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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

인 영*

서론

어느 언어나 소유를 표현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고 그 방법은 상당히 다양
하다. 소유는 특정한 어휘나 격을 통해 표현되기도 하고 특정한 구문을 통해

표현되기도 한다. 많은 언어들이 소유표현을 위해 하나 이상의 수단을 가지며
그러할 경우 선택은 다양한 요인들--의미 화용적， 통사적， 형태적 요인들--을
고려해

이루어진다. 러시아어의

경우 소유표현 수단으로는 전치사 y + 생격

명사구를 동반하는 eCTb/제로구문

HMeTb 구문， 그리고 소유대명사/소유형용

사， 생격， 여격 등이 사용된다.

(1) Y HerO eCTb KHHra. / Y HerO KHHra

(2)

‘그(에게)는 책이 있다’

OH HMeeT npaBO rOBopHTb ‘그는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3) 3TO ee/MawHHa KHHra. ‘이것은 그녀의(소유대명사)/마샤의(소유형용사) 책이
다，’

(4)

CecTpa HBaHa KpaCHBa~ ‘이반의(생격) 여동생은 예쁘다’

(5) OH HcnopTHn MHe nnaTbe ‘그는 내(=내게(여격)) 옷을 망쳤다.’

위의 소유표현들 중 소유의 단언을 화행의

일차적 목표로 하는 경우는 (1)

의 y 구문과 (2) 의 HMeTb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에서 좀더 상세히 다루
겠지만， 소유대명사/소유형용사 및 소유 생격의 지시체는 구 차원에서 피소유

물과 소유관계를 형성할 뿐 그것이
아니라 무언가 그 밖의

속하는 문장 자체는 소유관계의

존재가

다른 것→一정체

파악(예문 3) 이나 자질 서술(예문 4)

등 -을 단언하며， 소유 여격 (예문 5) 의

경우에도 대상-객체와의 소유관계는

일차적 화행목표가 아니라 추론에

이차적으로 획득되어지는 것일 뿐이

의해

다. 한편， 러시아어에서 HMeTb 구문은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되므로 --4.1을
보라-- 실질적으로는 y 구문을 소유 단언의 주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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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소유표현에 사용되는 형태들의 대부분이 소유가 아닌 다른 의

미를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이다. 소유 의미는 다른 의미와 병
존하거나 다른 의미로부터

확산되어

얻어진다

러시아어의

경우， 소유대병사

인 ero , ee , 없는 3 인칭대명사의 생격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며， y 소유구문은
존재구문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취한다. 여격은 소유주 뿐 아니라 좀더 자주
는 수용자(Recipient) 나 경험주(Experiencer) 를 나타내며， 생격 또한 소유주 뿐
아니라 행위주나 피의체를 나타내기도 한다1) HMeTb 는 “취하다 (take)" 의 의미
를 갖는 타동사( -HMaTb) 와 동일한 어근을 갖으며 그것으로부터 확산되어 형성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 형태가 소유의 의미만을 갖는 유일한 경우는 접미사
OB 나 -HH (드불게는， -OBC I< HI1, -H I1)를

갖는 소유형용사인데

이것들은

매우

제한된 수의 활성명사로부터 파생에 의해 조어되며 그 쓰임새와 의미도 소유
생격에 비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점차 사라져가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소유표현들 중 가장 주변적 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소유가 일반적으로 자신만의

고유한 표현형태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은 소

유라는 개념 자체가 좀더 원초적인 다른 개념들로부터 나온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와 유사한 주장에 대해서는 Taylor

1996, Heine 1997 등을 보라) .

소유 개념의 형성에 관여되는 개념으로는 존재 및 처소， 행위， 그리고 자질부
가 (Attribution) 를 들 수 있다 .y 소유구문은 존재 및 처 소와， HMeTb 구문은 행

위와， 소유대명사/소유형용사 및 소유 생격은 자질부가와 밀접한 관계에 놓인
다. 소유 여격은 어떤 경우에는 존재 개념과， 어떤 경우에는 행위

개념과 연

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4.3을 보라) .
y 소유구문에

대한 연구는 인간이 소유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표현하

는지를 규명해 가는 긴 여정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y 소유

구문의

심층석

기저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존재

및 처소성의 문제로부터 출발하여 이를 근간으로 eCTb 에 대한 논란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하고자 한다

y 소유구문과 다른 소유표현들← HMeTb 구문， 소유

1) ‘수용자’， ‘경험주’의 정의에 대해서는 각주 (1 5) 플 보라 소유 생격을 사용한 ‘φ。T。

rpaiþH Jl HBaHa" 는 ‘이반이 소유하고 있는 사진’， ‘이반을 찍은 사진’， ‘이반이 찍은 사
진’ 모두를 의미할 수 있다
2) 소유형용사의 예로， OTUOB ‘아버지의’， neTHH ‘페차의’， OTUOBC I< Hlt ‘아버지의’， 깨C 때
‘여우의’ 등을 보라， 소유형용사와 소유 생격의 의미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각주
을 보라

16)

러시아어

여격

구문， 소유 생격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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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는 이러한 목표에

근접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2. y

소유구문과 처소성의 문제

HAVE 가 소유 단언의 주된 표현인 서구어 중심의 학계에서는 전통적으로

소유구문과 존재(혹은 처소)구문을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 왔다. 그러나 언어
보편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언어들에서도 소유와 존재 u처소)를
연계시키려는 일련의 시도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의 주류는 HAVE 와

BE가 결코 독립적인 두 어휘가 아니며， 소유구문과 존재구문， 처소구문이 모

두 동일한 심층구조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q (B ach 1967,

Lyons 1967, Clark 1978, Christie 1970, Freeze 1992 , Kondrashova 1996

등을

보라). 이러한 주장은 소유/존재표현에 BE 를 사용하는 언어들에 대한 연구에
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논 것이다

러시아어에서는 소유의 단언이 주로 “ PP

[y + NP] + (BE) + NP" 의 구문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 PP[P +
NP] + (BE) + NP" 로 일반화시키면 존재구문의 구조와 완전히 일치하므로
소유구문은 암묵적으로 존재구문의

일부로 간주되어왔다. 최근 서구학계에서

는 위에 언급한 동일 심층구조설이 보이는 형식적 추상주의를 개선하는 차원
에서 의미의 은유적 확산 혹은 네트원 등의 방법론을 통해 이 문제에 인지적

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Langacker 1995 , Heine

1997, Voeikova 2000 , Seiler 1982 , Cienki 1995, Clancy 2001 등을 보라).
방법론상의
성이 핵심적

차이는 있지만 위에

언급된 시도들은 모두 소유구문에서

처소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어에서

y 의 기본 의미가 ‘인접 공간’이라는 사실， 즉， 구체적 처소성을 갖는다는 사실

은 이러한 주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6)

MbI nlllellH

y

OKHa

‘우리는 장문 옆에 앉아 있었다，’

y 의 의미가 “인접 공간"(예 6) 으로부터 소유(예 1)로 확산되는 점진적 과정

은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우선， 인접 공간은 그것이 사람일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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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소유하는 전형적인 물리적 공간--주로， 집이나 거주지， 신체→ 의 의미
로 확대된다. “ OH

적인 것이

lI< HBeT

y f1 eTH. ‘그는 페차네서 산다’ 소유되는 공간이 전형

아닐 경우 그것에

대한 구체적

물리적 공간간의 분리가 일어난다，‘때

명시가 펼요해지면서 y 지시체와

lI< HBeT

f1 eTH Ha 3aBOne. ‘그는 페차네

y

공장에서 산다’ 이러한 분리는 y 지시체와 물리적 공간간의

의미적 분리로

확대되어 물리적 공간이 더 이상 y 지시체의 소유공간이 아닌 경우도 가능하
게 되고 이에

따라 y 지시체는 물리적 공간과는 독립적인 독자적 기능을 가

지게 된다 y 지시체는 상황과 유관한 추상적 공간 (즉， 담화공간
미를

이라는 의

획득하게 되고， 대상 객체는 (그것이 속해 있는 구체적 공간 뿐 아니

라) y 지시체라는 추상적 공간 안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결국 y 지시

체의 피소유물로 인지된다.

열핏

생각하면， y 소유구문과 존재구문간의

구조적

병 행성은 명 백해 보인

다. 이 둘은 “처소 NP 十 (B E) + 대상 NP" 라는 동일한 구조를 갖되 처소 NP
의 생명성 여부에 따라 소유구문 및 존재구문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논리로， “대상 NP + (B E) + 처소 NP" 의 구조

를 갖는 경우에도 생명성

여부에

따라 소유-처소구문 및 처소구문으로 구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처소NP + (B E) + 대상NP

Y Yl BaHa eCTb MaWHHa.

‘이반(에게)는 자동차가 있다’

B J< OMHaTe eCTb CaMOBap ‘

‘땅에는 사모바르가 있다’

소유구문
대상NP + (BE) + 처소NP

MaWHHa

y

존재구문

Yl BaHa.

