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 시 아어 ‘NPl-(BE)-NP2’ 구문 다시 보기 

이 인 영·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NPl- (BE)-NP2’ 구문(이하 ‘NPI-NP2’ 구문으로 표기)에서 주 

어 (S)I술어 (P)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들에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조망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1) 이러한 연구는 ‘NPI-NP2’ 구문이 ‘NP-VP’ 

구문과 원천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나아가서 ‘S-P’ 모형에 입각한 보 

편적 문장유형론을 재조명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 

해， 본 연구는 우선 S/P 논의에서 핵심으로 부각되는 일치의 문제에 대한 고 

찰에서 출발해， ‘3TO-NP’구문(이하 3TO구문으로 표기)과 NP만으로 이루어진 

구문 (이하 NP구문으로 표기) 간의 유사성 및 ‘NPl-3To-NP2’ 구문과 ‘NPl 

-NP2’ 구문의 유관성 을 검 토하고， 이 를 바탕으로 ‘NPI-NP2’ 구문의 재 구과 

정을 추적한다. 아울러 ‘NPI-NP2’ 구문에서 격의 문제에 대한 재조명도 시 

도될 것이다. 

11. 문제 제기 

‘NPj-NPz’ 구문의 S/P 문제에 대한 기존 견해들은 상당히 다양하다. 

(1) a. Ka6HHeT 6b1J1 60JlbWa51 KOMHaTa. ‘서 재 (m)는 큰 방(f)이 었다(m).’ 

(Crockett(1976: 407))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본 논문에서는 부정사도 NP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Ol< a3 b1B aTbC5I와 같은 유 

사BE 동사나 무(無)도 BE에 포함시켰다. NPj , NPZ의 숫자는 표층에서의 선형적 순서 
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 설명이 없을 경우 중립적 맥락에서의 순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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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KaÔHHeT ÔblJla ÔOJlbWa51 KOMHaTa. ‘서재 (m)는 큰 방(f)이었다(f).’/ ‘큰 방 

이 서 재 였다.’ (Crockett(1976: 406)) 
(2) a. 3TO OKa3aJlaCb HOBOCTb. ‘그것은 ‘노보스치’[세제의 상표명](f)로 드러났 

다(f).’ (Nich이s (1 981: 51)) 

b. 3TO ÔMJla HOBOCTb ~J151 MeH5I. ‘그것은 내게 뉴스(f) 였다(0.’ 

(Crockett (1976: 425)) 

Crockett(1976: 406-407)은 O-a)에서는 “Kaõ뻐eT”를 S로， (1 -b)에서는 “OOJIb삐aR 

KOMHaTa”를 S로 간주하는 반면， IIlBe.llOBa H .llP.( 이 하 IIlBe.llOBa로 표기 ) 0982: 

284)에 의거하면 두 문장 모두에서 S는 “KaÕHHeT" 이다. 한편， Nichols0981: 51)와 

Kp뼈*KoBa(l968: 214)는 (2-a)류의 “3TO"를 S로 간주하는 반면， Crockett0976: 

425/427)에 의 하면 (2-b)의 S는 “HOBOCTb”이 다. 그런가 하면， Chvany(1975: 169) 

는 (2-b)에서 “H。BOCTb”는 심층의 S로， “3TO"는 표층의 S로 볼 것을 제안한다. 

이렇듯 이견이 표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구문 내 두 NP가 격 형태 상 변별 

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어에서는 주격이 주어성 판단의 

최우선 요인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NP1-NP2’ 구문에서는 두 NP가 모두 ‘주 

격’ 형태를 취할 수 있으므로 격 형태가 더 이상 주어성 판단에 유효하지 않 

게 된다.2) 이러한 문제 때문에 ‘NP1-NP2’ 구문에서는 주어성 판단의 기준으 

로 일 치 (Crockett(l976) )나 두 NP 간의 개 념 적 관계 (IIlBe .llOBa(l982) ), 혹은 지 시 

성 (Nichols0981)) 등이 제시된다. 

우선， 일치를 S의 잣대로 삼는 해법을 보자. Crockett(1976: 406)에 의하면 

(1 -a)에서는 “KaÕHHeT"가 일치를 일으키므로 그것이 S인 반면， O-b)에서는 일 

치를 일으키는 것이 “ ÕOJIbIllaR KOMHaTa"이므로 그것이 S에 해당한다. Crockett 

의 영어 번역은 이러한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 O-a) ‘The study was a large 

room. ’; (1 -b) ‘The large room was the study.' 그러 나 (1 -b)의 Crockett 식 

번역은 “KaÕHHeT"가 문두에 나오지만 (1 -a)에서처럼 화제가 아니라 초점 강세 

를 받는 유표적 맥락일 경우로 국한된다. 뿐만 아니라， (2-b)에서는 일치가설 

에 따르면 “HOBOCTb”가 S로 간주되지만 이번에는 *‘News for me was itlthat.’ 

이라는 영어 구문은 불가능하다. Crockett0976: 427) 자신도 (2)의 “3TO"가 일 

치 상으로는 S가 아니지만 조격화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P일 수도 

2) ‘주격’을 작은 따옴표 안에 넣은 것은 ‘NPI-NP2’ 구문의 NP들이 주격으로 간주되 
어 온 관례를 따라 그렇게 칭하기로 한 것임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본 논문은 이 

NP들을 주격으로 간주하는 견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다.III장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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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조적 기준’으로는 (2)를 이중 S구문으로 보는 가 

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다. 

다음으로， S/P를 협의성 대 광의성으로 판별하는 해법 (mBelloBa (1982: 잃8)) 

을 보자. 이 해법을 제시한 mBelloBa (1982) 식으로는 (1 -a)와 (1 -b) 둘 다에서 

“KaÕHHeT"가 “ ÕOJlbma.sl KOMHaTa"보다 개 념 적 으로 협 소하므로 둘 다에 서 “KaÕH

HeT”가 S로 간주된다. 개념적 해법에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형태나 일치는 

S/P 문제와 무관하다. 그러나 다음 예에 대한 mBelloBa의 분석은 이론과 실제 

의 간격을 보여준다. 

(3) a. 3ana'la 뻐J1a - y'lHTbCjj. ‘과제 (f， ’ nom’)는 배우는 것(inf)이었다(f).’ 

(benoBa(1982: 306)) 

b. 3ana'leß 6b1J1o y'lHTbCjj. ‘과제(inst)는 배우는 것(inf)이었다(n). ’ 배우는 

것이 과제였다.’ (ibid.) 

mBelloBa (1982)는 306변에서 (3-a)는 ‘S-P’, (3-b)는 ‘P-S’로 규정하고 있 

다. 이를 개념적 기준에 역투사시켜 보면 (3-a)에서는 과제가 배우는 것보다 

협소한 개념인 반면， (3-b)에서는 배우는 것이 과제보다 협소한 개념이어야 한 

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과제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그 반대일 수 

는 없으므로 개념적 기준으로는 (3-a)의 “3allaQa"도 P여야 한다. 그럼에도 

(3-a)의 “ 3allaQa"를 S로 규정했다는 것은 여기서는 격 형태 및 일치가 우선 

적으로 고려되었으며， 개념적 기준은 (1)에서처럼 NPl과 NP2의 품사 및 격 형 

태가 동일한 경우에만 유효함을 보여준다. 두 NP의 개념적 협소성/광범성 판 

단이 곤란한 (2-a)와 같은 구문에서도 개념적 기준은 적용이 곤란하다. 

끝으로， ‘지 시 성 (referentiality)’에 의 거 한 해 법 을 보자. Nichols(1981: 48)에 

의하면， S는 지시적인 반면， P는 비지시적이다. 즉， S는 어떠한 객체를 지시하 

지만 P는 기능이나 지위， 자질， 행위를 서술할 뿐 객체를 지시하지 않는다.3) 

3) ‘지시적이다’라는 말은 때로는 ‘지시적 표현에 속한다’는 의미로， 때로는 ‘지시적 기 
능을 갖는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지시적 표현’이란 ‘지시될 수 있는 객체를 지칭하 

는 표현’으로서 객체가 존재함을 전제한다. 고유명사나 인칭/소유/지시 대명사를 포 

함하는 명사구가 그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한편， S는 지시적이고 P는 비지시적 
이라고 할 때의 지시성은 ‘지시적 기능’을 뜻한다. 지시적 표현과 지시적 기능이 별 

개의 개념이라면， 지시적 표현이더라도 비지시적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가 성 

립 된다. VII장의 예 (36-a)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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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IIepBble pyccKHe, KOTopble npHmJlH Ha 3Ty 3e찌00 ， 6blJ1H 3eMJIe-neJlbuaMH. 

‘이 땅에 온 첫 러시아인들(’nom’)은 경작인(inst)이었다.’ 
(Nicho!s(1981: 52)) 

b. IIepBblMH pyCCKH빼， KOTOpμe npHmJlH Ha 3Ty 3eMJIIO, 6blJlH 3eMJIelIeJlbUbl. 

‘이 땅에 온 첫 러시아인들(inst)은 경작인(’nom’)이었다/ 경작인이 

이 땅에 온 첫 러시아인들이었다.’ (ibid.) 

(5) a. Ero JII06HMOe 3aHHHe 6blJla Hrpa B maXMaTbl. ‘그의 취 미 (n)는 체 스([) 였 

다(f).’ (Nicho!s(1981: 53)) 

b. Ero J1106HMOe 3aH~THe 6blJ1o Hrpa B maXMaTbl. ‘그의 취미 (n)는 체스(f)였 

다(n). ’ (ibid.) 

Nichols0981: 52)에 의 하면 “nepBμe PyccKHe"와 “3eMJleneJlbUbI"는 둘 다 잠정 

적으로 지시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므로 둘 다 S나 P가 될 수 있어서 

(4-a)는 ‘S-P', (4-b)는 ‘P-S’ 모형을 따르는 반면， (5)에서 “Hrpa B maxMa TbI"는 어 

휘의미 상 비지시적으로 기능할 수 없으므로 어느 경우이건 P일 수 없고 따 

라서 (5-a)와 (5-b)는 일치와 무관하게 둘 다 ‘P-S’ 모형올 갖는다고 주장한 

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2-a)의 경우에는 310는 지시적이므로 S이고 뒤따르는 

NP는 비지시적이므로 P에 해당한다. Nich이s0981: 51)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 

침하기 위해 (2-a)의 “3TO"가 영어 번역-‘It turned out to be Novost'.’-에서 

S인 ‘It’ 및 (6)의 S인 “ 3TOT nopomoK"에 상웅-한다는 점을 제시 한다. 

