확립을 추구했

으며， 언어사를 서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일련의 공시태들 사
이의 체계적인 비교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36) 비록 당시 유럽 및 러시아 언어
학 내에서

잘 알려지지는 못했지만，37) 이러한 보두앵 드 꾸르뜨네의

이론적

지향은 다음 세대의 러시아 언어학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구
조주의 시대의 출발과 더불어 프라그학파의 언어

이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만일 러시아 언어학이 19세기 말 역사 문법의
확립과 더불어 새로운 이론적 모색을 시도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러한 흐름
을 보두앵 드 꾸르뜨네를 중심으로 살펴볼 펼요가 있을 것이다.

3 .2.

새로운 일반 이론적 지향

뽀쩨브냐， 포르뚜나또프， 그리고 보두앵 드 꾸르뜨네는， 앞에서

본 것처럼

비록 이론적 배경이나 방향성에서는 서로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언어를 체계
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했다는 데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훔볼트의
을 많이

받은 자신의 초기 저작 『사고와 언어 (Mysl'

영향

i jazyk: 1862) .!I에서 뽀

쩨브냐는 이미 언어의 체계성을 밝혀내는 것이 언어학의 임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38) 이러한 관점을 그는 어휘의

의미

기술뿐만 단어의

(문법적) 형태의

의미 기술과 관련해서까지도 극단적인 방식으로 빌고 나갔다. 가령， kniga ‘책
이’， knigu ‘책을’， kn1g1 ‘책의’， knige ‘책에게’ .. '처럼 동일한 어휘의 상이한 문
법적 형태들을 그는 모두 별개의 단어로 취급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각각의
문법적 형태들이 문장 구조 내에서 그리고 언어의 구조 내에서 다른 단어들

35)

보두앵 드 꾸르뜨네(1963;

1, 76-77)

참조.

36) 보두앵 드 꾸르뜨네(1963; 1, 133) 참조.
37)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들은 밀카 이비츠(1 982; 98-103) 를 참조할 것.
38)

뽀쩨브냐(1 926;

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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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맺는 관계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39) 물론 단어의 형태에 관한 이

같은 극단적인 개념은 형태론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포르뚜나또
프는 단어의 형태를 해당 단어의 문법적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요소로 재정의
한다. 그리고 그는 뽀쩨브냐처럼 단어의 의미에 대한 기술의 관점이 아니라

형태에 대한 기술의 관점에서 언어의 체계성을 강조한다. 또한 단어의 문법적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형태적 대립들에 내재한 형식적 속성들에

대해서 설명

하면서， 그는 패러다임 내에서는 유표 대 무표 사이의 대립도 가능함을 명확
하게 정식화했다，40)

이처럼

언어의

기능적 측면이나 구성적 측면에서의

체계성을 보쩨브냐나

포르뚜나또프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일반 언어학의 새로운 이

론적 차원까지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이것은 물론 그들이

19세기 -20세기 초

언어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역사주의적 관점의 영향을 못 벗어났기 때문이
다. 반면， 이들과는 달리 보두앵 드 꾸르뜨네는
로 존재하는 개별 언어-개인의 언어> , 그리고
성(Dinamika) -역사(Istorij a) > 라는
새로운

이론적

개념적

모색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잠재적이며 사회적인 것으
〈언어의 정태성 (Statika)- 동태

구분들을

정식화시켜가면서

있다. 물론 소쉬르에

보다

의한 ‘랑그

(Langue)- 빠롤 (Parole)’의 개념적 구분과 비교해보면， 개별 언어와 개인의
어라는 그의

구분은 그다지

명확하지

드 꾸르뜨네가 언급한 것은 단지

개별

못하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서

언

보두앵

언어가 그것을 반복하는 과정으로서

개인의 언어에서 발현되는 제반 특징들의 총합이라는 사실뿐이었다. 반면， 언
어의 정태성과 동태성에 관한 개념적 구분은 랑그의 공시태와 통시태 사이에