Yl BaH B MOCKBe

‘자동차는 이반에게 있다’

‘이반은 모스크바에 있다’

소유 처소구문

이러한 논리를 통사적으로 접목시킨

처소구문

Freeze (1 992) 는

위의 구문들이 모두 동

일한 심층구조를 갖되 파생과정에서 위 두 구문과 아래 두 구문간에

차이가

유발된다고 주장한다. 즉， 심층에서는 주어 위치 ([Spec ， IP]) 는 비어있고 술어
에

3)

해당하는 PP가 NP 와 P ’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NP 가 한정적이면 그것이

이와 유사한 분류로 Clark (l 978) 을 보라， 아래 도표에 첨부된 예들의 우리말 번역에
서도 “에게”와 “에”라는 조사의
참고하라

차이로써

생명체와 비생명체를 구별하고

있음을

러시아어 γ 소유구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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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소구문을 형성하고， NP가 비한정적이면 그것은 원

위치에 남는 대신 F 가 주어 위치로 이동하여 존재/소유구문을 형성하게 된
다는 것이다 4)

그에게서는 소유-처소구문과 처소구문이， 그리고 존재구문과

(BE) 소유구문이 동일한 것으로 취급된다.l 그러나 그의 제안에서처럼 존재/
소유구문에서 P' 가 주어 자리로 이동한다면 대상 NP 의 주어적 측면→주격과
일치--는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또한， 그의 제안을 따른다면， “ Y MeH 5I B
peBHe eCTb .llaqa. ‘나는 시골에

별장이

.ll e-

있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 Y MeH 5I"와

“ B .llepeBHe" 라는 두 개의 P 가 나란히 두 개의 주어를 형성한다고 하거나， 아

니면， 그것들이

하나의 P' 틀 형성한다고 하여야 할 터인데， 전자의

경우 한

문장이 하나의 주어를 갖는다는 원칙에 위배되며， 후자의 경우 직접적 연관이
없는 두 성분올 하나의
Freeze 식

결점(結點)으로 묶는다는 점에서 자연스럽지

통사적 해결방법의

아가서 자질부여간의

좀더

못하다.

심각한 문제점은 존재/소유와 처소， 나

경계가 인지적으로 불분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원천적

으로 봉쇄되어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Ma뻐Ha y HBaHa ‘자동차는 이반에게 있

다 ”’와 같은 구문은 소유표현인 동시에
KpaC I1 B비e

[J1

a3a

처소표현이라 할 수 있고， “ Y MeH 5I

‘내게는 아름다운 눈이

있다기’와 같은 구문은 소유와 자질부

여의 사이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는데--이 점에 대해서는 3.2 를 보라
적

접근에서는 이러한 중간적

통사

의미틀은 배제되고 전자는 처소구문으로， 후자

는 소유구문으로 단순화되어진다.

“ Y MeH 5I B .llepeBHe eCTb

.lla니 a." 의 문제로 돌아와 보자

“Y

MeH5I"와

“ B .ll epe-

BHe" 가 처소성이라는 자질을 공유하는 것은 사설이다. Freeze 식으로는 이 둘

은 구문 상 동일한 위치를 차지한다. 즉
는 완전히

소유구문과 존재구문은 통사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필자는 이러한 주장에

견해로는 y 소유구문은 존재구문 위에 y 구가 부가되어

반대한다

펼자의

이루어지며

이때 y

구는 뒤따르는 존재구문 전체를 제한시키는 담화공간(Discourse Space , DS)
으로 작용한다

즉， 위 구문은 “ DS[y MeH 5I] + 크 Op[B .ll epeBHe

BE

.lla니a] ”로 이

루어 진

것 으로 보아야 한다( 크 op 는 촌 재 운용자(Existential Operator) , BE 는

eCTb 의

심층형을 뜻한다). Y 구는 뒤따르는 존재구문 내부의 구체적

즉， “ B .llepeBHe"-- 와 달리， 존재구문이

처소

묘사하는 상황을 포괄하는 추상적 공

간이다. 존재구문의 상황은 이 추상적 공간과 관련하여서만 담화적으로 유효

4) Kondrashova(996) 도 F reez e( 1992) 의 pp를 크 P 로 대치한 것 외에는 이와 유사한 견
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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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중립적 맥락의 경우 y 구가 문두에 나타나며 담화주제의 기능을 수행하
는 것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5) 존재구문 내의 처소는 맥락적 유추가 가능하

거나 명백할 경우 표층에서

생략될 수 있다. 예컨대， “ Y MeH ,jj eCTb CaMOSap.

‘나는 사모바르가 있다.’”는 “ Y MeH,jj ~OMa eCTb CaMOSap

‘나는 집 에 사모바르

가 있다.’”로부터 “ ~oMa" 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의 강점은 소유구문과 존재구문의 밀접성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소유구문이 단순히 존재구문과 동일한 것이 아님을 보일 수 있다는 데 있다.
존재가 단언되는 대상-객체는 담화공간으로 제시된 인물과 유관성을 갖는다

는 조건하에서 존재가 단언되는 것이므로 결국 그 인물의 피소유물로 인식되
게 된다. 다음 예들을 비 교해 보자.

(7) a. Y MeH lI CbIH paõoTaeT Ha 3TOM
b. Moìi CbIH paõoTaeT Ha 3TOM

3a BOne.

‘나는 아들이 이 공장에서 일해요.’

‘내 아들은 이 공장에서 일해요.’

3a BOne

화자의 아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진술인 (7-bl 와 달리， (7-a) 는 아

들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 화자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다

있음을 보이고자 한

(7→ al 는 아들에 대한 진술을 화자 자신에 대한 진술의 하부구조로 전환시

킨다.

(7→ a) 와

(7-b) 는

동일한

정보를

전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7-a) 가

(7-b) 로부터 소위 ‘소유주 상승’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어폐가
있다 6) 뿐만 아니라， (7-a) 에서

“ CblH"은 (7-b) 에서와 마찬가지로 문법적

주어

로 작용하므로 y 구가 문법적 주어 자리를 차지하지 않음 또한 분명하다.

(7 → a) 와 같은 구문의 존재는 y 구문이

항상 소유를 단언하는 경우에만 사

용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여기서 화자와 아들간의 소유관계는 화자가 단

언하고자 하는 일차적 목표가 아니다. 단언되는 것은 아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사실이 화자와 어떠한 상관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아들간의 소유관계는 아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발화에

화자와

대해 y 지시체

가 이와 유관한 담화공간으로 작용하면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부산물이다 7)

5)

우리말의 “코끼리는 코가 걸다에서 “코끼리는”이 맘화주제로 작용하는 점과 비교

해 보라 이 문장의 “코끼리는”은 러시아어의 y 구에 상용한다
6) 마찬가지 이유로 해서， “코끼리가 코가 길다”를 “코끼리의 코가 길다”로부터 소유
주 상승이 일어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7)

“Y

MeH .5I 5。깨 T rOJIOBa

‘나는 머리가 아프다’”도 (7-a) 와 동일하게 설명될 수 있다

다만 머리는 y 지시체와 불가분의 소유관계에

놓이므로

*“ 50JIliT

MOll rOJIOBa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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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볼 때， y 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의 확산 혹은 추상화를 겪는다고 할

수 있다.

인접 공간 > 소유되는 전형적 공간

>

담화공간

경우에 따라서는 위 단계들 중 어느 것이 사용된 것인지가 애매할 수 있다

“ y I1 saHa yMepJJa :KeHa ，"는 대개는 “이반은 아내가 죽었다로 해석되지만 드물
게는 “이반네 (집)에서 (누군가의 혹은 화자의) 아내가 죽었다로 해석될 수

도 있다. 즉， “ Y I1saHa" 는 ‘담화공간’일 수도 있고 ‘소유되는 전형적 공간’일 수
도 있다， Isacenko (1 974) 는 “ CeH 'l aC y MapKOSbIX rpl:mrr ，"가 ‘지금 마르코프 부부
는 감기에 걸렸다，(직역. 마르코프 부부(에게)는 감기가 있다)’와 ‘지금 마르코

프네에서는 (사람들이) 감기에

걸렸다， (직역: 마르코프네 (집)에는 감기가 있

다.)’의 두 의미를 갖는 점을 설명하면서 y 구가 전자에서는 ‘함축적

관련’의

의미(펼자의 ‘담화공간’)를， 후자에서는 ‘처소적 (adessive끼oca1)’(필자의 ‘소유되
논 전형적 공간’)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다른 BE-- 즉， 전자에

서는 계사

BE,

후자에서는 존재사

(48 면)， eCTb 가 사용되지

BE-

가 사용된 것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않은 제로구문을 과연 BE 구문(의

변이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는 제쳐놓고 본다 하더라도 그의 주장을 따른다면 “ Y 11

saHa yMepJJa :KeHa ，"의 두 해석간의 차이는 동사 “ YMepJJa" 의 동음이의적 사용
에

의한 것이라는 수긍하기

힘든 결론이

나온다

필자의

견해로는 ‘마트코프

부부는 감기에 결렸다’라는 해석에도 존재적 의미는 존재한다. 다만 여기서는
구체적

처소가 (신체라는 너무 당연하게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생략되었을

뿐이다， y 구를 ‘유관한 담화공간’으로 보게 되면 북부러시아 방언의 “ TyT Y S

OJJKOS llLl eHO , ‘여기 늑대들이 갔다(과거분사 중성 피동형)，"’와 같은 소위 무인
칭 피동구문도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 이 구문은 현대 표준어의 “ BOJJKH

뻐H ， ‘늑대들이(주격) 갔다(복수 과거 동사)，"’와 탈리 결어간 행위에
과적 상태의 존재를 “늑대들”이라는 담화공간 내에 위치시킨다

의한 결

엄격히

말해

서， 이 구문은 “늑대들에게 걸어간 상태가 있다를 의미한다. 이 구문이 늑대
들이 지나간 흔적--예컨대， 발자국- 을 발견한 상황에서 가능함을 보라.

y 의 담화공간적 기능은 “ OH yKpaJJ y MeHR

'l

aCbI , ‘그는 내게서 시계를 훔쳤

머리가 아프다’는 마치 화자와 분리된 머리가 아픈 것처럼
는 점만이 다플 뿐이다.