(6) 3TOT nopomOK OKa3aJlC~ HOBOCTb. ‘그 가루비누(m)는 ‘노보스치’(f)로 드러 

났다(m). ’ 

그러나 그녀 자신이 (4-a)와 (4-b)에 대해 동일한 영어 번역을 제공하고 있 

는 점을 볼 때 (52면) 영어 번역과의 상응성은 근거로서의 가치를 갖지 못함이 

자명하며， (6)과 (2-a)가 의미적으로 유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치 면에서 다 

르게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이 둘이 통사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각주 14 참조). “3101 IIopomOK"가 S라는 사실이 곧 “3To”가 S임을 

입증한다고 보는 것은 의미적 유사성을 통사차원에 투사시킨 너무 단순한 발 

상이다. 310를 뒤따르는 NP가 과연 비지시적인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IV장을 보라). 

이처럼 기존 해법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강점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만， 어 

느 해법에서나 두 가지 공통된 전제가 발견된다. 그 하나는 ‘NP1-NP2’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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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두 NP 중 한 NP는 s , 다른 NP는 P(혹은 P의 일부)라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한 NP가 조격으로 나타날 수 있으면 그 NP가 P라는 것이다. 이 두 전 

제를 각각 ‘s-P’ 가설 및 ‘술부조격’ 가설이라 부르자. 

‘s-p’ 가설의 뒤에는 ‘모든 명제는 서술의 대상인 S와 그것에 대한 서술인 

P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논리학적 전통， 그리고 모든 구문유형을 하나의 통일 

된 구조로 설명하고자 하는 보편문법지향 욕구가 자리하고 있다.4) 그러나， 우 

선， 모든 구문이 S를 갖는다는 가정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정은 무 

인칭구문을 설명하는 데 있어 비효율적이고 비직관적이다(Chvany(1975: 

35-36)를 보라). 다음， 문장 내에 두 성분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 둘이 항상 각 

각 S와 P에 해당한다는 논리도 도전될 여지가 있다. S!P 외에 제 3의 것이 
있을 수도 있고， s인지 P인지가 모호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NPl

NP2’ 구문도 ‘NP-VP’ 구문처럼 ‘s-P’ 모형을 갖는다는 주장에 앞서 명사가 

근본적으로 서술을 위한 품사가 아니라 명명을 위한 품사라는 고전적 진리를 

반추해 볼 펼요가 있다. 명사가 서술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동사와 달리 자신 

에게는 결렵되어있는 서술에 불가피한 요소들-시상성 및 양상성-을 갖추기 

위해 BE라는 조력자를 동반하는 특별한 행위가 부수적으로 요구된다. 명사는 

결코 동사와 동일한 의미에서 서술적일 수는 없다. 

이번에는 ‘술부조격’ 가설을 보자. 이 가셜은 어떤 NP가 (s가 아니라)P에 

해당함을 명백히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신호로 (주격 대신) 조격이 사용된다는 

주장(Mpa3eK (I964) ， Hentchel (199I))에 기초한다. 술부조격 NP가 (i) 결코 일치 

를 보이지 않으며， (ii) 구문 내 다른 NP보다 개념적으로 더 광범위하고， (iii) 

4) 한 예 로， Chvany (1975: 63)는 BE가 나타나지 않는 러 시 아어 “NPI-NPz!ADj"구문 

을 인도유럽어의 ‘명사구문(nominal sentence)’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견해에 반대해 

그것 이 ‘NP-VP’ 구조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Guiraud-Weber(1976: 46, 1993: 94)가 

‘NPj-NP2’ 구문을 완전히 동사적 자질이 배제된 탈시간적 유형(“BpeM5I - lleHbrH. 
‘시간은 돈이다’)과 제로 계사를 갖는 시간적 유형(필자의 예 (19))으로 분류하고 전 

자 유형은 고대 인도유럽어 ‘명사구문’의 잔재로 후자는 ‘NP-VP’ 유형으로 간주한 
것과 비교해 보라(인도유럽어 ‘명사구문’의 탈시간성에 대해서는 Benveniste(1966: 
XIII장)를 보라). Chvany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형용사 단어미가 일반 동사 

와 동등하게 접속 가능한 점을 든다. 형용사 단어미 구문과 ‘NP-VP’ 구문의 유사성 
에 대해서는 필자도 이인영 (2005)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NP-VP’ 구조를 ‘NPl 

NP2’ 구문에까지 확대 적용시킬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Chvany 자신도 ‘NPl
NP2’ 구문의 경우 ‘NP-(단어미 )ADJ’ 구문과 달리 두 NP 모두 심층에서는 VP에 지 
배 되 는 것 으로 본 점 을 참조하라(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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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시적이라는 점에서 위의 세 접근 모두 이 가설을 수용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술부조격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재시제에서는 물론이 

고， 비현재시제에서조차 술부조격이 불가능할 수 있다((32)를 보라.) 이 경우 

‘술부주격’ 구문에서 S/P를 확인하기 위해 NP를 조격으로 치환해 보는 테스트 

는 무용지물이 된다. 나아가서， ‘주격’ NP를 조격화한 구문이 가능하다 하더라 

도 과연 술부조격구문과 ‘술부주격’ 구문이 진정한 의미에서 치환관계에 놓이 

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치환 가능성은 의미 보존을 전제로 한 

다. 그런데 이 두 구문이 과연 의미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가? 

(7) a. OH 아1JI Bpa'lOM. ‘그는 (당시) 의사(jnst)였다.’ 

b. OH Õ뻐 Bpa'l. ‘그는 (본짐적으로) 의사(’nom’)였다.’ 

(7-a)는 시공적으로 제한된 단언으로서 그가 더 이상은 의사가 아니라는 함 

축을 가질 수 있는 반면， (7-b)는 시공과 무관하게 마치 그의 본질이 의사인 

것 같은 해석을 유도한다. (자세한 사항은 VII장 및 이인영 (2005)을 보라.) 두 

구문이 동일한 의미 통사구조를 갖는다면 이러한 차이는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겠는가? 

11 1. 일치의 문제 

러시아어 연구자들의 다수는 일치를 주격에 버금가는 주어성 기준으로 자리 

매김한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어에서 주격과 일치는 매우 긴밀한 관계에 놓인 

다. 동사나 계사는 어순과 관계없이 주격 NP와 성， 수의 일치를 보이며， NP가 

둘 이상인 구문에서는 주격 NP만이 동사 및 계사와 일치를 보인다. 즉， 일치 

는 주격의 보조 수단처럼 행동한다.5) 그러나 ‘술부주격’ 구문에서는 격이 표면 

적 변별력을 갖지 않으므로 일치가 S의 최우선 기준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치를 S의 기준으로 간주하자는 주장을 가설 1이라 부르자. 

5) 우리말이 일치를 문법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 점이나 영어의 3인칭 단수 현재구 
문에서 주어와 일치를 나타내는 -s가 아이들 말에서는 자주 부재하는 점 등을 고려 

할 때 일치가 주격에 비해 보조적이고 잉여적임은 보면적 현상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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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일치는 S와 일어난다. (Crockett(1976) ) 

가설 1에 따르면 (1 -b)에서 S는 일치를 일으키는 “60JlbWa$l KOMHaTa"이다. ‘S 

-P’ 가설에 따라 “Ka6HHeT"는 P로 간주되며， 그 증거로 Crockett(1976: 

406-407)은 *“3TOT Ka6HHeT 6뻐Ia 60JlbWa$l KOMHaTa."가 불가능한 점 을 든다. 

3TOT를 포함하는 NP는 지시적이어서 P에서는 사용될 수 없으므로 이 문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Ka6HHeT"가 P임을 입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8)에서는 

일치는 NPz와 일어나고 3TOT가 NPl에 존재하는데도 온전한 문장이 형성된다. 

(8) 3Ta 빼rypa 6b1J1/*6μJ1a rOJlOSHH. ‘그 인물(f)은 골로빈(m)이 었다(m!*f). ’ 

가설 1에 따르면 “rOJlOBHH"이 S인데 3TOT 테스트에 의하면 “3Ta 빼rypa"는 

P가 아니므로 이 구문은 ‘S-P’ 가설 하에서는 모순이라고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가설 1을 버리고 IDBenoBa(1982: 284)처럼 (1-b) 

에서도 “Ka6HHeT"를 여전히 S로 간주한다면 일치는 P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정이 가능해진다. 

가설 2: 일치는 P와 일어날 수도 있다.(IDBenoBa (1982)) 

어떤 경우에 P와의 일치가 일어나는가? IDBenoBa(1982: 284)에 따르면， ‘NPl

NPZ’ 구문에서 일치의 향방은 S/P와 무관하게 BE와 N 간의 거리에 의해 결 

정된다. 즉， BE는 가장 인접한 N과 일치를 보인다. 

(9) a. HsaHosa 6b1J1a xopomH꺼 HH:lCeHep ‘이바노바(f)는 훌륭한 엔지니어 (m)였 

다(f).’ (Wsellosa (1982: 284)) 

b. COHe'lKI!Ha JII060Sb K MoeMy llOMY 6b1J1 rOJloc KpOSI!. ‘소네 치 차의 내 집 

에 대한 사랑(f)은 피의 목소리 (m)였다(m). ’ (ibid.) 

(9-a)에서는 BE가 P N인 “HHlI<eHep"보다 S N인 ‘뼈aHOBa”에 더 인접해 

있으므로 SN과 일치를 보이논 반면， (9-b)에서는 BE가 SN인 “JD060Bb"보다 

PN인 “ronoc”와 더 인접해 있으므로 PN과 일치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법은 BE와 두 N 간의 거리가 동일한 많은 경우들에 대해서 적용이 

불가능하며， 동거리인 경우 일치의 동기-예컨대， 예(10)에서 NPZ와의 일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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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당연히 답을 주지 못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VI장을 보라.) 

(1이 HBaHOBa 6wna reH째. ‘이 바노바(f)는 천 재 (m)였다(f).’ (cf. *HBaHOBa 

6wn reHHA.)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술부조격 NP는 절대로 일치의 통제자가 될 수 없다 

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해 가설 2를 다음과 같이 수정해 볼 수 있다. 

가설 3: 일치는 주격 NP와 일어난다. 

일견， 가셜 3은 NP구문에서의 일치도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 

나 펼자는 NP구문의 NP가 과연 주격인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주어 뿐 아니라 

그 밖의 무어미 형태를 갖는 모든 경우들-예컨대， 사전 항목， 호칭， 소위 ‘주 

격 목적어’， ‘술부주격’ 등 을 통틀어 주격으로 간주하여 주격의 무표성을 주 

장하는 이론은 격이 문장 내 NP들 간의 관계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기능적 

측면에서는 충분한 설명력을 갖지 못한다. 기능적 관점에 보자면 NP구문에서 

와 같이 NP가 홀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격의 존재 이유가 성립하지 않는다(이 

인영 (2002)를 보라). NP구문의 NP를 주격이 아니라 ‘무(無)격’(혹은 디폴트 

격)으로 본다면 일치는 주격과 분리되어 규정될 필요가 있다. 

가설 4: 일치는 수형도의 최상위 NP와 일어난다. 