이율배반적인 양분법을 설정하는 소쉬르의 생각보다 더 명확한 것이었다. 소
쉬르에

의하면， 언어의

기능적

본질성은 공시태 속에

있으며

또한 공시태의

구성 원칙은 정태적인 반면 통시태는 역동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언어 사실의
공시적 기술과 통시적 기술은 서로 상충될 수 있다. 그렇지만 보두앵 드 꾸르
뜨네에 따르면， 주어진 한 시점에서 존재하는 언어의 상태는 그 자체로 정태

적이지 않다. 그 안에는 현재 지배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과거를 반영하는
잔존적인 요소들과 장차 미래의

모습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들도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의 “정태성은 그것의 동태성，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통력학

39)

뽀쩨브냐(1 958;

62)

참조.

40) 포르뚜나또프 (1956; 13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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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ematika) 의 개별적인 경우이다 "41) 따라서 한 언어의 역사라는 것은 이러

한 정태성과 동태성의 종합의 결과인 것이다. 그의 이같은 생각은 훗날 프라
그 학파에 의해서 정식화되는 ‘역동적 공시태(Dynamic Synchrony) ’라는 개념
의 직접적인 모태가 된다.

한편， 소쉬르와 마찬가지로 보두앵 드 꾸르뜨네도 언어의 체계성의 문제를
고려하고 있었으나 연구 설정의 방향성에 있어서 차이가 났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언어 체계라는 것이 요소들 사이의 대립과 차이에 따른 범
주화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그런 범주화를 음성적으로나
형태적으로 만들어내는 일반적 과정들 및 역사적 과정들의 규명에만 주의를
기울였던 것이다 .42) 또 실제로 그는 슬라브어들 내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그

러한 과정들을 분석하고 유형화함으로써 언어의 역동성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법칙성을 찾고자 노력했던 것이다. 우리가 만일 명실상부한 구조주의의 이론
적 출발점을 이루는 소쉬르의 관점을 연역적 환원주의로 간주한다면， 이와 대
비해서 보두앵 드 꾸르뜨네의 관점은 귀납적 환원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요절한 그의 제자 끄루쉐프스끼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잘

표병되고 있다. “우리는 연역을 통해서 언어 과학에 적용시킬 수 있을 법한
어떠한 일반적인 진리들이나 공리들도 가지고 있지 않다. (..J 그러나 통상 귀
납적인 과학들도 연역적인 결론을 위해서는 귀납을 통해서

진리들을 활용할 수

얻어진 일반적인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진리들은 언어학에서도 가능하

다 "43)

보두앵 드 꾸르뜨네와 끄루쉐프스끼의 핵심적인 개념들이 소쉬르의 생각과

유사함을 강조하면서， 야롭슨(1 958; 427) 은 그것들이 소쉬르의 경우처럼 언어
의

체계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짜여지지

못함으로써

충분히

일반 이론화될 수 없었다는 지적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으로는 보다 근

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아마도 언어 기호에 대한 개념
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보두앵 드 꾸르뜨네와 끄루쉐프

스끼에게 있어서 언어 기호에 대한 개념은 근본적으로 동시대의 다른 언어학
자들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것은 음성 형식으로서의 표현면과 표상 형식으로

41)

보두앵 드 꾸르뜨네(1963;

1, 349)

참조.

42) 보두앵 드 꾸르뜨네(1963; 11, 163-73) 참조.
43) 이 말은 베레진(1976; 223) 에서 재인용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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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의미면의 직접적인 결합을 상정하는 이원적 모형인데， 이에 따르면 언어

의 의미는 우리의 표상 활동이나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의 기원은 르네상스 직후 대두되는 논리-철학적인 일반 문법으로까지 거

슬러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소쉬르가 채택한 기호의 개념은 시대적으로
그보다 훨씬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는 스토아학파의 개념이었다. 스토아 철학

자들은 기호의 지시적 내용의 토대가 되지만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비물
질적인 실재로서의 ‘의미 (λEκtéi)’를 최초로 발견했는데， 이 개념에 따르면 언

어 기호는

〈음성 형태-의미-지시적 내용〉 이라는 삼원적 구조를 갖게 된다.