인식되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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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와 같이 y 구가 탈격 (Ablative) 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설명해 준다 8)

NK

“그가 시계를 훔친” 것은 “나”라는 담화공간 내에서 유효하므로 “나”로부

터 혹은 “나”의

시계를 훔친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다만， yKpacTb ‘훔치다’와

같은 동사와 함께 나타나는 y 구는 어 휘 부에 서 동사의 하부자질 화하면 서

사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점만이

위의

동

경우들과 다를 뿐이다. C[]POCHTb ‘묻

다’， []O-[]POCHTb ‘부탁하다’， 3aH~Tb ‘빌 리 다’， TpeÕOBaTb ‘요구하다’， y3HaTb ‘알

아내다’ 등도 yKpacTb 와 동일한 동사군에 속한다.

결론적 으로， y 소유구문이 처 소성 을 갖는다는 주장이 그르다고 할 수는 없
지만 그 처소성이 결코 존재구문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존재
구문의 처소는 대상이 존재하는 구체적， 물리적 공간을 지칭한다. y 소유구문

은 기저에 존재구문을 포괄하므로 y 소유구문에도 구체적 처소가 포함되지만
이 구체적 처소는 y 지시체가 지칭하는 추상적 공간과는 별개로 존재한다 y
소유구문에는 담화적

처소와 존재적

처소가 병존한다

y 소유구문은

DS +

크 op[LOC (B E) NP] 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y 소유구문의 BE: eCTb 와 제로

3. 1.

BE 의 분류

예문 (l)에서 보듯이， y 소유구문에서는 (존재구문과 마찬가지로) eC Tb가 사
용되기도 하고

그 자리가 비어있을 수도 있다. 고대러시아어에서는 BE 가 계

사 (Copula) 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도 인칭과 수에 따른 활용형들이 사용되었

었지만 현대러시아어에서는 이것들 중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3 인칭 복수형
CyTb 를 제외하면) 3 인칭 단수형인 eCTb 만이 남아 있으며 그것도 주로 존재적

의미로 제한되고 계사로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북부의 일부 방언에서는

e 혹은 eCTb 라는 고정된 형태가 모든 인칭에서 계사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
다. 이러한 방언은 고대러시아어로부터

현대어로 넘어오는 과도기적

상태흘

반영한다 ) 그렇다면 러시아어의 BE 는 심층에 존재한다고 볼 것인가， 아닌가?

8) Isacenko (l 974 ,

46) 에 의하변 인도유럽어에서 y 의 원천이 되는 의미는 탈격이었으나

추후 처소적 (Adessive) 의미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 역사적 과정은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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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Tb 와 제로는 어떠한 관계에 놓이는가?

이 문제에 접큰하는 첫 작업으로

BE 분류의 한 전형적 사례를 예시적으로

분석해 보샤. Evreinov(973) 는 BE 를 일단 계사 BE 와 존재사 BE 로 구분하
고， 계사 BE 를 다시 자질부여， 분류， 정의， 단호한 주장， 동일화， 시간적 정렬

이라는 하부유형들로， 그리고 존재사 BE를 존재， 배치， 소유， 처소의 하부유형
들로 분류한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존재’의 의미는 그의 ‘배치’에
며， 그가 말하는 ‘존재’는 “ EIlHHoporH

eCTb.

해당하

‘일각수는 있다와 같은 소위 ’존

재론적 존재‘를 지칭한다.)
이러한 식의 분류의 특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로는 BE 의 한 표층 형태
로

전제된다

제로와 eCTb 가 과거시제에서는 동일한 형태를

다른 언어들에서

취하며，

제로가

어휘에 상응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전제는 거의 모

BE

든 연구에서 예외 없이 수용되어지고 있다

제로와 eCTb 가 연계되어있음은 분

명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동사가 부재하는 모든 구문

‘봉”’과 같은 병사구문

예컨대， “ BeCHa.

이 과연 심층에 BE를 갖는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서는 좀더 갚이 있는 재고가 요망된다. 여기서는 일단 이 문제는 접어두겠다
이러한 식의 분류의 두 번째 특성은 맥락적 해석 의존성이다. 위의 분류에
서 소유 BE 라 함은 단순히 맥락에 의해서 소유적 해석을 갖는 BE 라는 의미
에

불과하다. 2 장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배치(=필자의

‘존재’) BE로부터

독립

적인 소유 BE 가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제가될 수 있다.

위 분류의

세 번째 특징은 불연속성이다. 위 분류에서 BE는 일단 존재사

BE와 계사 BE 로 나변다. 그러나 존재사 BE 의 하부유형으로 분류된 처소

를 보면 과연 존재사와 계사가 분리되어

있는지에 의문이 생긴다. 엄격히 말

해서， 처소 BE는 계사적이되 그 안에 존재적
있다”는 것은 “무엇이

어디에

BE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무엇이

였다”는 것을 뜻하므로 처소와 존재(Evreinov

(973) 의 ‘배치’)는 그 정의상 불가분의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처
소는

객체에

대해

서술하는 자질일

요?"’라는 질문에 대해 “ Ero

a B

llII< OJl e)

‘그 애는 집에

수

HeT 1l0Ma.

있다. “ Callla 1l0Ma? ‘사샤， 집에

‘그 애는 집에 없다와 “ OH

있지 않다. (학교에

있다 )’”라는 두

능함을 보라 eCTb 가 사용되지 않는 존재/소유구문

존재적

사적

3.2 를

경도를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1973) 는 ‘배치’(펼자의 ‘존재’)와 ‘소유’를 단순히

He 1l0Ma (,

응답이

다 가

이 경우를 “약한 존재/소

유구문이라 칭하겠다 -도 eCTb 가 사용된 경우와 달리

의미로의

있어

의미로부터

계

보라 --Evreinov

존재적 BE 로 분류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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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을 간과한다

듯이

Evreinov

결론적으로， Freeze(992) 의 통사적 접근에서 그러했

(973) 의 나열식 분류에서도 중간적 해석은 배제되어진다.

이러한 점에서는 BE를 하나의

연속체로 간주하고 의미의

통해 넷트원을 구축하는 방식--예컨대，
개선책으로 보인다

Clancy

점진적

확산을

(2001)을 보라--이 좀더 나은

이 경우 어떤 하부의미가 어디에 위치하는가 라는 문제는

상당히 융통성을 갖게 되므로 소유적 의미가 존재적 의미로부터 은유적 확산
을 통해 나타난다든지

약한 존재/소유구문이나 처소구문의 경우 계사적 의미

와 존재적 의미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면， 현대 표준 러시아어에서 존재적 의미로부터 계사적 의미로의
이 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순수한) 존재/소유구문 > 약한 존재/소유구문 > 처소-소유/처소구문

>

자질서

술구문

(이를 보강하면， 존재/소유구문보다 더 왼쪽에 “ Em!H OpOrH

eCTb ,

다”’와 같은 존재론적 구문을， 자질서술구문보다 더 오른쪽에 “ BWlO

‘일각수는 있

XOJIO JlHO

‘추

웠다”’와 같이 시제 표현만을 위해 BE가 조동사로 사용된 구문을 추가할 수 었
다)

3.2.

ECTb 와 존쩨성

전형적으로는， eCTb 는 위 표의 첫 번째 단계에서만 사용되고 나머지 경우에

는 주로 제로가 사용된다， (우리말에서는 마지막 단계에서만 “(이)다”가 사용
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있다”가 사용됨을 고려할 때， 중간단계들에서 어떠한

형태가 사용되는가는 언어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설 때문
에 러시아어학계에서는 eCTb 와 존재적 의미를 연계시키려는 경향이 뚜렷하다

(CeJUl BepCTOBa 1973, naHlle 1981 , Kondrashova
Kondrashova (1996) 은 심층에는 BE 가 존재하지
(E xistential Closure) 을 신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1996을

않으며

보라)，

존재적

예 컨 대，

닫힘

eCTb 가 삽입되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약한 존재/소유구문은 존재적 닫힘을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
된다는 말이
다’는 “ Ee

된다. 즉， “ Y

‘그녀에겐 아름다운 눈이

있

‘그녀 의 눈은 아름답다’와 다르지 않은 셈 이

된

Hee KpaCHBhle fna3a ,

fna3a KpaCHBble ,

러시아어 γ 소유구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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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제 로， lIl aTyHoBcKI ií

간에

변형이

(2000 ,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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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93 , 146)

Kantorczyk

은 이 두 구문

가능하다고 본다) 두 구문은 “ KpaCIIBble" 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

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후자는 그녀의 눈에 대해 그것이 아름답다는 자질을

갖음을 서술하는 반면， 전자는 그녀에게 아름다운 눈이
녀에게 눈이

있다는 사실은 이미

므로 “어떤” 눈이

전제된 사실로서

있음을 단언한다

정보적 가치를 갖지

그

못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발언

의 존재적 성격 자체를 무효화시키지는 않는다.
이러한

설명이

타당하다면

Konclrashova (1996) 의

존재적

주장은 수정되어야 한다

Hee KpaCIIBble r Jla3a." 에서와 같이

서와 같이

닫힘을

맥락이나 상황에

eCTb 의

존재적

조건으로

닫힘이

보는

있더라도 “ y

불가분의 소유관계를 통해， 혹은 예문 (8) 에

의해

대상 지시체의

상부유형의

존재가 전제될

때에는 eCTb 가 사용되지 않는다.