가설 4의 장점은 일치를 S/P나 주격과 연계시키지 않고 다룰 수 있다는 것 

이다. 여러 NP가 존재하는 절에서는 주격으로 나타나는 NP가 최상위를 차지 

하므로 그 NP가 일치를 주도하게 되며， NP구문에서는 NP가 하나 밖에 없으 

므로 그것이 최상위를 차지하여 일치를 일으킨다. 남은 과제는 ‘NPI-NP2’ 구 

문에서 최상위 NP가 어떻게 결정되며， 최상위 NP 이외의 NP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예컨대， (2)와 같은 3TO구문에서 NP는 과연 

최상위 NP인가? 만약 그렇다면 3TO의 정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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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직시적 3TO구문 

Nichols0981: 50)는 3TO구문을 기 능상 ‘정 체 밝힘 Gdentifying) ’ 유형 과 ‘특징 

지 음(characterizing) ’ 유형 으로 구분한다. 

(1) a. O'leB때HO ， 3TO 6bJJ1 OXOTHIIK. ‘분명히， 그것은 사냥꾼(m， ’ nom’)이었다 

(m).’ (Nichols (1981: 50)) 
b. 3TO 6ψ10 6hl ~BHhlM oCKop6neHlleM HeBeCThl. ‘그것은 신부에게는 명백한 

모욕(inst)이었을 것이다(n). ’ (Nichols0981: 244)) 

(l1 -a)는 ‘정체밝힘’ 유형， (l1 -b)는 ‘특징지음’ 유형에 속한다. 두 유형은 일 

치 및 조격 가능성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자의 BE는 NP와， 후자의 BE는 3TO 

와 일치를 보이며， 후자의 NP는 과거시제나 가정법에서는 거의 대부분 조격 

으로 나타나는 반면， 전자의 NP는 조격 이 불가능하다. 

(12) *O'leB lIllHO, 3TO 6bvlO (n) OXOTHIIKoM (inst). (cf. (l1 -a)) 

한편， Crockett0976: 426)은 3TO를 ‘문장/절 대용’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 

으로 구분한다. 

(13) a. KTO-TO Bomen B KOMHaTy. 3TO 6μna *eHa nOKTopa. ‘누군가가 방으로 들 

어왔다. 그것은 의사 부인(0이었다(f).’ (Crockett(1976: 426)) 
b. MHe CKa3anll, 'ITO OHa *eHa nOKTopa. 3TO 6피no HOBOCTbKl nn~ MeH~. ‘나 

는 그녀가 의사부인이라고 들었다. 그것 (n)은 내게 뉴스(inst)였다(n) ’ 

(ibid.) 

(13-b)의 “3TO"는 그녀가 의사 부인이라는 선행절의 대용사인 반면， 03-a) 

의 “3TO"는 방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직시한다. 일치나 조격테스트 면에서 대 

체로 ‘문장/절 대용’ 유형은 Nichols의 ‘특징지음’ 유형에， 그렇지 않은 유형은 

‘정 체 밝힘 ’ 유형 에 상응한다.6) 

6) Nichols의 ‘특정지음’ 유형과 Crockett의 ‘문장/절 대용’ 유형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다 Nichols(1981: 50)는 문장의 대용이 아니면서도 ‘특정지음’ 유형에 속하는 예 

를 보이고 있다· “ PaHbme 3TO 6hlno pycno/pycnoM nOn3eMHoA peKII. ‘이전에 그것 (n)은 

지하 하상(n， ’ nom ’ /inst)이었다(n)."’ ‘특징지음’ 유형과 ‘정체밝힘’ 유형 간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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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유형 간의 핵심적 차이는 직시 (deixis)와 조응(anaphora)으로 집약된다. 

직시적 310는 의미적 내용 없이 단지 직시하는 기능만 갖는 반면， 조응적 310 

는 의미적 내용을 갖되 인칭대명사로 조응이 곤란한 경우， 즉， 문장/절이나 인 

용， 부정사， 추상명사 등과의 조응 시， 혹은 표현이 곤란한 지칭체를 지칭할 

경우 사용된다. 기능 면에서 보자면 조응적 310는 인칭대명사와 다르지 않다. 

조응적 310는 인칭대명사처럼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술부조격 NP를 동반 

할 수도 있다. 

310의 원천은 고대슬라브어의 지시대명사(적 형용사) 1b로 거슬러 올라간다. 

1b로부터 근접성 자질 변에서 대 립을 보이는 101와 3101가 조어된다Tb+1b > 
101; 3+101 > 3101. 이것들은 뒤따르는 명사와 성， 수의 일치를 보이지만 -

3 /1 a , 3 /10 , 3/U[ - 명 사가 뒤 따르지 않을 경 우에 는 디 폴트로 중성 형 인 310/ 

10가 나타난다. (310 10 대립에서는 310가 무표적이므로 중립적 맥락에서는 

10보다는 310가 사용된다. 310의 해석이 맥락에 따라 ‘이， 그， 저’ 모두 가능함 

을 보라.l 이 310(/1이는 한편으로는 비생명체와 조응하는 대명사인 소위 ‘중 

성 인칭대명사(it)’화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원천인 지시대명사에 내재하는 

직시성만을 의미자질로 특화시킨 불변사화 한다，7) 말하자면， 조응적 310와 직 

시적 310는 원천인 지시대명사에 공존하는 조응적 특성과 직시적 특성을 분화 

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응적 310는 일반 인칭대명사와 달리 격변화를 보 

이지 않지만 일치의 통제자라는 점에서 문법적 성(=중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직시적 310는 어떠한 대/명사적 자질-성， 수， 격-도 갖지 

못한다. 직시적 310가 일치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이와 관련되어 있다. 

항상 명확한 것은 아니다. 어떤 맥락은 조응적， 직시적 해석 둘 다를 허용하기도 한 

다: “Csepxy ocet\때H MeJlbI<He J1Hm<He lIy3blpbI<H’ C J1HCTa Het.IaCTO I<allaJlO, HO 310 ÕblJlO/ 

ÕbIJIH lIyC T5I재. ‘위에서 가늘고 끈적한 물방울이 내려앉아 가끔씩 잎에서 떨어졌지만 

그건 아무 것 도 아니 었 다’(mset\osa 0982: 284)) 이 예 에 서 “3TO”는 “Csepxy ocet\a

J1H ... I< allaJlo"라는 선행절과 조응하는 대명사로 간주될 수도 있고， 떨어지는 물방울을 

가려키는 직시사로 간주될 수도 있다. “ ... 3TO ÕbIJIO lIycT~ I<H/lIYC1꺼I< aMH."는 전자적 해 

석을， “ .. , 3TO ÕblJlH lIyCT~ I<κ”는 후자적 해석을 유도한다. 

7) 고대슬라브어에서 지시대명사(적 형용사)는 근접성 자질 변에서 Cb 1b OHb의 삼 

분법적 대립을 보였다(Lunt(1974: 52) 참조). 그러나 。Hb이 3인칭대명사로 사용되게 

되고 Cb가 3TOT라는 신조어의 출현으로 점차 쇠퇴하게 되면서 결국 3TOT TOT라는 

이분법적 대립으로 변모한다 지시대명사 。Hb이 3인칭대명사로 전환된 점과 3TOT가 

비생명체 조응 대명사로 전환된 점간의 병행성에 주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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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시적 3TO가 직시 기능만 할 뿐 어휘의미를 갖지 않음은 그것이 손가락질 

로 대치될 수 있음으로도 입증된다. 이러한 대치는 특히 아이들에서 자주 관 

찰된다. 손가락질의 언어적 대용이라는 점에서 직시적 3TO는 일종의 기능적 

소사라 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BOT에 근접한다. 직시적 3T。와 BOT는 둘 다 

발화의 초점인 NP에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능을 한다.8) 뿐만 아니라， 

이 둘은 (i) 직시 이외의 의미적 내용을 갖지 않으며， (ii) 불변하고， (iii) NP보 

다 앞-많은 경우 문두-에 나타나며 (iv) 통제나 결속이 불가능하다는 공통 

점을 갖는다.9)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BOT-NP’ 구문이 NP구문 앞에 BOT라는 소사가 첨 

부된 것 이 라면， 직 시 적 3TO구문 또한 NP구문 앞에 3TO라는 소사가 첨 부된 것 

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 

(14) a. KTO 3TO? - 3TO 뼈aH. ‘이건 누구지?- 이건 이반이야.’ 

b. KTO B퍼 (no npOiþeCHH)? - 51 cTyaeHT. ‘당신은 (직업상) 누구십니 

까? 저는 학생입니다.’ 

(14-b)는 상황적으로 명백한 한정적 지시체(=청자)에 대해 그것의 특징적 

자질이 무엇인지를 묻는 반면， (14-a)는 화-청자의 공동 상황 내에 존재하고 

있긴 하나 화자에게는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어떤 객체에 대해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혹은 그것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이처럼， 직시적 3TO는 직시 

되어지는 무엇인가가 존재함을 함의한다. “4TO 3TO? ‘이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HW-Iero HeT. ‘아무 것도 없다.’”라는 답은 가능하지 않다 10) 

8) “ 3TO HBaH 5e없T. ‘뛰는 것은 이반이다.’” 혹은 “ 4TO 3TO TW He rOTOB? ‘어째 여태 준 

비가 안 된 거야?’”에서 “3TO", “3TO"도 초점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소사라는 

점에서 직시사 3TO와 유사하다 

9) 3TO뿐 아니라 BOT도 지시대명사 Tb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TbTb가 Tb의 발 

음을 TO와 좀더 명확히 구분시키기 위해 동일 음절을 복사하여 추가시킨 것이라면， 

BOT는 동일한 목적으로 Tb 앞에 모음 o를 추가하여 음절 수를 늘린 것으로서 어두 

의 o가 강세를 받아 입의 폐쇄성이 강해지면서 반모음 p를 앞에 동반하게 되고 이 

반모음이 추후 자음 B로 변모한 것 이 다 Tb > OTb > 1.}OTb > BOTb > BOT. BOT가 직 

시적 3TO와 다른 점이라며 그것이 BOH ‘저기’와 근접성 변에서 대립관계를 형성하면 

서 ‘여기’라는 처소성을 띠게 된 것을 들 수 있다. 

10) “3TO HH'Iero. ‘아무 것도 아니예요.’”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 아 

니라 존재하되 그것이 보잘 것 없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니TO 3TO?"에 대한 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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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NP구문올 보자. 