이것은 소쉬르의

〈시니피앙-시니피에-의미화 (Signification)

> 라는

개념적 설

정과 대응되는데， 이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소쉬르는 의미의 기술도 언어 체계
에 내재적인 구조의 분석으로 환원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이원적 모형

을 전제로 했던 보두앵 드 꾸르뜨네는 그러한 것이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그

에게 있어서 언어의 체계성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의 표상과 사고에 대응되는
음성-형태적 과정들로부터 추출되는 일정한 법칙성들의 확인을 통해서 설명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소쉬르는 기호의 삼원적 구조를 상정

함으로써 언어의 내재적 체계성을 이론적 전제로 내세울 수 있었다면， 기호의
이원적 구조를 받아들인 보두앵 드 꾸르뜨네는 그것을 귀납적인 작업의 결과
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적인 차이에도 불구하
고， 보두앵 드 꾸르뜨네의 핵심적인 개념들은 소쉬르 이후의 구조주의 언어학
내에서 새로운 이론적 기여로 재조명받을 수 있었던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3.3.

이론적 지속과 탈러시아화

러시아어 역사 문법의 확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뽀쩨브냐의 학문적 활동

이나 이론적

방향성은 직접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가령， 그의 제자였던

오프시안꼬 꿀리꼬프스끼(D.

N. Ovsjanko-Kulikovskij)

같은 경우， 그와는 전

혀 다른 관점을 채택했다. 뽀쩨브냐가 어휘의 의미 기술이나 문법 구조에 관
한 분석은 철학적， 논리학적 관점이 아니라 언어 자체의 구성적 원리에 기초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다면

오프시안꼬-꿀리꼬프스끼는 오히려 논리적 과

정과 문법적 과정이 분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44) 그러나 이마 앞에서
도 언급했던 것처럼， 뽀쩨브냐의

연구들은 샤흐마또프나 빼슈꼬프스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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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쳐서 소비에트 시대의 언어학 내에서 활발하게 재조명을 받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포르뚜나또프는 모스크바 대학교 시기 0876-1902) 에 모스
크바 학파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 학파는 샤흐마또프， 빼슈꼬프스끼， 뽀끄로

프스끼 (M.

M. Pokrovskij) , 뽀르쉐친스끼 (V. K. POrZ ezinskij) , 톰슨(A. 1.

Tomson) , 우샤꼬프(D. E. USakov) , 파스메르 (M. Fasmer) 등과 같은 러시아
학자들을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벨리츠(A. Belié) 나 페드르센 CH.
등과 같은 외국의
의 슬라브어

Pedersen)

언어학자들도 배출해냈다 .45) 모스크바 학파의 활동은 유럽

역사-비교 언어학 연구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러시아

내에서 하나의 중요한 언어학적 전통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까잔 대학교 시기에 보두앵 드 꾸르뜨네가 끄루쉐프스끼와 더볼어 설정한
귀납적인 이론적， 방법론적

방향성은 보고로지츠끼 (V. A. Bogorodickij) 에

의

해 지속됐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에서 최초로 까잔 대학교에 음성 실험실을
만든 것은 보고로지츠끼였다. 그는 특히 실험 음성학적인 연구들을 바탕으로
방언학이나 역사-비교 언어학의 문제들을 규명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보두
앵

드 꾸르뜨네의

빼쩨르부르끄

대학교 시기(1 899-1918) 는 쉬체르바(L. V.