(8)

a. Hropb , 3TO 3aMe l.f aTe J1 bHble iþOTOCHIIMKII , OHII

Y Te6 >1

Ol.f eHb xopowo nO J1y

I.f HJ1 HCb

--lla

I.f TO

TbI, Y MeH >I Bellb

XOpOWH꺼

iþOToannapaT.

‘이고리， 훌륭한 사진이야 아주 잘 나왔는데무슨 소리야， 나한댄 좋은 사

진기가 있다구

b.

’

0993 ,

(Kantorczyk

160에서 재인용)

Y Bac eCTb MaWHHa? --lla , y MeH >I J1 alla

‘당선은 차가 있어요?

네， 제겐 라다가 있어요’

(8-a) 에서는 상황 맥락에 의해 사진기가 있다는 사실은 전제되고 “어떠한”
사진기가 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것을 예문 (9) 와 비교해 보라.

(9)

KaK 061111HO , 꺼 3a6blJ1 CBoii iþoTOannapaT
He BO J1 HyiiC >I,

Y MeH>I

eCTb

XOpOWH꺼

‘어쩌지， 내 사진기를 잊고 왔네

곧 가져올게

’

(Kantorczyk

1993,

iþOToannapaT

꺼

ceii l.f ac npHHecy ero

걱정마， 나한테 좋은 사진기가 있어. 내가

160 에서 재인용)

(9) 에서 수식어 “xopo띠써”는 의미를 거의

잃고 일종의 상투어가 되어 “Iþ o-

ToannapaT" 에 병합되어진다. 여기서 “XOpO Ul째”는 문장 강세를 받지 않는다. 발

화자의 실질적 화행목표는 사진기의 존재를 단언하는 것이지 그것이 좋은 것

러시아연구 재 13권 제 1 호

262

임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다.
(8-b) 의 응답에서는 선행 발화에 의해 이미 존재가 확립된 “Ma뻐 Ha" 를 좀더

상세하게 구체화시켜 “어떠한” 차종이

있는지를 말한다. 즉， 여기서는 명사가

사용되었지만 대상-객체를 구체화시킨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의

그것은 (8-a) 의

형용사와

기능을 한다. (8-a) 에서 “사진기”가 상부유형으로 작용하는 것처

럼， (8-b) 에서는 “자동차”가 상부유형으로 작용한다

상황 맥락에 의해 존재가 전제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경우들의

않는데도 일반적으로 eCTb 가 사용되지

공통적

특정은 (8-b) 에서와 같이

명사가

서술형용사적 기능을 갖는다는 것이다.

(1 0)

a. Y MeH!I p a,'lOCTb. ‘내게는 기쁨이 있다’

b.

Y HerO rOp6HK

(1 0-a) 처럼
명히

드러난다

‘그는 (등) 흑이 있다.’

추상명사가 사용될 경우 명사의

서술형용사적

가능은 좀더

분

“기쁨”은 “기쁜 감정”의 줄임말로 볼 수 있으며 00 ← a) 는 “꺼

‘나는 기쁘다’에 근접하는 의미를 갖는다. OO-b) 에서 “혹”은 “그”를 특

pall.

정짓는 서술적 기능을 담당한다. OO-b) 는 “ OH rop6aT. ‘그는 굽었다’에 근접
한다. 00 ← a) 에서는 ‘감정’， (1 0← b) 에서는 ‘신체적 특정’이 상부유형으로 작용한
다

계사의 경우는 어떠한가? 계사의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대상 객체는 그 존
재가 전제되며

대부분의

계사적

BE 는 eCTb 로 나타나지

lleHT.

‘이반은 학생이다’에서

술이

불가능하다. 계사구문과 약한 존재구문， 그리고 “ XO Jl OllHOI ‘춤네 1"’와 같

이

대상 객체가 존재하지

이반의 존재가 전제되지

않는다. “I1 BaH CTy

않는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않고는 그에

대한 서

대상←객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가 전제되거나， 적어도 그것의 상부유형의 존재가 전제될 때에는
eCTb 가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순수하게
보인다.

뒤집어 말하면， (상부유형의 설정 없

대상 객체의 존재가 단언될 경우에만 eCTb 가 사용되는 것으로

러시아어 γ ’ 소유구문 연구

3.3.

263

ECTb 와 진 리 성

그러나 위와 같이 보더라도 아직 문제가 남아 있다. 드물기는 하지만 계사
이면서도 eCTb 가 사용되는 경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flHHrBHCTHKa eCTb

HayKa. ‘언어학은 학문이다’， “ lleTH eCTb lleTH. ‘아이들은 아이들이야.’” 이

문들에서는 주어가 총류적 NP 로서
eCTb 가 사용 가능하다. 이

예

그 존재가 원천적으로 전제되어지는데도

경우를 예외로 볼 것인가， 아니면， 3.2 의

잠정적

결론은 버려져야 하는가? 이것들을 고대러시아어의 계사적 eCTb 가 보존된 경
우로 본다 해도 왜 이

경우들에만 보존이

가능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eCTb 의 기능 문제로 돌아오고 만다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하나의 BE 가 가능하다면 그 의 미 는 순수하게 존재

도， 순수하게 연결도 아닌， 그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에서， 인도유럽어 BE 의 본래적 의미가 존재도， 연결도 아닌 “ to be true , to

be

so" 였다는 Kahn0966l 의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필자는 BE 의 핵심 적

역할이 논항들 간에 서술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단언의 진리성 확립에 기여하
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9) 단언은

명제의

내용과 그것이

진리임을

밝히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어떠한 객체에 대해 서술하는 경우 객체의 존재는 전제

되므로 서술부가 단언의
다

범주에

포함된

true. 특별히 진리성이 문제되는 경우 가 아니면 술부의

진

리성은 디폴트로 전제되고 술부의 내용이 정보전달의 핵심을 이루게 된다

이

때

As to

핵심을 이루고 서술부만이 진리성의

X, Y is

서술되는

수 없다

As

객체는 존재가 전저l 되므로 그것의
to

내포하고 있기

X, X is

대한 회의는

true는 잉여적이다. 존재는 그 안에

핵심에

존재성

안에

들어가게 된다 진리성이

내포되어

진리성을

단언의

있으므로 진리성

핵심에

그것은 일반 서술구문에서와는 달리 상당한 비중을 갖게 된다
는 단언의 진리성에
용한다. 그렇지

이미

있을

때문이다. 그러나 어떠한 처소에 객체가 존재함만을 단언하는

순수한 존재구문에서는 진리성이

체가 단언의

진리성에

들어

자

있으므로

러시아어에서

비중이 주어질 경우 eCTb 라는 표층형태가 그 신호로 작

않을 경우에는 디폴트로 제로라는 경제적

형태가 취해진다

순수한 존재구문이 eCTb 를 갖는 반면， 계사를 갖는 서숨구문들이 제로를 갖는

9) BE의 기능에 대한 좀더 변띨한 규명은 필자가 준비중인 논문 “ BE에 대하여”에서
다루어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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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러한 논리로 설명 가능하다. 약한 존재구문이나 처소구문은 위에서 밝
힌 것처럼 순수한 존재구문보다 높은 서술성을 가지므로 제로가 사용된다. 한

편， 계사를 갖는 서술구문이더라도 논쟁적 혹은 강조적 맥락에서는 단언의 진
리성에

비중이 주어지므로 eCTb 가 사용된다. 결론적으로， eCTb 는 단언의 진리

성에 비중이 두어졌음을 신호하는 유표적 형태이다.
이러한 결론이 타당한지 몇 가지

예를 통해 검증해보자.

(11) (a) ?“ Y MeH !l eCTb y뻐 ‘나는 귀가 있다’
(b) Y MeH !l ECTb y뻐. !'! He Mory He C lIμmaTb ‘나는 귀 가 있어 못 들을 수가
없다구 ’(대문자논 강세표시)

신제부위가 신체의
알려진

사실이므로

소유주에
Ol-a) 는

의해

불가분하게

일반적으로

소유되어있다는

나타나기

힘든

점은

문장이다

이미

그러나

Ol-b) 에서와 같이 ‘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진리임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맥락에서는 eCTb 가 사용된다.

(1 2) a. Y MeH !l

l1 eTH.