(15) a. R6J10KO. ‘사과(다).’ 

b. BeTep. ‘바람(이 다) ’ 

C. WYM!I"I-ImHHa. ‘소음/정 적 ( 이 다).’ 

d. Bxoll<)'. UBeTbI. ‘나는 들어 간다. 꽃(이 다).’ (WBelloBa(1982: 361)) 

전통문법은 NP구문을 존재구문의 한 변이형으로 간주한다(mBellOBa (1982: 

358)를 보라). 그러나 여기에는 유보가 펼요하다. 전형적 존재구문은 어떠한 

처소에 어떠한 객체가 존재함을 단언한다. 그러나 NP구문은 객체의 존재를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가시 혹은 인지 범위 내에 존재하고 있는 혹은 

존재하게 된 객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NP구문은 ‘약한 존 

재구문’(앞으로 ‘LOC-NP’로 표기)을 닮았다11) 

NP구문， ‘LOC-NP’, 직 시 적 3TO구문 모두 HeT 부정 을 허 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구문들이 모두 존재 단언이 아님을 증거한다. 

(16) a. *HeT R6J1oKa, a rpyma. ‘사과가 없고 배다.’ 

b. *Ha CTOJle HeT R6J1oI<a, a rpyma. ‘책상 위에는 사과가 없고 배다.’ 

c. *3TO HeT R6J10Ka, a rpyma. ‘그것은 사과가 없고 배다.’ 

세 구문 간의 유관성은 다음과 같은 가설로써 설명 가능하다 NP구문은 

‘LOC-NP’ 및 직시적 3TO구문으로 분화되기 이전의 미분화된 모체이다 12) 

“51ÕJlO I<o."라는 발화가 맥 락/상황에 따라 NP구문 뿐 아니 라 “TaM j! ÕJIOKO."라 

충분히 가능하다. 

11) ‘약한 존재구문’의 예: “Y MeHR MOC I< BH'I. ‘내게는 모스크비치[자동차 브랜드]가 있 

다.’”; “Y MeHR KpaCHBhle r Jla3a. ‘내게는 예쁜 눈이 있다.’” 이 구문들에서는 자동차/ 

눈이 있다는 사실은 전제되고 그 자동차/눈이 어떤 것인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 경우 전형적 존재구문과 달리 eCTÞ가 사용될 수 없다(이인영(1998)). NP구문의 

경우 eCTÞ가 덧붙으면 더 이상 NP구문이 아니라 전형적 존재구문으로 전환된다. 

12) 아이들 말에서 “사파]"라는 발화는 “이건 사과다 “사과가 있다 “사과 줘 “사과 

먹고 짚어” 동 다양한 해석을 내포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과!"를 해석의 수만 

큼 다양한 개개의 섬층구문들로부터 도출되는 동음이의 적 구문들의 집합으로 보기보 

다는 다양한 맥락-상황적 해석들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미분화된 구문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인다. 아이들 말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Ferguson(197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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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LOC-NP’에서 LOC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고 “ 3TO $I 6JlOKO."라 

는 직시적 3TO구문에서 3TO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은 이러한 가 

설을 뒷받침해 준다. 

‘LOC-NP’와 직시적 3TO구문이 NP구문이라는 동일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 

라면， 앞 두 구문에서 NP가 S인가 P인가의 문제는 NP구문에서 NP의 위상 

문제와 동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NP구문의 NP는 S인가 P인가? 

(15-b)가 “ llyeT BeTep. ‘바람이 분다’로 치환가능한 점을 고려한다면 NP를 

S로 볼 수 있겠지만， 05-d)가 “BXOll<y. BH:Ky UBeTbI. ‘나는 들어간다 나는 꽃을 

본다’로 바꿔 써 질 수 있논 점 (ßlBeIlOBa(1982: 361)), 즉， NP가 목적 어 로 간주 

될 여지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S설은 힘을 잃는다. “ llyeT BeTep."에서 “llyeT" 

가 실상 의미적으로 비어있음을 고려할 때 이 구문이 오히려 NP구문으로부터 

파생되었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한편， (15-C)가 “ßlyMn. ‘소란스럽다’ 

혹은 “THXO. ‘조용하다’로 치 환 가능하다는 점 에 서 NP가 P에 해 당하는 것 처 

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치환은 사건 혹은 상태를 뜻하는 추상명사의 

경우에만 가능할 뿐 (15-a)와 같이 물체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치 

환이 가능한 경우라 해도 NP구문의 N은 동사나 서술사와는 다른 변모를 보 

인다. 명사에서 출발하여 서술사로 품사 전환을 일으킨 nopa ‘ ... 할 시간이다’와 

비교해 보자. nopa를 동반하는 BE는 nopa의 원래 성 여성-과 관계없이 중성 

단수형을 취하며 마치 접사처럼 nopa에 병합되지만， NP구문의 BE는 N의 성， 

수와 일치를 보이며 N에 병합되지도 않는다. 서술사와의 이러한 차이는 NP구 

문의 N이 적어도 서술사만큼 V화되지는 못했음을 보여준다. 서술사는 비록 

여격이긴 하지만 S에 매우 유사한 NP를 동반할 수 있는 반면， NP구문의 NP 
는 S로 간주될 만한 어 떤 다른 NP의 동반도 거 부한다는 점 도 참고해 보라. 

(1 7) a. HaM nopa 6b1.110 cna Tb ‘우리 (dat)는 잘 시 간(f)이 었다(n). ’ 

b. *HaM Tμ뻐Ha 6μ.llO. ‘우 리 (dat)에 게 는 정 적 (f) 이 었 다(n). ’ 

NP구문의 의미적， 통사적 위상은 이처럼 애매하다. 애매성은 미분화된 구문 

의 본질적 특성이다. S!P 문제보다 NP구문에서 정작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 
이 평언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LOC-NP’나 직시적 3TO구문은 평 

언으로만 이루어진 NP절에 각각 LOC 및 직시소사가 화제로서 첨부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언어습득의 측면에서 볼 때 NP구문으로부터 ‘LOC-NP’ 및 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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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3TO구문으로의 발전은 자기중심적 인지단계를 지나 인식의 객관화， 청자의 

존재에 대한 인식， 나아가， 청자에 대한 배려가 생겨나면서 평언으로만 이루어 

지던 발화가 화제 + 평언 구조로 변모해 나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화제에 

대한 규정은 매우 다양하지만 어느 경우이건 화제는 청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려는 화자의 배려로부터 탄생한다 13) 

직시적 3TO구문이 NP구문 앞에 직시소사 3TO가 부가된 것이라는 필자의 

주장과 달리， Nichols(981)를 비롯해 많은 연구자들은 이 구문이 ‘s-P’ 구조 

를 갖는다고 주장 혹은 전제한다. 이들은 직시적 3TO구문을 ‘NPI-NP2’ 구문 

의 일부로 취급한다. 3TO가 NP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가능해진 데에는 3TOT 

qeJIOBeK ‘이 사람’ 3Ta *eH뻐Ha ‘이 여자’ 3Ta 빼rypa ‘이 인물’과 같은 

‘3TOT + 분류사적 총류 N’이 3T。를 대신하는 구문(예 (7))의 존재가 촉매 역 

할을 담당했다. ‘3TOT + 분류사적 총류 N’은 의미나 기능 변에서는 직시적 3TO 

와 유사하지만 형태적으로는 NP에 속하는 과도기적 특성을 보인다 14) 

문제는 ‘s-P’ 가설로는 직시적 3T。구문이 보이는 일치 상의 특성이나 BOT 

구문과의 유사성을 설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 구문의 3TO가 NP 

가 아니라 BOT처 럼 소사라면 구문 내에 NP는 하나 밖에 없으므로 일치가 3TO 

가 아니라 뒤따르는 NP와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반면， 조응적 

3TO는 명실공히 S로서 뒤따르는 NP보다 상위 NP이므로 일치의 통제자가 된 

다.) 그렇다면 3TO구문 앞에 또 다른 NP가 존재하는 ‘NPl-3T0-NP2’ 구문의 

경우 일치가 NP2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 구문에는 두 

개의 NP가 존재하므로 III장의 결론이 맞다면 NP2가 NPl보다 상위 NP여야 

한다. 과연 그러한가? 

13) 화제에 대한 규정은 크게 주어짐성에 의한 것과 대하여성에 의한 것으로 대별되지 
만 어떤 기준을 취하건 청자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화자가 문장발화의 기 

점으로 삼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이인영 (996)을 보라. 

14) ‘[3TOT + N]-NP’ 구문에 서 3TOT는 일 반 NP에 서 처 럼 뒤 따트는 N의 성 과 수를 따 
른다 "3u(f， sg) 빼rypa(f， sg)". 그러나 일치는 3TOT와 함께 나타나는 N이 분류 

사로 간주되는가 아년가에 따라 달라진다.N이 거의 완전히 어휘의미를 잃고 분류 
사화한 경우 일치는 직시적 3T。구문에서처럼 뒤따르는 NP를 따르지만((8)) ， 어휘의 

미를 유지할 경우에는 N이 일치의 동제자가 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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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NP1-3TO-NP2’ 구문 

‘술부주격’ 구문은 많은 경우 ‘NPl-3TO-NP2’ 구문과 치환관계에 놓인다. 

두 구문이 함께 나타나는 예는 쉽게 발견된다. 

(18) CTapocTb He panOCTb / CTapocTb 3TO - ranOCTb. ‘늙음은 기 쁨이 아니 다 

/ 늙음 그것은 추함이다.’ (3eMCKaJJ H KanaHan3e (1978: 112)) 

‘NPI-NP2’ 구문과의 치 환 가능성 을 근거 로 mBe~oBa(1982: 284)는 ‘NPl-3 

TO-NP2’ 구문이 ‘S NPl-계사 3TO-P NP2’의 구조를 갖는다고 본다. (이는 

물론 ‘S-P’ 가설 하에서 성립하는 논리이다.) 일반적으로 현재시제에서 계사 

는 무(無)이지만 3T。라는 형태가 선택적으로 취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NPl 

- NP2’ 구문과 ‘NPl-3T0-NP2’ 구문을 동질적으로 파악하는 ‘계사 3TO’ 가셜 

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첫째， 모든 ‘NPI-NP2’ 구문이 ‘NPl-3T0-NP2’ 구문으로 치환 가능하지는 

않다. 술부조격구문은 치환이 불가능하며， ‘술부주격’ 구문 중에도 치환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존재한다. 

(19) a. 뼈aH ÓbIJl Bpa'lOM. • *I1BaH - 3TO ÓbIJl Bpa'lOM. ‘이 반 - 그것 

은[그는] 의사(inst) 였다.’ 
b. I1BaH Bpa'l • ??I1BaH - 3TO Bpa 'l. ‘이반 그것은[그는] 의사 

(’nom’)이 다.’ 