Scerba) , 야꾸빈스끼(L. P. Jakubinskij) , 뿔리바노프 (E. D. Polivanov) 를 중심
으로 하는 빼쩨르부르끄 학파의 형성에 결정적 인 계기가 됐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쉬체르바는 러시아어 모음에 관한 실험 음성학적인 분석을 주제로 한

자신의 학위 논문 (912) 에서 음운에 대한 보두앵 드 꾸르뜨네의 생각을 보다
이론적으로 발전시킨다. 자신이 “입시적이라고” 밝힌 쉬체르바의 음운에 대한
정의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변별적 기능을 지니는 최소 음성 단위에
대한 개념화와 이론적으로 대단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46)
한편， 이렇게 해서 러시아 언어학의 중요한 두 축으로 자리잡게 된 빼쩨르

부르끄 학파와 모스크바 학파는 각자 독자적인 길로만 나아갔던 것은 아니다.
1915년에는， 당시 학문적으로 제 3세대에 속하는 모스크바 대학교의 학생들이
었던 트루베츠코이 (N. S. Trubetzkoy) , 야롭슨(R. O. Jakobson) , 야꼬블레프

(N.

F.

Jakovlev)

동을

중심 으로

‘모스크바

언어학

서 클 "(Moskovskij

lingvisticeskij kurzok)’이 결성되는데， 여기서는 보두앵 드 꾸르뜨네의 기능주

44)

비 노그라도프(1 978;

45)

보다 상세한 내용은 베레진 (1976; 73-78) 을 참조할 것

104-10)

참조.

46) 쉬 체르바 0983; 7-19) 참조. 또한 야롭슨 0960: 425-426)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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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4

의적인

이론과 포르뚜나또프의

모색된다.깎) 또한 소쉬르의

엄격한 형식주의적인 방법론 사이의

종합이

제자였던 까르체프스끼 (S. Karcevskij) 에

의해서

최초로 『일반언어학 강의』가 소개된다. 그리고 이들의 이같은 종합적인 태도
는 비단 언어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언어학과 시학의 상호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설정으로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1924년 서클이 해체되면서， 이
들의 이론적 지향은 어쩔 수 없이 탈러시아화의 길을 밟는다. 역설적이게도，
1926년 창립된 프라그 학파를 통해서 트루베츠코이， 야롭슨， 까르체프스끼가

현대 구조주의 언어학에 행한 이론적 기여들을 생각해본다면， 그리고 또한 현

대 언어학의 구조주의가 20세기의 인문학 전반에 제공한 지적 토대들을 생각
해본다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형성된 러시아 언어학의 전통들로부터 새로

운 이론적 종합을 지향하던 이러한 흐름이 겪게 된 탈러시아화는 보다 보편
적인 형태의 진보였다고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16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러시아 언어학의 흐

름은 비록 처음에는 시기적인 편차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유럽 언어학의 흐
름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흐름의 방향성은 인간의
일반에

언어

내재한 속성들의 명확한 인식과 또 이를 토대로 해서 개별적인 사실

들의 보다 객관적인 분석과 기술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언어학에서 -

다른 모든 인문학들도 그렇겠지만 -

인식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과 사실들을 설명하는 작업은 상호보완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늦게 출발한 러시아의 언어 연구가 자신의 언어를 대상으
로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자기반성적인 형태의 자각을 이론화시키기 시작
한 것은 19세기 후반의 일이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물론 전통 문법보다는 역사-비교 언어학이었다.
전통 문법의 인식적 토대는 그리스 철학의 형이상학적인 범주론에 근거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그것의 목적은 다양한 언어 현상들을 표준적 규범의 확립을
통해서 통합하려는 것이었기 때문에

47)

야롭슨(1943;

454)

참조.