!'! 110 1lll<Ha pa60 TaTb. ‘나는/내겐 아이들이 있잖아요. 나는 일

해야만 해요’

b. Y MeH !l eCTb l1 eTH. !'! 1101lll<Ha pa60 Ta Tb. ‘나는/내겐 아이들이 있다구요
는 일해야만 해요.’ (a , b 모두 CellH8epCT08a (1 973 , 100) 에서 재인용)

나

02-a) 와 02-b) 간에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다. 02-a) 에서는 일해야 하는
이유가 “아이들” 때문인 것으로 표현되는 반면， 02-b) 에서는 그 이유가 아이

들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표현된다. 즉， 02-a) 에서는 “일해야 하는 이유”가
“아이들”의 상부유형으로 설정되어 “아이들”이라는 객체 NP 에 초점이 맞추어

지는 반면， 02-b) 에서는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지

며， 이러한 차이는 제로와 eCTb 를 통해 신호된다

(1 3) !'! CK3all 4TO , H8aH yMeH , H OH H eCTb yMeH ‘내가 이반이 똑똑하다고 했는데
그는 정말이지 똑똑해요.’ "(Chvany

0975, 254) 에서 재인용)

강조 맥 락에 서 사용된 (3) 은 eCTb 가 정 의 구문이 아닌 그 밖의 서 술구문에

서도 사용 가능함을 보여준다. 여기서 eCTb 는 단언의 진리성을 환기시키는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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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한다. 단언의 진리성 강조는 eCTb 에 의해서 뿐 아니라 문장 강세를 통해

서 도 가능하다. 이 예 문에 서 “ OH 11 eCTb YMeH" 은 “ OH YMEH" 으로 대 치 될 수 있
다

(BE 의 표층 형태를 통한 진리성 부각이 불가능한 언어에서는 그 기능이

문장 강세나 양상어 등을 통해서 표현된다 “ He

IS smart." L-j-

“그는 정말이지

똑똑해요를 보라.l 러시아어에서는 문장 강세가 eCTb 에 덧붙어 추가적 강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예문 ll-b를 보라).

eCTb 에 대한 위의 주장은 고대러시아어나 북부러시아방언에서 발견되는 ‘과
거 맥락의 eCTb ’라는 상당히 의외의 구문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4) a. eCTb sepHyJlHcb nOC Jl 8 nJl 8Ha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왔다’

(북부러시아방언， Ky3bMHHa H H8W18H I< 00968 , 149 에서 재인용)

b.

8CTb 6H JlH H rpa6H JlH ‘때리고 강도짓을 했다’

(고대러시아어， Ul 8S8 J1 ësa 0993 , 129) 에서 재인용)

(4) 의

“ 611 Jll1

예문들이

현대 표준러시아어에서는 각각 “ BepHyJlI1 Cb nOC Jl e n Jl eHa ,

11 rpa6l1JlH" 에 상응하므로 이 때 의 eCTb 는 단순히

Ha 11 HeM'I eHKo (l 968 , 15) , 혹은

이 전에

잉 여 적 소사로 (KY3b~n’

존재하던 완료 (Perfectl 의

조동사가

변형된 잔재로 간주되기도 한다 (06HOpCK써， Ky3bM I1 Ha 11 HeM'I eHKo0968 , 155) 에
서

재인용). 그러나 두 번째 설명은 eCTb 가 완료로 보기

제

동사와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151-153) 을 보라). eCTb 를 단순히

신빙성이

힘든 경우나 현재시

떨어진다 (llleBeJlëBa

0993 ,

128,

잉여적으로 첨부된 것으로 보는 견해 또한

언어의 경제성 원칙 상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잉여적 소사로
낙착되었다 하더라도 애초에 아무 동기 없이 eCTb 가 첨부되었다고 보는 것에

는 수긍하기 힘들다

위의 예문들의 eCTb 가 적어도 그 기원 상 현재시제 외에

서도 단언의 진리성이라는 양상의 부각을 위한 신호로 작용한 흔적으로 본다

면 어떨까? BE 의 진리성 확립이라는 양상적 측면과 시제표현적 측면이 현대
표준어 과거시제에서는 6bIJl(j-a/-o/- I1)라는 한 형태에 융합되어있는 반면， 고
대러시아어나 북부러시아방언에서는 양상은 eCTb 로， 시제는

뒤따르는 6blJl로

분리되어 표현될 수 있다고 보자는 것이다.
필자의 가설이

과연 기왕의 가설들과 비교해 개선된 해결책을 제시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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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eCTh 를 존재적 의미와， 제로를 계사적 의미와 연

계시키는 가설은 이미 오류로 판명되었다. 그 외에 대표적 가설들로는 화용적
면모를 중시하는 연구들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접근에서는 eCTh 와 제로간
의

선택의

진술과
f1 aHlle

문제가 부분과 전체， 사실상의 소유와 일시적 소유， 혹은 소개적

단순한

1985,

묘사

Isacenko

서술간의

1974 ,

대립

등으로

1996,

니HH'lne다

51HKO

설명된다 (CenHsepCTosa

2000

1973 ,

등을 보라) .

(1 5) a. Y Hero eCTb cellble B0 J1 0Cbl. ‘그(에게)는 흰머리가 있다.’

b.

Y Hero cellble B0 J1 0Cbl. ‘그는 흰머리가 있다(;:; 그는 머리가 희다)’

(1 6) a. Y Hero eCTb HOBb띠 nJ1 am. ‘그(에게)는 새 우비가 있다’

b. Y Hero HOB뻐 nJ1am “그는 새 우비를 입고 있다’
(1 7) a. ECTb y MaWH llBa õpa Ta ‘마샤(에 게)는 두 남동생 이 있다 ’

b.

Y MaWH llBa õpa Ta. ‘마샤는 남동생 이 둘이 다，’

예문 (1 5) 는 eCTh 는 대상 객체의 일부를， 제로논 전체를 지칭한다는 주장에

서 자주 인용되는 예이다 (Isacenko

CenHsepCTosa 1973 을 보라). 자질에

1974 ,

대한 서술은 일반적으로 대상-객체 전체에 대해 그것을 하나의 전체로 인식
할

때

가능하므로

(l 5-b) 에서는

(1 5-a) 에서는 흰 머리카락이

머리

전체가

흰

것으로

인식되는

반면，

머리카락들이라는 집합에 속하는 일부 구성원으

로서 다른 색깔의 머리카락들도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머리의

일부만

이 흰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CenHsepCTosa 자신이 지적하고 있듯
이， 부분과

전체간의

대럽은 지칭체

지며 수식어를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머리카락들가 다수의

구성원을 가

유효할 뿐 아니라 001 면 l ， 그러한 조건

이 충족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화자가 직접 상대방의

흰머리를 보고 놀란 경

우라면 설제로는 머리 전체가 희지 않더라도 제로로 표현될 수 있다 000 면을
보라). 그렇다면 eCTh 와 제로간의

대립을 부분성과 관련시킨다 하더라도 부분

대 전체가 아니라 부분 대 비(非)부분의

자와 청자가 직 접

대면한 경우에는 이

대립으로 보았어야 옳을 것이다

화

둘이 동일한 객관적 상황 안에 들어

있게 되므로 순수한 존재 단언보다는 서술적 측면--좀더 정확히는， 서술되는
내용에 대한 화자의 평가나 감정적 색채 -에 비중이 주어지는 경우가 빈번하

며 따라서

단언의

진리성에 관해서는 디폴트인 제로가 자주 사용된다. 예문

(1 5-bl 가 그러한 경우이다. 반면， 본 절의

앞부분에서 지적하였듯이， 순수한

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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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에 놓이므로 예문 05-a) 에

서는 eCTb 가 사용되게 된다.

예문 (1 6) 은 eCTb 와 제로가 사실상의 소유와 상황에 의한 일시적 소유 (혹

은 본질과 현상) 간의 대럽을 보인다는 주장에서 인용되는 예이다. 06-a) 에
서는 “그”가 “새
당시

그가 새

우비”의 사실상의

소유주인 반면， 06-b) 에서는 단지

발화

우비를 입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는 것이다. 감정(예문

lO -a) 이나 질병(“Y HerO HeSp03. ‘그는 노이로제가 있다’) 등의 경우 아주 특
수한 맥락을 제외하고는 제로가 사용되는 것도 그것틀이 일시적 현상으로 간
주되 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 된다 (CeJIHSepCTOsa 0973 , 10 1)을 보라). 그러 나 소
유/존재구문은 심층에서 (시공성을 보여주는) 처소 논항을 반드시

갖도록 되

어 있다는 2 장의 주장을 따른다면 eCTb 구문도 진정으로 본질적인， 즉， 시공과
무관한 소유관계를 보인다고 할 수 없다
예문

(3) ,

(4) 와

다 10) 사실상의

같이

진정으로 시공과 무관한 소유표현은

소유대명사/소유형용사나 소유 생격이

소유와 일시적 소유간의

쓰여진

경우이

대립은 특정한 맥락， 특정한 지시체

에 의해 이루어지는 해석상의 문제일 뿐이다. 비근한 예로， “ Y Hero KpaCHSble
rJIa3a." 는 일시적 소유가 아니지만 eCTb 가 볼가능함을 보라 06-b) 는 객관적
인 존재단언을 통해 진리성을 부각시키는 06-a) 와 달리 화자가 직접 상황과