둘째， 치환이 가능한 경우라 해도 두 구문은 화용적으로 차이가 있다. ‘NPl-

3T0-NP2’ 구문은 두 NP 간의 예사롭지 않은 의미적 연관성을 강조하고자 할 

때 ((20-a)) ， 혹은 반대로， 동어반복의 경우((20-b)) 선호되는 경향을 보인다.15) 

(20) a. 4eJlOBeK - 3TO CTHJlb. ‘인간 - 그것은 스타일이다.’ (ffiBenoBa (1982: 282)) 

b. nJlaH - 3TO nJlaH. ‘계획 - 그것은 계획이다.’ (ffiBenoBa(1982: 285)) 

두 경 우 모두 3TO를 NP2 앞에 놓아 NP2를 NPl으로부터 확실하게 분리 시 키 

고 NP2의 평언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NPl과 NP2간에 새롭게 형성된 의미관 

15) 예 (18)에서와 같이 리듬을 맞추려는 음운론적 요인이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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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청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20-b)와 같은 중의법의 경우 애초의 어휘의 

미에 입각한 NP1 NP2를 부정하고 그 위에 다시 새로운 관점에서 NP1 = 

NP2를 구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별개인 두 객체에 의도적으로 등가적 위 

상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NP1-3T0-NP2’ 구문은 다분히 메타포적이다 16) 화 

자는 메타포에서처럼 한 NP를 다른 NP의 또 다른 명칭， 또 다른 정체로 해석 

하도록 청자를 유도한다. 많은 경우， 이 구문의 3TO가 (3T0) 3Hat쩌T ‘ (it) 

means'로 대치 가능함을 보라. 이 구문이 주로 탈시간적 표현에 사용된다는 

점-(20-a， b)는 비현재시제로는 사용되지 않는다!-도 이 구문의 메타포적 경 

향과 무관하지 않다. 

셋째， ‘NP1-3T0-NP2’ 구문에서 3TO는 단순히 두 NP를 연결시키는 기능 

뿐 아니라 (텍스트차원에서) 선행 NP를 가리키는 직시적 기능도 수행한다 17) 

이 3TO가 반드시 평언 앞에 나타난다는 점이나， 지시적 의미가 강조될 경우 

BOT로 대치 가능하다는 점( (21))도 이 3TO가 직시적 3TO구문의 그것과 다르지 

않음을 증거 한다. NP1과 NP2의 등가화-다른 말로， NP2를 NP1의 재 명 명 으로 

보기-는 직시적 3TO구문의 명명 혹은 정체밝힘 기능에 기초한다. ‘계사 3TO ’ 

가셜은 3TO의 이러한 기능을 설명할 수 없다. 

(21) 4TeHHe -- B01 ny4mee y4eHHe. ‘독서 - 이야말로 최상의 학습이다./독서 

야말로 최 상의 학습이 다.’ (illBeLIoBa(1982: 285)) 

(cf. 니TeHHe -- 3TO 찌'1mee Y'leHHe .l 

만약 3TO가 순수하게 계사라면 일치는 S인 NP1과 일어나야 할 터인데 (22) 

를 보면 일치는 직시적 3T。구문에서처럼 NP2와 일어난다. 

(22) a. ，ll;쩌 OTua MY3WKa -- 3TO 6μJI nOJlK, olllHuep꾀 napallhl. ‘아버 지 

에게 음악(0--그것은 연대 (m)였고， 장교(pJ)였고， 열병 (pJ)이었다(m).’ 

(illBeLIoBa (I982: 287)) 

b. B3PWBW rHeBa -- 3TO 6NJ1a CTHXH~ MapHHHHa. ‘분노의 폭발들(pl) --그 

것은 마리년의 천성(0이었다(0.’ (illBenoBa(I982: 288)) 

16) 구어에서는 비유를 표현하는 KaK가 덧붙기도 함을 보라: “4eJlOBeK -- 3TO KaK 

nJlOBeu ‘인간 - 그것은 항해자와 같다’ (illBenoBa(I982: 285)) 

17) 텍스트적 직시에 대해서는 Lyons(1977: 667-668)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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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O가 순수하게 계사라면 다음 예에서도 P인 “HenpOCTHTeJlbHO"는 S인 “J]O:l<b" 

의 성과 수를 따라 “HenpOCTHTeJlbHa(.lI )"가 되었어야 할 것이다. 

(23) J10 :l<b - 3TO HenpOC TllTeJlbHO. ‘거짓말(f)-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n).’ (WBelloBa(1982: 307)) 

넷째， ‘계사 3TO’ 가설은 ‘NPl-3TO-NP2’의 변이형으로 ‘3TO-NP2-NPl’이 

나타날 경우 두 구문의 3T。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24) a. 3TO HeCKa3aHHoe ~YIlO - J1eMeWeBCKHß rOJloc. ‘그것은 형언할 수 없는 

기적이다 레메쉐프의 목소리 말이다’ (WBelloBa(l982: 287)) 

b. J1eMeweBCKHß rOJloc - 3TO HeCKa3aHHoe ~YIlO. ‘레메쉐프의 목소 

리 • 그것은 형언할 수 없는 기적이다.’ 

(24-a)는 (24-b)로부터 NPl을 우측으로 이 동시 킨 변 이 형 이 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두에 나타나는 “3TO"를 계사로 보기는 곤란하므로 IllBellOBa(1982: 

287)도 이 “3TO"에서는 지시대명사적 특성이 강화된다고 본다. 그렇다면 (24-a) 

에서 S는 “3TO"인가， “J1eMelIleBCKHH rOJloc" 인가， 아니 면 둘 다 인가? 

다섯 째， IllBelloBa(1982: 284)는 3TO가 계사인 근거로 eCTb가 3TO를 대신할 수 

있음을 들고 있지만 eCTb와 3TO는 미묘하긴 해도 분명한 기능적 차이를 갖는다. 

(25) a. J1HHrBHcTHKa (H) eCTb HaYKa ‘언어학은 (정말이지) 학문이다.’ 

b. J1HHrBHcTHKa - 3TO HaYKa. ‘언어학 - 그것은 학문이다.’ 

C. 재HrBHCTHKa - HaYKa. ‘언어학은 학문이다’ 

(25-b)는 (25-c)보다 평언인 “HaYKa"를 좀더 부각시키는 효과를 누리는 반 

면， (25-a)는 (25-c)의 단언이 진리임을 강조 혹은 확인시킨다. 이 둘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하나는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진 

리성 차원의 문제이다. 3TO와 eCTb가 함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이 둘이 

각각의 기능을 갖는다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 

(26) npHe3 :1<a~ - 3TO H eCTb MO~ ceCTpa. ‘온 여 인 - 그것 은[그녀 는] 정 말로 

내 여동생이다.’ (WBelloBa(1982: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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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볼 때， ‘계사 3TO’ 가설의 부적합성은 명백하다. 펼자의 견해로는 

‘NPl-3T0-NP2’ 구문은 담화주제 인 NPl 이 직 시 적 3TO구문 앞에 부가된 구조 

로， 즉， 소위 ‘주격주제’ 구문과 유사한 유형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18) ‘NPl-

3T0-NP2’ 구문과 ‘주격주제’ 구문은 둘 다 담화주제를 표층에 명시한다. 

(24-a)는 이미 발화를 하고 난 후 담화주제가 청자에게 명확하지 않을 수 있 

다는 우려에서 화자가 추후 담화주제를 부가시킨-통사적으로 말하자연， 우측 

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결론적으로， ‘NPj-3TO-NP2’ 구문은 평언으로만 이 

루어진 NP절에 화제 3T。가 첨부되어 이루어진 직시적 3TO구문에 다시 담화 

주제 NP가 첨부되어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NP2 • 3TO-NP2 • NPj-3T0-NP2 

‘NPl--3TO-NP2’ 구문이 ‘담화주제 NPl + 화제 3TO + NP2절’에서부터 출발한 

것이라면， NPl과 3TO는 둘 다 부가어이므로 이 구문에서 최상위 NP는 NP2이고 

따라서 일치는 NP2와 일어난다. ‘계사 3TO’ 가설로는 일치 문제를 설명할 수 없다. 

VI. ‘술부주격’ 구문 

지 금까지 의 논의 에 서 모든 ‘NPI-NP2’ 구문이 ‘s-P’ 구조를 갖는다는 ‘s-P’ 

가설의 문제점은 명백해졌을 것이다. ‘NPl-3T0-NP2’ 구문이 ‘담화주제 NPl + 

화제 3TO + NP2절’로부터 나온 것 이 라면， 적 어 도 ‘NPl-3T0-NP2’ 구문과 치 

환관계에 놓이는 ‘술부주격’ 구문은 ‘담화주제 + NP절’로부터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예컨대， (27-b)와 치환관계에 놓이는 (27-a)는 

18) ‘주격주제’ 구문이란 “Mama, OHa MOJlO.'lel.\. ‘마샤(’nom ’)， 그녀 ('nom’)는 훌륭해 ”’ 혹 
은 “Mama, 51 ee JII06J11O. ‘마샤(’nom') ， 나는 그녀 (acc)를 사랑해 ”’에서와 같이 주절에 

서 동지시적 NP의 격과 무관하게 담화주제 NP가 ‘주격’으로 나타나는 구문을 칭한 

다(이인영(1996) 참조) ‘주격주제’ 구문의 후행절에서는 ‘주격주제’ NP와 동지시적 

인 NP가 비(非)주격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격주제’ 구문을 ‘NPl-3TO-NP2’ 구 
문보다 좀더 넓은 개념으로 볼 수는 있지만 비주격인 경우는 주격인 경우에 비해 

출현빈도수가 현격히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점을 두 구문 간의 중대한 차 

이로 볼 펼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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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õblJla Iirpa B maXMaTbI"라는 NP절에 “Ero JIIOÕIiMOe 3aH~Tlie"라는 담화 

주제가 부가된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27) a. Ero A~6HMoe 3aH~THe(n) 6ωla(f) Hrpa(f) B maXMaTμ. (=(5-a)) 

b. Ero m6HMoe 3aHnHe(n) - 310 6따a (f) Hrpa(f) B maXMaTbI. 

(27-a)에서 일치가 NP2와 일어난다는 사실은 NP2가 NP절에 해당하며 NPl 

은 그 위에 부가된 것임을 시사한다. 하나 이상의 NP를 갖는 모든 문장이 S 

를 갖는 것은 아님은 다음 예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28) BaHaHOB뼈 COK - HeBKycHO. ‘바나나 주스(m)는 맛이 없다(n). ’ 

(Olga Yokoyama 2005. 4. 서울대학교 세미나) 

만약 “5뻐뻐OB뼈 COK”가 S였다면 “HeBKYCHo(n)'’가 아니라 “HeBKYce뻐eBKYCH뼈 

(m)"가 뒤 따라야 했을 것 이 다. 그러 나 “HeBKYCHO"가 서 술사이 고 “5aHaHOBblR 

COK”가 담화주제로 부가된 것이라면 일치의 부재가 설명될 수 있다. 

이제 남은 문제는 ‘NPl-3TO-NP2’ 구문으로 치환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매우 부자연스러운 ‘NPI-NP2’ 유형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이다. 우선， 

(19-b)를 다시 보자. 

(19-b) 뼈aH Bpa'l. • ??MsaH - 3TO spa'l. 

09-b)에서는 치환이 불가능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매우 부자연스럽다. 