러시아어의 특수성에

대한 자각은 몇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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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경험적인 확인 이상의 것이 되기는 힘들었다. 반면，

역사-비교 언어학은 이론의 출발점 자체가 개별 언어적인 사실들 사이의 비
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비록 그 출발은 유럽 언어학의 이식이었더라도， 러
시아어에 대한 역사 문법의 확립은 당연히 자신의 대상에 대한 특수성의 명
확한 자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자각은 필연적으로 개별 슬라브어들
사이의 통일성과 차별성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며， 또한 슬라브

어와 다른 인도-유럽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을 수반하는 것

이었다. 이로부터 러시아 언어학은 19세기 후반 유럽의 보펀적인 지적 흐름의
차원에서 스스로 인식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을 대표했던
것이

각각 뽀쩨브냐， 포르뚜나또프， 그리고 보두앵 드 꾸르뜨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작업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은 역사-비교 언어학의

인식적

지평을 넘어서는 새로운 이론적 형식을 지향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만일 그렇다면， 새로운 이론적 지향의 필요성은 어디로부터 발생한 것일까?
그것은 첫째 역사-비교 언어학 내부로부터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주어진 한 언어 요소의 통시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단순히 사실에 대한 기술
을 넘어서 변화의 원인과 내용을 규명하려면 필연적으로 그것이 각 시대마다

다른 요소들과 맺는 관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

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이를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새로운 인식론적 문
제를 들 수 있다. 시대에 따라 기능적으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 어떤 한 요소
에 대해서， 그리고 역으로 형태적 구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어떤 한 기능에 대
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까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들을 통일한
것이라고 여겨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역사주의적인 이론들과는 다른 새로운 이론적 토대가 필요했던 것이다. 아마
도 셋째로는 기존의

학문적 규범을 따르면서도 관성으로부터 벗어나서 새롭

게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에 집착하고자 하는 연구자의 “앓에
알려지고자 하는 것에 대한 욕망"(Libido

Scientiae et

대한 그리고

Sciendi) 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대한 경험적인 검증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연
과학과는 탈리 인문학이나 언어학은 현상에 대한 보다 사실적이고 정합적인

이론조차도 사회나 해당 분야의 실천적 타성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 근본적
으로는 자신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 객관적인 토대가 없
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스탈린주의의 득세와 더불어 마르주의와 같은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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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이 끼어들 여지가 생겼으며， 그 때문에

언어와 이데올로기， 그리고 언어

학 사이에 긴장된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이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복잡하게 서로 얽히게 된 언어학적인 문제들과 비언어학적인 문제들을 따
져봐야 되는데， 이것은 다음 연구의 과제로 미뤄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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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ormations of Linguistic Theories
in the History of Russian Linguistics
From the 16th century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Lee , Kee-Woong

In this work , 1 investigate the formation of linguistic theories in Russia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 during the two periods: one is the period of
traditional grammar, the other is that of historical grammar before
Marrism. With this periodic distinction, 1 try to catch up the èlno1f!μn of
each period by investigating the formation of linguistic theories and
motivating socio-historica1 specifications, and then 1 try to explain the
factors by which the preceding theories were substituted with the
following.
The first authentic Russian traditional grammar by M. V. Lomonosov
improved remarkably the insufficiencies of the Church Slavic Grammar of
M. Smotrickij by his empirical method. But the theoretical conception of
this grammar was very similar to that of Greco-Roman traditional
grammars , which proves that the author ignores the linguistic contributions
of the rational grammar after Renaissance. If the Lomonosovian grammar
failed to explicate the structural particularities of the Russian language, the
historical grammar, initiated by the transplantation of the European
historical comparative linguistics flavored with its romantic nationalism ,
could recognize them fully by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Especially, it was achieved by A. A. Potebnja, F. F. Fortunatov, and
Baudouin de Courtenay. By them also , the Russian linguistics could
approach the structuralist paradigm. This approach , nevertheless , was
forced to take the path of de- Ru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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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presenting the above historical process, 1 focus on the c1i stinctive
frameworks of the various theories and the linguistic trends during the
two periods. And 1 tried to make it explicit how and why these theories
and trends , though partly conditioned by the È1tt01:때n of the given epoch,
motivate the theories to overcome their epistemic iner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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