대면한 경우로서 여기서는 “우비”라는 상부유형의 존재가 전제되어지고 “ HOSbI
때”라는 서술적 수삭어가 부각되므로 진리성

변에서

디폴트인

제로가 사용펀

것으로 섣명될 수 있다(예문 lO -a) 에 대한 설명도 참조하라).
끝으로， 예문

(7) 을 보자. 07-a) 는

앞으로 “두 남동생”에

대해

이야기를

전개시키기 위해 담화 첫머리에서 그들을 소개시키는 기능을 하는 일종의 선
행발화로 사용된다. 담화 첫머리에서

앞으로 이야기되어질 존재를 소개하기

위해 그 존재를 단언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며 존재단언의 사실성은 eCTb 로 표
출된다

(이야기체

첫 머리 존재구문의 eCTb 는 전형적으로 문두에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07-b) 는 “ CKOJIbKO Y Ma뻐 6pa Tb es? ‘마샤논 남자형저l 가 몇입니

까?’”라는 가상 질문에
라는 수에

초점이

대한 응답으로서 남자형제의 존재는 전제되고 “둘”이

맞추어진다. 즉

수사가 서술적으로 사용되면서

그것에

초

10) 시공성과 관련하여， 소유대명사/소유형용사 및 소유 생격과 eCTb 구문의 관계는 존
재콘석 구문과 존재구문의 관계에 상응한다 “E때HoporH cymecTByeT/ecTb

‘일각수

는 존재한다/있다”’와 같은 존재론적 구문은 시공성과 무관하게 존재 여부플 단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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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주어져 단언의 진리성에

있어 디폴트인 제로가 사용된다. 이와는 달리，

(l 7-a) 에서 수사는 서술적이 아니라 제한적 기능을 가질 뿐이다(예문 9) 를 참

조하라). eCTb 와 제로가 소개 기능과 묘사 기능간의 대립을 보인다는 주장은

그 자체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야기체 담화에

한정되는 기능으로서

eCTb 와 제로간의 대립을 극히 부분적으로 설명해줄 뿐이다.

eCTb 와 제로가 보이는 부분과 전체， 사실상의 소유와 일시적 소유， 혹은 소
개기능과 묘사기능간의 대립은 모두 단언의 진리성을 부각시킬 것인가， 말 것
인가라는

화자의

(Conversational

결정이

구체적

Implicature) 에

맥락에서

불과하다. 위의

가질

수

대립들이

있는

회화적

함축

계사로 사용된

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이러한 대립에 기초한 가설들의

eCTb

맹점을

보여준다.

4.

다른 소유 표현들과의 비교

4. 1. HAVE(뻐 e Tb) 구문
소유를 표현하는 주된 방법에 따라 언어는 크게 BE유형과 HAVE 유형으로

나번다. 예컨대， 러시아어와 우리말은 전자에， 영어는 후자에 속한다. BE 언어
에서도 HAVE 가 사용되지
저히

떨어지고 어체 면에서 편중성을 보이며

적으로만 사용된다
서

않는 것은 아니지만 BE 에 비해 사용빈도수가 현

러시아어의 경우，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제한

HA VE(HMeTb) 는

학술 및 공식적 어체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구문 상 BE 가 불가능한 경우(“Haßo

‘돈을 가져야 한다.’")나 비생명체에

HMeeT ßsa KnanaHa.

본질적으로 포함된

HMeTb ßeHbrH

대상의 표현(“ Cepm..\e

‘심장에는 두 개의 심장판이 있다’ / 심장은 두 개의 심장

판을 가지고 있다’)에만 사용되는 등의 제한성을 보인다.

BE 에 의한 소유표현은 소유가 근본적으로 존재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누가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디에 무엇이 있다”의 연장
선상에 있다. (y 소유구문이 존재구문 위에 y 구가 부가되어 이루어진 것임을
상기하라.) 한편， HAVE는 “행위주 행위 피의체”의

논항구조를 갖는

행위모

텔을 벌어 소유를 표현한다. “누가 무엇을 취한다”는 것은 “누가 그것을 소유

V’

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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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됨”을 추론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누가 무엇을 소유한다”

는 것은 누가 무엇을 취하는 행위의 결과일 수 있다.
BE와 HAVE는 소유표현 뿐 아니라 존재표현에서도 공존한다. 인도유럽어

의 존재표현에는 주로 BE 가 사용되지만 프랑스어， 스페인어， 불가리아어 등에
서는 HAVE가 사용되기도 한다. “ il

어의 예 “ Cepllue

y a ... ",

개ay ”， “ ima"

위에 인용한 러시아

HMeeT llBa K JlanaHa." 와 같이 HAVE 가 비생명체 주어를 가지

는 경우도 실은 존재표현으로 볼 수 있다(우리말 번역을 참조하라). 러시아어
에서는 HMeTb 에

재귀사인

-C~ 가

첨부되어

BE를 대신하기도 한다: “ 311eCb HMe~TC~

러시아 역사에 관한 책틀이

조어된 HMeTbC~ 가 존재표현에서

KHHrH

0

pyCCKOH HCTOpHH.

‘여기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어 차원에서 뿐 아니라 어

체적， 의미적으로도 씨eTbC~ 는 명백히

이차적이다

HMeTbC~ 는 공식적

어체에

서만 사용되며 발화시점시 대상으로의 접큰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만 쓰일 수

있다 (naHlle 1988을 보라). 이상을 볼 때， 존재표현에서 HAVE는 BE 에

비해

제한적이고 이차적이다

소유표현이 존재모델을 취하는가， 행위모델을 취하는가의 문제는 궁극적으
로 관점과 관련되어 있다. 인간을 사고의 중심에 놓고 그의 의지를 사건의 원
동력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인간이

행위주로서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행위모

델을 취하게 되는 반면， 인간 밖의

세계가 인식의 중섬에 놓이고 인간은 그

세계의 수용자 혹은 경험주로 인식되는 경우 존재모델을 취하게 된다 1 1)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유를 표현하는 BE 와 HAVE 는 유사성을 보이

는 것 이 사실 이 다. 소유구문의 BE와 HAVE는 둘 다 “소유주 -BE!HAVE- 피
소유물”의

의미구조를 갖으며， 둘 다 중립적

맥락에서는 소유주가 문두에서

담화주제를 표현하고 피소유물은 초점의 위치를 차지한다. HAVE 는 행위모델
을 취하지만 일반적 행위모델과 탈리 (그러나 BE 와 유사하게) 피동화가 불가
능하며， BE 는 일반적

비행위주 관점의

구문들과 달리

(그러나 HAVE 구문과

유사하게) 사람(소유주)을 문두의 화제 위치에 놓는다.

많은 언어들에서 HAVE와 BE 가 매우 유사한 진화과정을 보이는 점도 이

11) 필자는 존재모델이 행위모델보다 발생적으로 선행하며， 소유와의 문제에서도 존재
모델이 행위모델보다 좀더 직접적 관계에 놓인다고 생각한다

간의

행위모텔은 두 논항

인과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존재모댈보다 추상화된 사고를 요구하며， 행위

모델을 통한 소유표현은 추론이라는 복잡한 사고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Heine( 1997) 은 존재모델이 행위모델보다 선행한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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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간의 밀집성에 대한 간접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이것들은 둘 다 소유나 존

재표현을 넘어 시제나 양상을 표현하는 조동사나 양상사로까지 발전한다. 러
시아어를

예로 틀변， BE가 미 래시제의

다.’)으로， 혹은 양상사(“ 51

표현(“ 6YllY 4μTaTb ‘나는

3an J1 aTH J1 6bIJ10 lleHbrH.

읽을

것이

‘돈을 지 불할 뻔 했다 ”’)로도

기능하며， HAVE가 (문체적으로 매우 유표적이긴 하나) 양상적 의미를 곁들
인 미 래 표현(“ 3aBTpa

‘내일 집회가 있을 것이다/있도록

HMeeT 6hlTb C06paHHe.

되어있다’)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HAVE 언어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 예
로， 영어에서 be와 have가 둘 다 분사형 앞에서는 조동사로， 부정사와 함께는
양상표현에 사용됨을 참고하라.)

이 러 한 사실들을 근거로 하여 Freeze(992) 는 BE 구문과 HAVE 구문이 동일
한 심층구조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21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BE 구문의 섬층에는 문법적 주어 자리가 비어있고 이 자리를 채우
기 위해

LOC)
성으로
게

PP

내 NP가 상승하면 처 소구문，

PP

P’

(즉，

전체가 상승하면 존재/소유구문이 되는데， 여기에 덧붙여 세 번째 가능

P’

내 NP 만 상승하면 남아있논 P 가 1nfl 에 병합되어 HAVE 를 형성하

된다는 것이다. HAVE가

BE

+ P 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포르투갈어나

Khalkha 어， Luo 어 등에서 소유가 “ X( 소유주)
취하는

내 (P+NP로 이 루어 진)

점(Heine

1997,

54) 을

고려하면

is with

수긍이

Y( 피소유물)"익 형 태를

갈만한

가설이긴

하지만

HAVE 구문의 주어 NP 와 BE 구문의 P ’가 동일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는 것

은 신빙성이 약하다. HAVE 의 주어 NP는 주격으로서 HAVE 와 문법적 일치
를 보이는 등 병실 공히 문법적 주어의 역할을 하는 반면， BE 구문에서 주격
으로 나타나고 일치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대상 NP 이다

물론， 이때 대상

NP

도 어순이나 조정， 결속성 변에서 완벽한 주어가 아니며 이 점에서는 P' 가 주

어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P ’가 이동에 의해 주어 자리를 차지한다고

보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것은 담화주제로서 뒤따르는 문장 위에 부
가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주어와는 별개의

를 차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펼자의

[Spec ,

([Spec ,

CP] 와 같은) 독립적 위치

견해로는

[Spec , 1P]

뿐 아니라

CP] 도 조정 , 결속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BE 구문과 HAVE 구문이 동일한 통사적 심층구조로부터 파생된
다는 주장은 BE 와 HAVE 의 유사성

및 상보성을 고려할 때 매력적 시도임에

는 분명하지만 동시에 신빙성이 약한 부분이 남아 있다 소유를 표현하는
구문과 HAVE 구문간의

유사성 은 통사구조보다는 의 미 구조의

BE

유사성 속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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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칠 수 있다. 통사구조는 이미 그것들이 각기 다른 모델을 취했음을 보여

준다， BE 는 존재로부터 소유로， HAVE는 행위로부터 소유로 (그리고 몇몇 언

어들에서는 다시 존재로) 확산되는 사고과정을 보여준다.