일단， 치환이 가능한 경우((27-a))를 I 유형， 매우 부자연스러운 경우(09-b))를 

II 유형이라 부르자 19) 

19) “일단”이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CpOK - t\Be He t\eAH 

‘기 간은 2주이 다.’ "(mBet\oBa(1982: 279); “06pa30BaHHe -ceMb KAaCCOB ‘교육은 7학년 

이다’(ibid.)와 같은 구문은 ‘담화주제 NPl + NP2절’로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데도 

‘NPl-310 - NP2’ 구문으로의 치환이 매우 부자연스럽다: ??“CPOK - 3TO t\Be He t\e

재 ‘NPl-310-NP2’ 구문으로의 치환이 부자연스러운 이유는 이 구문의 NPl이 

양화적 분류사로서 의미적 내용이 거의 없으므로 3TO에 의해 직시될 수 있는 객체 

로 간주되기에 무리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 경우 치환이 부자연스 

러운 이유는 양화성이라는 별개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 구문은 본절적으로 I 
유형 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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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학에서 “A는 B이다”라는 명제의 의미구조는 두 논항이 대둥한 위상을 

갖는 A=B 일 수도 있고 집합-구성원 관계를 보이는 A ε B일 수도 있다.20) 

A=B는 정체밝힘의 기능을， A ε B는 특징지음의 기능을 담당한다. IV, V장 

에서의 논의에 기초해 볼 때， 1 유형의 의미구조가 A=B임은 명백하다. 그러 

나 II 유형의 의미구조는 정확히 말하자면 단순한 혹은 직접적 A ε B라고 
할 수 없다.11 유형은 궁극적으로는 A E B로 해석되지만 이는 A가 b E B 

인 b와 A = b라는 대둥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21) (19-b)에서 이반이 의사라는 자질을 갖는 것으로， 즉， 의사라는 집합 

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은 이반이 의사라는 집합에 속하는 어떤 한 일 

원-다른 말로， 의사라는 자질을 갖는 어떤 객체-과 대등관계를 형성함을 통 

해서이다.11 유형에서 NP2의 기능은 이중적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질의 

집합으로 기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객체로 기능한다.II 유형은 특징지음의 

기능을 갖지만 이 특징지음은 정체밝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11 유형의 기능 

이 만약 순수하게 특정 지 음만이 라면 H 유형 의 ‘NPl-3TO-NP2’ 구문으로의 

치환은 (부자연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해야 할 것이다. ‘NPl-
3TO-NP2’ 구문 (그리 고 이 구문의 기 초가 되 는 3TO구문)이 A = B라는 정 체 
밝힘의 전형적 구문임을 상기해 보라. 실제로， 순수하게 A ε B인， 즉， 특징지 

음 기능만을 갖는 구문에서는 ‘NPl-3TO-NP2’ 구문으로의 치환이 완전히 불 

가능하다((l9-a)를 보라). 여기서 NP2는 자질의 집합을 지칭할 뿐 객체로서는 

기능하지 않으며， 1, 11 유형에서와 달리 NP2가 조격 형태를 취한다. 이를 III 

유형이라 부르자. (III 유형은 VII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11 유형의 경우에는 
치환이 부자연스럽기는 해도 III 유형처럼 100%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사실은 

11 유형의 이중성 혹은 애매성을 시사한다. 
어휘 및 형태면에서 동일한 NPl , NP2를 갖는 구문들도 다른 유형에 속할 수 

있다. (l -a, b), (5-a, b)가 그러한 경우이다. (l -b), (5-a)는 (중립적 맥락의 경 

우) 1 유형， (l-a) , (5-b)는 11 유형에 속한다.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는 각 NP의 

20) A = B, A E B 외 에 A C B(“KomKa -- %HBOTHoe. ‘고양이 는 동물이 다’)가 제 3의 

의미로 설정되기도 하지만 --GrahamW365: 231)을 보라- 펼자는 A C B가 넓게 

는 AEB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아 별도의 구분을 하지 않겠다. 

21) 필자의 관찰에 의하면， ‘A는 B이다’라는 명제에 대한 (논리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반 
옹은 유형과 무관하게 일단 A=B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n 유형에서도 대둥관계가 
어느 정도는， 혹은 적어도 심층의 어느 차원에선가는 작용한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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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적 위상 및 두 T\.T 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관점에 의해 결정된다. 

I 유형 과 II 유형 은 각기 다른 통사구조를 갖는다， 1 유형 은 NP2와， II 유형 

은 NPl과 일치를 보인다， 1 유형에서 NP2와의 일치는 I 유형의 NPl이 최상위 
NP가 아님을 신호한다. 한편， II 유형에서 NPl과의 일치는 NPl이 구문 내 최 

상위 NP로서 S의 위치를 차지함을 신호한다. 즉， NPl이 I 유형에서는 Spec, 

CP라는 부가어의 위치를 차지하지만 II 유형에서는 Spec, I(혹은 Spec, AGR) 

라는 S의 위치로 들어온다，22) 1 유형은 NP절인 NP2에 담화주제인 NPl이 부 
가된 구조를 취하는 반면， II 유형은 NPl은 S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NP2는 여전히 NP절로 남아있는 불안정한 구조를 취한다， II 유형이 보이는 기 

능적 이중성 (혹은 애매성)은 이러한 불안정한 통사구조와 상통한다， NP절은 

정체밝힘을， S는 특징지음을 지향한다. 일반적으로， S의 존재는 그것을 특정짓 

는 자질이나 기능 혹은 행위를 서술하는 P가 뒤따를 것을 기대케 한다. 그러 

나 11 유형에서는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다. 이렇게 불안한 구조는 안정 

성 지향이라는 언어 변화의 일반 원칙에 따라 점차 좀더 안정적인 ‘S-P’ 모 

형으로 재인식되어지고， 이와 더불어 두 NP 간의 의미관계도 순수한 AEB로 
재해석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경) 궁극적으로 11 유형은 구조-의미적으로는 

III 유형으로 흡수되어지고 이에 따라 ‘I\TPI-NP2’ 구문의 (구조 의미적) 유형 

론은 이분법적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24) 

NP2가 ‘AD] +분류사적 총류 N’으로 이루어진 경우 II 유형의 재인식， 재해 

석 경향은 좀더 신속하게 진행된다. 

22) NPl의 담화주제로부터 S로의 이전은 러시아어 특히 문어 발달사에서 관찰되는 

‘화제어’로부터 ‘주어어’로의 이전 경향성과 관련이 있다. 현대로 올수록 러시아어는 

주어 출현 빈도의 증가를 보인다. 

23) ‘NPI-NP2’ 구문에 대한 ‘s-P’ 가셜은 이러한 재인식， 재해석이 일어난 최종적 단 
계만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I 유형에까지도 그러한 결과를 투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관측만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는 ‘s-p’ 가설의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다. 

24) 1 유형과 III 유형은 II 유형과 달리 형태와 의미관계 간의 도상적 원칙을 충족시 
킨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다. 즉， 1 유형은 두 NP가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대등한 의 

미관계를 보이는 반면， III 유형은 두 NP가 상이한 형태를 취하고 대등하지 않은 

의미관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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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HBaHOB ÕMA 3aMeqaTenbHaR nnQHOCTb. ‘이 바노프(m)는 뛰 어 난(f) 인물(f)이 

었다(m).’ (IDBelloBa(l982: 284)) 

(29)에 서 NPz의 N인 “nRqHOCTb”는 분류사적 기 능만 할 뿐 초점 은 ADJ인 

“3aMeqaTeJIbHaR”로 집중된다. 이 구문은 실상 ‘NP-(장어미) AD]’ 구문과 

의미 상 별 차이가 없다. 이 경우， NPZ의 NP절로서의 위상은 심각하게 불안 

해진다. NP구문의 전제조건인 지시될 수 있는 객체의 존재가 의심스럽기 때 

문이다(IV장을 보라). 거의 대부분의 NP구문이 AD]를 동반하지 않고 N 단독 

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해 보라. 

이러한 논지가 ‘NP-(장어미) AD]’ 구문이 ‘NPI-NPz’ 구문과 달리 ‘s-P’ 모 

형 을 갖는다는 주장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 다. ‘NP-(장어 미 ) AD]’ 구문은 표층 
적으로는 ‘s-P’ 모형을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파생과정을 추적해 보면 이 

구문유형도 ‘NPI-Ñ'PZ’ 구문과 동일한 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이 a. HBaH 따n IlOÕP뼈. ‘이반은 선량했다.’ 

b. lleHb Õω1 RCHLlJi. ‘날은 화창했다.’ 

이인영 (2005)에 의하면， 장어미 ADJ는 원천 상 ‘ADJ 기본형(=단어미행) + 

인칭대명사 n( <jb)’로부터 유래하였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NP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점에서 단어미 AD]나 술부조격 AD]와 차별화된다. 즉， (30-a)의 

“llOÕpblη”는 AD] 기 본형 인 llOÕpb와 (s인 뼈aH과 조웅하는) 인 칭 대 명 사 R로 이 

루어 진 NPz(=‘the one who is good’)에 서 출발해 ”가 AD]의 어 미 로 병 합되 면 

서 서술 기능을 갖는 장어미 AD]로 재해석되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 

면 흔히들 생각하듯이 (30-a)가 “I1BaH 6b11l llO Õpbl꺼 tJe1l0BeK. ‘이반은 선량한 사 

람이었다’로부터 “qenoBeK”의 생략에 의해 파생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 

로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AD] 기본형 + 인칭대명사’가 하나의 

AD]로 인식되고 이에 따라 수식 기능을 갖게 되면서 NP2 자리를 “llOÕpblH'’ 대 

신 “llOÕP뻐 qeJIOBeK”라는 (의미가 비어있는) 분류사적 총류 N이 첨부된 형태 

가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30-b)는 (30-c)로의 치환이 가능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30-이라는 무인칭 

구문과의 치환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30-a)와 다른 면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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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c. (B'Iepa) ÓωI 껴CHbli!: .aeHb. ‘(어 제는) 화창한 날이 었다.’ 
(cf. *(TaM) ÓblJJ .aOÓpbli!: HBaH.) 

d. Bψ10 lICHO. ‘화창했다.’ (cf. *BblJJO .aoópo.) 

Mpa3eK(1964: 224)은 (30-b)가 (30-c)로부터 “JleHb"의 좌측 이 동에 의 해 도 

출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좌측이동셜은 (30-a)에는 적용 불가능하다는 약점을 

갖는다. (Gundel(1977: 3장) 참조). 한편， Nich이s(1981: 57-59)는 “lleHb ÓbIJl ~C 

HblM(inst). "이 가능함을 근거로 (30-b)의 ADJ가 원래 P이며 (30-c)와의 치환 

가능성은 의미-화용적 유사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 (30-b)와 (30-c)는 통사적 

으로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서술 ADJ와 수식 ADJ이 통사적으로 무관하다는 

이러한 주장은 장어미 ADJ가 서술과 수식 둘 다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그다지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Nichols의 주장처 럼 (30-b)의 “ lleHb" 

이 한정적이고 지시적이므로 S라고 한다면 (30-d)에서처럼 그것이 생략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 

(30-b)가 S인 NPl “lleHb"과 [[~c#H- ]ADJ [JleHb]N]으로 이루어진 NP절의 결합 

이라면， NP절에서 NPl과 동일한 N인 “JleHb" 이 “””로 pro화한 후 ADJ에 어미 

로서 병합되어 결국 표층에서는 장어미 ADJ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30-c)는 동일한 NP절에 LOC 화제인 “Bqepa"가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으 

며， (30-d)는 동일 NP절에서 때J의 초점화에 따른 N의 상대적 약화로 인해 “JleHb" 

이 분류사화하면서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0-c)에서 ADJ가 장어미 형 

태를 취하는 것은 표층적 표현차원에서 N을 선행하는 ADJ가 장어미 형태를 

취하는 규칙에 의한 것이며， (30-d)에서 ADJ과 BE의 중성 단수형은 N이 생 

략되어 일치의 통제자가 없기 때문에 디폴트로 취해진 것이다.) 

(30-a)의 경우에도 동일한 설명이 가능하다. 즉， (30-a)의 심층구조는 S인 

NPl “I1BaH"과 [[llOÓP- ]ADJ [I1BaH]N]인 NP절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30-b)와 

달리 (30-c)나 (30-d)와 같은 치환이 불가능한 이유는 섬층 NP절의 N이 고유 

명사일 경우 pro화가 펼수적이기 때문일 뿐이다. 

이상을 볼 때， ‘NP-(장어미) ADJ’ 구문은 ‘NPI-NP2’ 구문 (II유형)과 동일 

한 심층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NP절에 해당하던 부분이 파생과 

정을 거쳐 표층에 이르러서는 그 자체가 서술 기능을 갖는 ADJ라는 하나의 

품사화하게 되면서 ‘NP-(장어미) ADJ’ 구문은 ‘s-P’ 모형을 갖는 것으로 인 

식되게 된다. 이에 따라， ‘NP-(장어미) ADJ’ 구문으로부터 생성된 (혹은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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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그것과 매우 유사한) ‘NP-[(장어미) ADJ + 분류사적 총류 N] ’ 구문((29) ) 

또한 ‘NP-(장어미) ADJ’ 구문처럼 (적어도 표층에서는) ‘s-P’ 모형을 취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NPI-NP2’ 구문이 (구조적으로)11 유형으 

로부터 m 유형으로 진화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자. ‘NPI-NP2’ 구문은 두 NP 간의 의미관계에 따 

라 (I) A=B(정체밝힘)， (11) A = b & A E B (정체밝힘을 통한 특징지음)， 

(lII) A E B (특징지음)이라는 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각 유형은 (I) 

담화주제 + NP절， (II) S + NP절， (1m S-P라는 각기 다른 통사구조를 갖는 

다.앙) NP2와의 일치는 I 유형을， 술부조격은 III 유형을 신호한다. 이러한 유형 

분류에는 ‘NPI-NPZ’ 구문의 재구과정이 반영되어있다. 1 유형이 S/P가 미분 

화되고 (‘주어어’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화제어(혹은 주제어)’에 속하는 초기 

어적 특성을 간직하고 있다면， 11 유형은 ‘화제어’로부터 ‘주어어’로의 전환이 

시작되었지만 S/P의 분화가 완결되지 않은 과도기적 단계를 보여주며， m 유 

형은 S/P의 분화가 완료된 ‘주어어’ 단계를 반영한다. 

VI I. 술부조격구문 

Guiraud - Weber(1994: 551)는 현대러시아어의 (비현재시제) P에서는 조격이 

훨씬 자주 사용되며 ‘주격’은 탈시간적 단언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들어 P에서 

는 조격이 ‘주격’에 비해 무표적이라고 주장한다(KplKHlKKOBa0968)도 보라). 현 

대로 올수록 P에서 조격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그러나 P를 넘어 문장차원에서 보자면 조격의 무표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우선， NP가 둘 이상 존재하는 문장에서는 주격-무인칭 

구문의 경우에는 대격-이 있어야 조격이 있다. 둘째， 한 문장 내에 주격 NP 

25) 참고로， Hengeveld0992: 84-85)는 ‘NPI-NP2’ 구문을 정체밝힘과 분류， 그리고 특 
정화와 특징지음이라는 네 자질에 따라 네 유형으로 구분한다. 

(i) [정체밝힘， 특정화]: The capital of France is Paris. 
(ji) [정체밝힘， 특정지음]: Paris is the capital of France. 
(jjj) [분류， 특정화]: A bachelor is an unmarried man 
(jv) [분류， 특정 지 음]: A cat is an anima1. 

정체밝힘과 특정지음의 두 자절로써 세 유형으로 구분하는 필자와 비교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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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조격 NP가 있으면 일치는 항상 주격 NP와 일어난다. 셋째， 조격은 P로 국 

한되며， 거의 대부분 비현재시제에서만 사용되고， 의미적으로도 제한성을 보인 

다.26) 이상을 종합할 때， 주격에 대한 조격의 하위성， 유표성은 명백하다. 

조격이 P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설에 입각해서 ‘술부주격’ 구문에서 NP의 조격으 

로의 치환 가능성은 그 NP가 P임을 입증하는 증거로 애용되어 왔다(II장을 보라). 

(31) a. Ero J1IOÕHMOe 3aHRTHe Õ꾀J1a Hrpa B maxMaTbI.( =(5-a)) 

b. Ero J1IOÕHMbIM 3aHRTHeM(inst) Õ비J1a μrpa B maXMa TbI. 

C. *Ero J1IOÕ씨。e 3aHRTHe ÕμJ10 HrpoA(inst) B maXMaTbI. 

(31-a)에 대한 조격치환테스트에서 (31-b)는 가능한 반면 (31-c)는 비문법적 

이 므로 (31-a)에 서 는 (31-b)에 서 처 럼 “Ero JIIOÕHMOe 3aH.lI THe"가 P로， “Hrpa 

B lllaxMaTbl”가 S로 간주된다.앙) 조격치환테스트는 ‘술부주격’ 구문도 술부조 

격구문과 마찬가지로 ‘s-P’ 모형을 갖는다는 전제 하에 성립한다. 그러나 VI 

장에서 보았듯이， ‘술부주격’ 구문은 ‘s-P’ 가설만으로는 설명되기 힘들다. ‘술 

부주격’ 구문과 술부조격구문은 의미-통사적으로 상이하다. 

조격 NP가 P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은 그것이 지시적 기능을 가칠 수 없음 

을 함의한다(각주 3을 보라) 즉 조격 NP는 객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객체의 존재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의 기능이나 지위 혹은 

자질을 표현할 뿐이다. (31-b)는 가능한데 (31-c)는 불가능한 이유는 체스가 

취미라는 기능 흑은 지위를 갖는 것-체스ε취미-은 가능하지만 취미가 체스 

의 기능이나 지위를 갖는 것 취미 e체스 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1-b)에 

서 두 NP 간의 의미관계가 (7-a)에서처럼 NPl E NP2가 아니라 NP2 E NPl 

26) 폴란드어에서는 현재시제에서도 조격이 가능하다: “Ona nie jest niewolnicq."(Mpa3eK 

(1964: 244)) 이러한 특성은 폴란드어에서는 러시아어와 달리 현재시제에서도 BE가 

사용되는 점과 유관하다. 러시아어에서도 부분적으로는 현재시제 조격이 가능하다. 

예 (34)를 보라. 조격의 의미적 제한성에 대해서는 아래를 보라. 

27) 이와 유사하게， Chvany(l975: 68)는 (i)에서 “MOR ueJ1b"가 P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 

거로 (ii)에서 그것이 조격으로 나타나는 점을 들고 있다. 

(i) MOR ueJ1b - HanHC aTb KHHry. ‘내 목표(’nom’)는 책을 쓰는 것이다.’ 

(Chvany0975: 68)) 

(ii) 51 Ct[HTaIO cBoeA ueJ1blO HanHca Tb l< HHry“나는 책을 쓰는 것을 내 목표 

(inst)로 삼고 있다.’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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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 즉 P의 NP가 NPl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그것이 주어진 정보로서 화제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31-b)는 “4TO 6ψ10 ero JD06H뻐M 3aH.lITHeM? 

‘그의 취미는 무엇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일 수 있다. (31-a)와 

(31-b)의 유사성은 의미구조나 통사구조가 아니라 화제구조에 있다. 두 구문 

모두에서 “Hrpa B maXMa Tbl"는 평언에 속한다. 

조격은 NP구문， 직시적 3TO구문이나 ‘3TOT/10T + 분류사적 총류 N’ 구문， 

강조사 caM ‘자신， 자체’이나 BeCb ‘온통， 전부’가 삽입된 ‘NPI-NPZ’ 구문에서 

는 불가능하다. 

(32) a. *뻐JlO 3HMOII. ‘겨울이었다.’ 
b. *3TO 6b1J1o IiBaHOM. ‘그것은 이반이었다.’ 
c. *TOT tleJlOBeK 6비JI IiBaHoB빼M. ‘그 사람은 이바노프였다.’ 

d. *OH 6μJI Bce꺼/caMoIIJlIOÕOBblO. ‘그는 온통 사랑이었다/사랑 자체였다.’ 

위 예들의 공통점은 모두 명명 혹은 재명명을 통해 객체의 정체를 밝히거나 

새롭게 규정하는 구문이라는 것이다. NPz가 있을 경우 그것은 NPl의 또 다른 

명칭으로서 NPl과 대등관계를 형성한다. 그렇다면 조격은 NP가 홀로 나타나 

거나 A=B일 때에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예 (7)을 다시 보자. 

(7) a. OH ÕbIJ] BpatlOM(jnst). ‘그는 (당시) 의사였다.’ 
b. OH ÕblJl Bpatl( ’nom ’). ‘그는 (본칠적으로) 의사였다.’ 

(7-a)와 (7-b)의 의미적 차이가 네덜란드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부정판사의 

유무에 의해 드러난다. 