4.2.

소유 여격

러시아어의 y 구는 많은 언어들에서 여격에 상응한다· “ Syn mi studuje v

Moskve

‘나는(여격)

아들이

모스크바에서

공부합니다.’"(체코어，

Isacenko

1974, 61 에서 인용)， “ Péter-nek van kar-ja- 0 - 0 ‘피터에게는(여격) 팔이 있
다.’"(헝가리어， Szabolcsi 0981 , 276) 에서 인용)， “ mihi est liber. ‘내게는(여격)
책이 있다.’"(라틴어， Heine 0997 , 32) 에서 인용) 등을 보라 12)
러시아어 내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격과 y 구간의 상호대체 가능한 것
처럼 보이기도 하다.

(1 8) HaM eCTb 4TO

e aTb , ~y Hac eCTb 4TO

Ll Jl

(19)=(6) OH HCnOpTH Jl MHe

nJl aTbe ，드 OH

Lle Jl aTb ‘우리(에게)는 할 일이 있다’

HCnOpTH Jl y

MeH꺼

nJl aTbe

‘그는 내(=내게(여격)) 옷을 망쳤다’

이상의 사실틀은 소유를 표현하는 여격과 y 구간에 의마적
을 것임을 시사한다，

공유자질이

있

Jakboson0936/197 l) 식으로 말하자면， 소유 여격과 y 구

는 둘 다 묘사되는 상황에 “주변적으로” 관련되는 참여자를 지칭한다 13) 그러

12) y

소유구문의 소유주는 우리딸에서 “는” 혹은 “에게(는)"에

흑은 담화주제를 신호하는 조사이다
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에게”의

있을 수 있다. “나에게

상응한다

경우에는 그것이
책이

“는”은 화제

여격인가， 처소격

있다”와 “책상 위에

다”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에게”와 “에”는 둘 다 처소격 (adessive) 이되

책이

었

생명성에

따라 다른 형태가 쓰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나타나는 “에게”는 여격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BE 외의 동사와 함께
Gerdts and Young(1989) 는 “에

게”와 “에” 둘 다를 여격으로 간주한다. 다른 한편으로 BE와 함께 나타나는 생명
처l 가 여격을 취하는 언어들과의

연계를 고려하면 BE와 함께

여격으로 간주하는 것이 나아 보인다

나타나는 “에게”도

이 경우에는 BE가 생명체의 경우에는 여격

을， 비생명체의 경우에는 처소격을 취하는 것이 된다

참고로， 에스토니아어에서는

생명체나 비생명체나 동일한 형태를 취하는데 Lehiste( 1969) 는 이를 구분하여 생명
체는 여격으로， 비생명체는 처소격으로 간주한다

13)

처소격과 여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각주 (1 2) 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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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두 경우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Y 소유구문에서 y 지시체는 상황이
일어나는， 혹은 적어도 상황과 관련된 공간인 반면， 여격 병사구의 지시체는
상황을 수용하거나 경험하거나 적어도 상황과 이해가 관련된， 즉， 상황의 영
향을 받는 사람을 지칭한다. 여격은 y 의 경우와 탈리 [+방향성]을 갖는다

상

황은 여격 지시체를 향한다. 예문 (1 9) 에서 여격이 사용된 경우에는 옷을 망
친 행위가 여격 지시체를 향하고 있고 여격 지시체는 그 행위의 영향을 입는

다. 예문 (1 8) 에서도 여격 지시제는 주어진 상태의 영향을 받는 자로 묘사된
다. 두 경우 모두 지시체가 영향을 입는 대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으로 묘사되는 y 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 14)

소유 여격은 소유대명사와도 차이를 보인다. 예문 (9) 를 예문 (2이과 비교
해 보자.

(20)

OH HcnopT띠 Moe nJl aTbe. ‘그는 내 옷을 망쳤다’

소유대명사에 의한 소유가 사실상의 소유를 표현하는 것과 달리 여격에 의

한 소유는 일시적 소유로 이해된다. (20) 은 다른 사람이 내 옷을 입고 있는
경우이더라도 해당되지만， (9) 는 내가 그 옷을 입고 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20) 에서 영향을 입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옷이며， 소유대명사에 의해 명시

되는 나와 옷간의 소유관계논 어떤 맥락에서건 취소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9) 에서는 나와 옷간의 소유관계가 추론에 의해 이차적으로 얻어진다. “그는
내게 사과를 주었다에서 행위의 수용자인 “나”는 (그 행위가 성공적으로 수

행된다면) 결과적으로 사과의 소유주가 되므로 일반적으로 여격과 소유는 함
의관계를 갖지만 “그는 내게 사과를 주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와 같은 경

우도 가능함을 고려하면 그 함의관계는 회화적 추론에 의한 것임이 드러난다.

언어에 따라서는 여격이 구 차원에서 소유를 표현하기도 한다. 교회슬라브
어의끼Hue OTbUIO MH ‘나의 아버지의 얼굴”’ (Lunt 0974 , 132) 에서 인용)， 헝가

리어의 “ Péter-nek a kar-ja-j- 0
서

‘피터(여격)의 팔들’ (Szabolcsj 0981 , 265) 에

인용)을 보라. 이 경우 여격은 두 NP 간의 관계를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

14) “ OH OTpe3a Jl MHe pyKy. ‘그는 내 손을 잘랐다’에서와 같이 대상불과 소유주가 불가
분의 소유관계에 놓여 있어서 소유주가 행위를 입는 것이 명백한 경우 여격만 가
능하고 Y 는 불가능함을 보라. 한편， “ OH yKpa Jl y MeH~ qacμ， ‘그는 내/내게서 시계
를 훔쳤다”’에서와 같이 y 구가 탈격의 의미를 갖을 때에는 여격은 볼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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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슬라브어의 “ llPyrb MH ‘내(여격) 친구’”는 “MOη llpyrb ‘내(소유대명사) 친

구”’와 달리 엄격히 말해서 “내게 친구”를 뜻한다. 소유 여격에서 한 걸음 더
확대된

관련자 여격(Dative Ethicus) 은 관계성이

반드시

소유를 함의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 CbMOTpH )((e 써 3bJl OlltHCTBO HXb ‘저를 보시어(여격) 그자들

의 악행을 살피소서’"(교회슐라브어，

Lunt 0974 ,

132) 에서 인용)를 보라.

여격은 어느 경우에나 [+방향성]을 갖지만 수용자， 경험주， 소유주， 관련자
의 순서로 “영향입음”의 정도는 낮아지고 의미적 개연성 및 부가어적 성격은
높아진다 15) 그 과정은 2 장에서 y 구의 의미가 구체적 처소로부터 담화적 공

간으로 확산되면서 애초의 공간적 의미가 희석되어 가는 과정과 흥미로운 병
행성을 보인다.

y 전치사구[+처소성]

>

인접 공간

소유되는 전형적 공간

>

(담화공간으로서의) 소유주

>

(담화공간으로서의) 관련자 (이 위계는 2 장의 위계를 좀더 정교화시킨 것엄)

여격: [+방향성]

수용자 > 경험주

> 소유주 >

관련자

이상에서 내려지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 y 구와 여격은 둘 다 소유를 표현

할 수 있지만 두 경우 모두에서 소유는 연상에 의한 의미 확산 과정 중의 어
느 한 단계에 해당할 뿐 원천적 의미자질이 아니다. 소유표현에 있어 이 둘이
보이는 미묘한 차이는 [처소성]과 [방향성]이라는 원전적

의미자질의

차이에

기인한다.

4.3.

소유 생격

및 소유대명사/소유형용사

지금까지 논의한 y 소유구문이나 HMeTb 구문， 여격 소유구문과 달리 소유 생
15) “수용자”란 “ OH na Jl MHe ~6JlOKO ‘그는 내게 사과를 주었다”’에서와 같이 여격의 전
형적

의미로서

다”’，

“ MHe BCrrOMHH Jl aCb MOCKBa

행위를 수용하는 자를 뜻한다

“경험주”란

“ MHe XO JlOnHO.