(33) a. Jan is schilder ‘얀은 (직업이) 화가이다.’ (Hengeveld0992: 78)) 
b. Jan is een schilder. ‘얀은 (본칠 적 으로) 화가이 다.’ (ibid.l 

Hengeveld(l992: 79)는 (33-b)의 “een schilder"는 ‘지 시 적 술어 ’로， (33-a)의 

“schilder"는 ‘기능적 술어’로 규정한다. 러시아어에서 ‘지시적 술어’와 ‘기능적 

술어’는 각각 ‘주격’과 조격으로 차별화된다. ‘기능적 술어’로서의 조격은 대개 

비현재시제로 국한되지만 현재시제에서도 paðOTaTb ‘일하다’와 같은 동사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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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 거 나 LOC와 함께 나타날 경 우에 는 가능하다.잃) 

(34) a. OH pa60TaeT Bpa'lOM(inst). ‘그는 의 사로 일 한다.’ 

b. OH 3LleCb Bpa'lOM(inst) ‘그는 여 기 서 의 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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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부조격의 ‘기능적’， 즉， 비지시적 성격은 다음 예에서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35) a. Mo~ *eHa Morna 6~ 6~Tb MonOLloA 60raToA BLlOBOA. ‘내 아내 는 젊 고 부 

유한 과부일u가 될) 수도 있을 텐데.’ (Karolak(1987: 601)) 

b. MoeA *eHoA Morna 6μ 6~Tb MonoLla~ 60raTu BLlOBa. ‘내 아내 는 젊 고 

부유한 과부일 수도 있을 텐데. / 젊고 부유한 과부가 내 아내일V아 

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ibid.) 

(35-a)에서 화자는 현존하는 자신의 아내에 대해 그녀가 미래에 젊고 부유 

한 과부가 될 수도 있음을 서 술하는 반면 (35-b)에 서 는 젊 고 부유한 과부가 

자신의 미 래의 아내가 될 수도 있음을 서술한다. 즉， (35-a)에서는 “아내”가 

지시적이고， “젊고 부유한 과부”가 비지시적인 반면， (35-b)에서는 둘의 위상 

이 뒤바뀐다.웠) (7), (34), (35) 모두에서 조격은 객체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단지 기능이나 지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36-a)는 술부조격이 A=B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위의 지적에 대한 반증처 

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36) a. CneJlYlOm.a~ LlepeBH~ 11 6ωla rOH'IapOBKoA. ‘다음 마을은 정 말로 곤차로 

프카(inst) 였다.’ (Nich이s(1981: 164)) 

b. CneLlYIOm.a껴 LlepeBH~ 6μna rOH'IapOBKa. ‘다음 마을은 곤차로프카 

(’nom’)였다’ 

28) (34-b)는 “OH 3 Llecb."라는 처소구문의 VP에 [PRO Bpa'l]라는 소절 (Small Clause)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해결방식으로 “pa60TaeT"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왜 반드시 LOC가 있어야 하는지가 설명되기 힘들다. 

29) 불가리아어나 마케도니아어에서는 지시적인 경우에는 정관사를 동반하고， 비지시적 

인 경우에는 관사를 동반하지 않음으로써 두 경우를 형태적으로 구별한다. 

Karolak (1987: 601)을 보라， 러시아어에서 비지시적 기능이 조격으로써 신호되는 이 

유는 ‘비유， 변신적 의미’라는 조격의 의미적 기원과 유관해 보인다. 조격의 ‘비유， 

변신적 의미’에 대해서는 Mpa3eK(1964: 212) , men~KIIH (1987: 113)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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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상 (36-a)는 A = B임을 단언하는 발화가 아니다.A=B임을 단 

언하는 발화라면 (36-b)로 표현되었을 것이다. (36-a)는 (36-b)가 참임을 확인 

시키기 위해 그 위에 덧씌워진 발화이다. 이러한 확인은 단언 위에 그 단언의 

진리성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부가되면서 이루어진다. 화자는 자신이 속하는 

세계 즉， 현실세계를 준거로 하여 이야기세계를 현실세계와 비교함으로써 단 

언의 진위를 평가한다. 현실 세계의 관점에서 볼 때 이야기 세계는 독자적 시 

공성을 갖는 다른 세계 즉 비현실계로 간주된다. 술부조격은 많은 경우 이 

두 세계에서의 상태에 차이가 있으며 진리성이 이야기세계의 시공으로 제한됨 

을 함축한다.m장 (7-a)에 대한 설명 및 아래 (38)에 대한 설명을 보라.) 그러 

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어서 때로는 (36-a)에서처럼 두 세계에서의 상태가 

동일함을 확인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상태의 변화 여부가 아니 

라 시공성이 다른 두 세계를 비교한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즉， 단일한 세 

계만 고려되는 경우) 고유명사는 객체가 실재함을 함의하는 지시적 표현으로 

서 비지시적 기능을 갖는 조격으로 나타날 수 없다((32-b， c)를 보라). 그러나 

현실세계와 이야기세계라는 두 세계가 비교되는 경우에는 고유명사라 하더라 

도 그것이 속하는 세계(=이야기세계) 내에서만 존재가 함의될 뿐 비교의 준거 

가 되는 세계(=현실세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실재성을 함의한다고 할 수 없으 

므로 비지시적인 것으로 이해되고 이에 따라 조격이 사용된다，30) 

술부조격의 ‘두 세계성’이라는 특성은 NP2가 비유적 의미로 사용된 경우 

‘술부주격’이 술부조격보다 선호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37) OH 6ω1 HHLIIOK. ‘그는 칠면조(‘멍 청 이’)였다.’ (Nichols (1981: 199)) 

(37)에서 ‘칠면조’는 멍청하다는 자질을 묘사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사용된 

것이다. 비유구문의 목적은 효과적이고 생생한 자질 묘사에 있다.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화자는 자신이 이야기세계로 들어가 그 안에서 ‘현장적’으 

로 관찰된 상태를 묘사한다. 이 구문에서 BE로써 표현된 시제는 단지 이야기 

세계의 전체적 시간 틀을 보여주는 것일 뿐이고 묘사는 마치 ‘지금， 여기에서’ 

처럼 이루어진다. 이 구문에는 하나의 세계만 존재한다. 

술부조격구문의 의미적 특성은 그것의 통사구조와 맞물려 있다. 우선， 일반 

30) 필자와 달리 Nichols (1981: 164)는 ‘술부조격’ 가설에 의거해 예 (35-a)와 (35-b)의 

차이를 ‘s-p’ 및 ‘p-s’라는 통사구조의 차이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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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와 함께 나타나는 이차술부조격부터 살펴보자. 

(38) OH BepHync~ repoeM. ‘그는 영 웅(inst)으로 똘아왔다.’ 

(38)의 통사구조는 [PRO-repo띠로 이루어진 소절(Smal1 Clause, SC) 이 

“OH BepHYJJOI"라는 주절의 VP에 ADJUl'\CT로서 부가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인영 (2005)를 보라.) 

OH [[BepHync~lvp [PRO repoAlSC!ADJUNCTllPRED 

*“OH BepHYJJC~ repofi( ’ nom’)."가 불가능함을 볼 때， SC가 VP의 ADJUNCT 

일 때에는 구조적 격으로서 조격이 할당된다고 할 수 있다. (왜 하펼 조격인 

가에 대해서는 각주 29를 보라.) SC는 VP의 ADJUNCT이므로 SC의 진리성 

은 VP의 시공성과 관련하여서만 유효하다. 예컨대， 예 (38)은 그가 언제 어디 

서나 본질적으로 영웅임， 혹은 현재에도 영웅임을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온 행위가 일어난 세계 내에서 그러함을 단언하는 것이다. 술부조격은 진 

리성이 이야기세계라는 시공으로 제한됨을 신호한다. 

일반 동사가 아니라 BE인 경우도 이에 준해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BE의 

경우에는 일반 동사와 달리 ADJmιT가 선택적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점에 

서 CTaHoBHTbC~ ， ~BJJ~TbC~ ， OKa3hlBaTbC~ 등의 유사BE 동사들처 럼 조격 을 (구 

조적 격으로부터) 어휘적 격으로 승격시킨다는 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휘 

적 격을 할당하는 것은 V이므로 술부조격구문의 BE는 V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술부조격구문의 BE는 ‘술부주격’ 구문의 

BE와는 통사적으로 다른 위상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술부주격’ 구문의 BE 

는 NP에 결핍된 시제 및 서법을 보충해 주는 보조사 역할을 할 뿐이지만， 술 

부조격구문의 BE는 일반 ‘NP-VP’구문에서처럼 V로 행동하고 조격 NP는 이 

V에 종속된다. 즉， 숨부조격구문은 ‘술부주격’ 구문과 달리 명실공히 ‘S-P’ 구 

조를 갖는다. (그러나 NP2 자체를 P로 보는 ‘S-P’ 가설과는 다른 의미에서 

그러함에 유의하라.) 

술부조격구문의 출현은 ‘NPl-!\'P2’ 구문의 구조를 ‘NP-VP’ 구조에 접근시키 

는 데 획기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현대러시아어에서 술부조격구문의 높은 생산 

성 및 문체적 중립성은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시키는 데 한 몫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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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I. 결론 

본 논문의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NPI-NP2’ 구문은 ‘NP-VP’ 구문과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NPI-NP2 ’ 구문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 채구과정을 보인다. 

I 단계: 담화주제 + NP절 

n 단계 S + NP절 

m단계 S-P 

3. ‘NPI-NP2’ 구문의 세 의미유형들은 2의 각 단계를 반영한다. 

I 단계 - 1 유형 A==B 

n 단계 - II 유형 A==b&AEB 

m단계 -m유형 AEB 

4. NP2와의 일치는 I 유형을， 술부조격은 III 유형을 신호한다. 

5. 과도기적 불안정성을 보이는 II 유형은 구조-의미적으로는 III 유형으로 

재해석되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NPI-NP2’ 구문의 재 구 및 유형 > 

I 단계!I 유형 n 단계III 유형 m단계1m유형 

구문구조 담화주제 + NP절 S + NP절 S-P 

BE의 일치 NP2 NPl NPl 

NP2의 격 주격 「;Z-ι z1 조격 

의미관계 A==B A==b&AEB AEB 

의미기능 정체밝힘 정체밝힘+특정지음 특징지음 

대표적 예 (l -b, 5-a) (l -a, 5-b, 7-b) (7-a, 3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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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ussian ’NPl-(BE)-NP2 ’ Construction Revisited 

Lee, In-Young 

The article claims that ’NPI-NP2 ’ construction should not be treated as 

same as ’NP-VP ’ construction. It has different ongm and distinct 

structure. Un1ike ’NP-VP ’ construction, which clearly has 'S-P' pattem, 

'NPI-NP2 ’ construction originates from the structure 'Discourse Topic + 

NP clause ’. Due to the frequent overlapping of Discourse Topic and S and 

the tendency toward ’subject language' , Discourse Topic tends to be 

reinterpreted as S, resulting the transitory stage of ’S + NP clause'. 

Finally, this unstable combination is remedied by the substitution of NP 

clause with P. 

Discourse Topic + NP clause > S + NP clause > S + P 

Each stage of the above process corresponds to and is reflected in each 

of the three semantic subtypes: 

Type 1: A = B Odentifying) 

Type II: A 二 b & A E B (identifying and characterizing) 

Type ill: A ε B (characterizing) 

Agreement and case form may serve as the signal for the subtypes: 

agreement with NP2 signals Type 1; predicate instrumental signals Type III. 

Type II with its transitory instability is expected to be reinterpreted as 

Type III at least structurally and seman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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