‘나는 춤

‘나는 모스크바가 회상되었다’에서와 같이 주어진

상황-상태를 경험하는 자를 뜻한다 수용자는 외부로부터의 행위를 피동적으로 받
아들이기만 하는 반면， 경험자는 외부적 상황을 받아들이되 감지적 측면에서는 어
느 정도의 능동성을 동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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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나 소유대명사/소유형용사에

의한 소유는 명사구 차원의

문제이다

따라

서 여기에는 시공성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K뻐ra Maum" 혹은 “ MaUlIiH a KHH
ra" 는 마샤가 책의

사실상의

KHHra MaUIH. ‘지 금 내 게

소유주임을 뜻한다

마샤의

책이

그러므로 “Ce빼 ac y MeH 5I

있다’와 같은 구문은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상의 소유주와 현재적 소유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구 차원의 소유표현이 포함되는 구문 자체는 소유관계가 아닌 그 밖의 다
른 것을 단언한다

(2 1) a. 3TO I< Hllra Maw lI. /3TO MaWIIHa I< Hllra

b.

llOM Maw lI -- HOBb떠

C. 3Ta I< Hllra -- MO Jl

‘이것은 마샤의 책이다’

‘마샤의 집은 새 것이다.’
‘이 책은 내 것이다.’

예문 (21-a) 는 “니 b51 3TO KHHra? ‘이 것은 누구의

책 인가?"’의

답일 수 있다

선행하는 물음에 의해 책이 누군가의 것이라는 사실은 전제되고 (21-a) 는 그
것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정체파악의 기능을 한다. (21-a) 가 “니 TO 3TO? ‘이것이
무엇인가?"’의

응답일

경우이더라도 그 “무엇”이

“책”임을 밝힌다는

점에서

정체파악의 기능을 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이때 소유 생격 및 소유대명사/소유
형용사는 “책”을 한정시키는 기능을 할 뿐이다. (21-b) 는 마샤가 집을 소유하

고 있다는 사설은 알려진

정보로 전제하고 그 집의

누군가의

것이라는 사실은

자질에
전제되며

대해 서술한다.

(21-c) 의

경우에도 책이

소유주의

정체이다. 즉， 소유 생격이나 소유대명사/소유형용사를 포함하는 문

장은 정체파악이나 자질서술의 기능을 갖는다. 소유주의

단언되는

정체는 이미

것일 수도 있고 새로운 정보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정보일

것은

알려진

경우에조차도 소

유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원천적으로 전제되어진다*“Y MeH 5I eCTb
MOH 2l0M. *‘내게는 나의

집이

있다.’”가 (논쟁적 맥락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한

것은 이미 소유가 전제되어진 것에 대해 소유를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16)

16) “ MaWIIHa I< Hllra" 가 ‘마샤가 소유하고 있는 책’만을 의 미 하는데 반해， “I< Hllra Maw lI"는

그것 뿐 아니라 ‘마샤가 쓴 책’을 의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상의 차이 뿐 아
니라 “I< Hllra Moero 6paTa ‘내 남동생의

책”’과 같이 수식어가 있는 경우는 소유 생

격의 소유대명사화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 ero I< Hllra ‘그의(소유대
명사) 책’”이 “I< Hllra ero ‘그(인칭대명사)의 책”’으로부터 이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

로 보는 것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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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다음 예문들을 비교해 보자.

(22) a. Y MeH 5I crope J1 ,'lOM ‘I have a house burned ’ ‘나는 집 이 불탔다.’
b. Crope J1 Moìi ,'lOM “ My house (has) burned.' ‘내 집 이 불탔다 ’

(22-b) 에서

“집”은 “내”라는 소유대명사에

의해

한정된 개체로서

(22-b) 는

불탄 것이 “내 집”이라는 한정적 개체임을 서술한다. 반면， (22-a) 는 집이라는
집합에

속하는 임의의

구성원이

불탔다는 사실을 “나”라는 담화공간과 연관

시킴으로써 그 집을 “내 집”으로 재해석시킨다. 즉

담화공간의 제약성이 자동

적으로 y 지시체와 객체 간에 소유관계를 형성시키고， 이에 따라 껴OM" 이 갖
는 애초의 비한정성은 “ y MeH 5I"에 의해 한정성으로 전환된다 17)

예문 (22-a) 와 같은 y 구문의

경우 비한정적 NP 가 추론적으로 소유관계를

획득함으로써 이차적으로 한정적 해석을 받게 되는 반면， (22-b) 에서 소유 생
격이나 소유대명사/소유형용사는 그것 자체가 NP 에 한정사로 작용한다는 차

이가 있다

(22-a) 는 명백한 어휘의마를 갖는 비(非)BE동사에 의해 표현되는

행위를 단언한다는

점에서는 BE 구문과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동사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적 상태， 즉， 완료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존재하는

상태”를 표현하는

BE

존재/소유구문에 근접한다. 예문 (7-a) 와 같이 현재시제

가 사용된 경우에도 행위성은 축소되고 지속적 상태의 의마를 띤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행위의

Operator , Sop) 가

상대화가

구문을

일어난다. 행위의

결속함으로써

Sop[cropeJI llOM] 으로 볼 수 있다
게

상태화는 상태운용자 (Stative

일어난다.

(22-a) 는

DS[y MeH 5I]

+

(예문 14 의 무인칭 피동구문도 이와 유사하

설명될 수 있다 ) 2 장에서 “ Y MeH 5I B llepeBHe eCTb llal.J a." 가 DS[y MeH 5I]+

크 Op[B llepeBHe

Sop 는

BE

lla l.J a] 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보았던

점 을 상기 해 보라.

크 op를 포괄하므로 넓은 의미에서 y 구는 Sop 에 의해 결속되는 구문

에 부가된다는 결론에 도탈한다

이

점에서 y 구문은 소유 생격이나 소유대병사/소유형용사가 사용된 구문

파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소유 생격이나 소유대명사/소유형용사가 사용된 구

17) “ nOM y MeH 5I

cropeJ1."의 어순을 취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lOM" 이 문두로 이동하여
다플 뿐이다.

또한，

“Moìi ,'lOM

이차적으로 화제의

cropeJ1."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

경우도 화제 평언구조만 다룹 뿐 “MO따

lIOM" 이 한정 적 이 라는 점 에 서 는 (22-b) 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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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Sop 에 의해 결속되지 않는다. 그것들은 구 차원에서 (소유라는) 관계 밝
힘을 통해 NP를 한정시키는 것으로 그 역할이 제한된다.

5.

결론

지금까지 논의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Y 소유구문의 구조를 존재구문의 그것과 동일하게 보는 견해나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견해는 모두 문제점을 갖는다 .Y 소유구문의 y 구는 구체
적

처소를 함축하는 존재구문 위에 부가되는 추상적

처소， 즉， 담화공간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eCTb 와 제로의 대립을 존재적 닫힘 여부나 부분과 전체간의 대립 혹은
사실상의

소유와 일시적 소유간의

대립으로 보는 견해 등은 부분적 설명만

제공해 준다. 필자의 견해로는 eCTb 는 단언의 진리성을 부각시킬 펼요가 있을
경우--즉， 순수한 존재단언이나 논쟁적 혹은 강조적 맥락의 경우→- 사용되며
그렬 필요가 없을 때에는 디폴트 형태인 제로가 사용된다고 보는 것이 좀더
보편적인 설명이 될 수 있다.

3.
로써

(I)에

Y 소유구문은 (I)존재모텔에 의거하되
(3) 소유를 단언한다는 점에서

의해

행위모델을

HAVE 구문과 차별화되고

이용해

(2)

Y 구를 담화공간으로 인식함으

다른 소유표현들과 차별화된다

소유적

해석을

추론에

의거해

y 구문은
도출시키는

(2) 에 의해 [+방향성]을 갖는 소유 여격구문과 차별

화되며， (3) 에 의해 소유관계의 존재를 전제하는 소유 생격 및 소유대명사/소

유형용사 동반 구문과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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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Y ’ Possessive Construction in Russian

Lee , In-Young
The structure of possessive construction has been considered either as
same as that of existenti허 construction or as total1 y different from it. In
this paper, PP with ’ y' in Russian possessive construction is considered as
discourse space, in relation to which existential cI ause contained in
possessive construction is interpreted. PP with 'y' as discourse space
represents an abstract location in contrast to a concrete location involved
in existential construction. An imate discourse space is interpreted as
possessor of an object existing in some concrete location.
As for the selection between 'eCTb' and zero in γ possessive
construction, there have been hypotheses based on the existence of
existential cIosure, or on the opposition of part vs. whole, or factual vs.
temporary possession , etc. , which provide only partial explanations for the
phenomenon. This paper offers a more general explanation: 'eCTb' is used
when the speaker has an intention to focus on the truth-value of the
assertion. For example, it is used in pure existential sentences or in
polemical anψor emphatic contexts. Otherwise, zero is used as defaul t.
γ possessive construction has a distinctive status among possessive
expressions. (1) It is based on ExistentiaI Model and in this sense, it is
distinguished from HA VE( =’ HMeTb') possessive construction, which makes
use of Action ModeI. (2) PP with ’ y' as abstract location is different from
Possessive Dative, which is interpreted as an affected being due to its
feature [+Directedl (3) γ possessive construction asserts the possessive
relationship , in distinction from the construction with Possessive
Genitive/P ossessive Pronoun/Possessive Adjective, which presuppose (and
do not assert) the existence of possessiv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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