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어 “что за 구문”의 통시적 발전*

본 논문은 예문 (1)과 같은 러시아어의 소위 “что за 구문”의 통시적 발전을
재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그 통사적 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a. Что
за книжку ты читаешь?1)
what:acc
za book:acc you read
너는 지금 도대체 어떤 종류의 책을 읽고 있는 거니?
b. Что
за ерунда!
what:nom
za nonsense:nom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니라구!

예문 (2)에서 보듯 러시아어 что за 구문은 슬라브어족 뿐 아니라 게르만
및 발트어족에서도 관찰되는 범언어학적 현상이다. 이 구문의 공통된 특징으
로는, 먼저 (i) 통사적으로 what(что, was, kas)과 for(за, für, par)에 해당하는
어휘적 요소들이 결합하여 수식 어구를 이루어 명사를 수식하고, (ii) “(도대
체) 어떤 종류의, 혹은(도대체) 어떤(따라서, 영어 which, 독일어 welcher, 그
* 본 논문은 저자의 박사 학위 논문 "The Small Clause in Russian: Structure and
History"(2010)의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한국 러시아 문학
회(2011년 3월 26일, 고려대학교)에서 동일한 제목으로 발표된 바 있다. 토론자와
학회 참석자, 그리고 익명의 논문심사위원들의 지적과 제언에 감사드린다.
**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1) 일반언어학적으로 what for 구문으로도 불리는 러시아 что за 구문에 대한 이해를 돕
고 다른 인도유럽어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예문의 용례를
영어로 표기하기로 한다. 어휘적 요소 za는 서술사와 전치사로 기능하는 경우가 각각
다르므로 혼동의 여지를 없애기 위하여 따로 옮기지 않기로 한다. 여기에 사용된 축
약어는 다음과 같다: nom(주격), acc(대격), gen(생격), loc(전치격), dat(여격), instr(조
격), refl(재귀대명사), ger(부동사), inf(동사원형), sc(small clause: 소절 기반).

리고 러시아어 какой로 번역되곤 한다)”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iii) 이와 같
은 통사적, 의미적 특징으로 인해 의문문(1a) 뿐 아니라 감탄문(1b)에서도 나
타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2) a. Was
what
어떤
b. Kas
what
그건

für
for
종류의
tas
it
도대체

einen Hund hast du gesehen? (독일어)
a
dog have you seen
개를 너는 보았니?(Leu 2008: 1, (1a))
par putni?
(라트비아어)
for bird
어떤 종류의 새니?(Danylenko 2001:246)

전거한 구문의 분포적 특징과 형태의미론적인 특징을 고려해 보았을 때
러시아어 что за 구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i) 어떻게 what과 for의 결합으로 인해 형용사구가 만들어지는가, (ii)
이 구문을 러시아어 자체의 독자적인 발전에 기인한 것인가, 아니면 언어접
촉에 의한 차용어구로 볼 것인가?
본 논문에서는 что за 구문의 두 번째 어휘적 요소인 за가 뒤따르는 명사
의 격변화를 지배하는 전치사가 아니라 (3)의 문장들이 예시하는 서술사
(predicator, 서술사 및 서술화 이론에 대한 일반언어학적 논의로는 Bowers
(1993)를 보라)에 통시적으로 기인한다는 전제 하에 논지를 전개할 것이다.
(3) a. Олег
принял
[SC егоi
Oleg:nom considered
him:acc
올레그는 그를 의사로 간주했다.
может сойти [SC ti
b. Олегi
Oleg:nom can
appear
올레그는 변호사로 보일 수 있다.
c. Олег
выдавал
[SC себяi
Oleg:nom pretended
oneself:acc
그는 자신을 의사로 사칭했다.

ЧТО ЗА

за
za

врачаi]
doctor:acc

за
za

адвокатаi]
lawyer:acc

за
za

доктораi]
doctor:acc

что за

Danylenko(2001)는 что за 구문이 언어접촉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어의 내
적 동인에 의해 발전하였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해서는 2.2절을 보라).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로 그는 (4)에 예시된 어휘적 표현 замуж, замужем 이 что
за 구문의 за와 동일하게 사용된 예라고 제안한다.
(4) a. Она вышла замуж за старого друга
she went out married za [old friend]:acc
그녀는 오랜 친구와 결혼했다. (동작)
b. Она замужем за старым другом
she married za [old friend]:instr
그녀는 오랜 친구와 결혼했다. (상태)

나아가 Danylenko(2001)는 (4)에 나타난 결혼 관련 표현들의 원형으로서
{byti za odinъ mužь}를 상정하고 이는 다시 {byti odinъ mužь}에서 도출된 것으
로 주장한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문헌에서 실제로 관찰되고 있는 관용적 표현
인 {byti odinъ čelověkъ}(‘연합 상태에 있다, 좋은 관계에 있다’, Материлаы
1902:618)’와 이 표현들이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Danylenko(2001)의 주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먼저, 예문 (5)에서 보듯 {byti odinъ čelověkъ}는 ‘복수의 사람이 한 사람처럼
지낸다’라는 전의적 의미를 가지며 반드시 복수의 주어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결혼에 관계된 표현은 (4)에서 보는 바, 복수의 주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5) а князи велиции крестьяньстии и Ярославъстии съ нами
and princes grand
Christian
and Jaroslavl’
with us
одинъ человекъ a ихъ
ти
не обидети
one
man
and them:acc you:dat not offend
그리고 기독교인이며 야로슬라프의 공후들은 우리와 한 편이며 그들
에게 치욕을 주지 말아야 한다. (Материалы 1902:618)

둘째, Danylenko(2001)가 가정하고 있는 표현인 {byti odinъ mužь}은 역사
적으로 전혀 기록되지 않았으며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필자는 오히려
예문 (6)과 같이 어휘적 동사 posagati/posagjati가 쓰인 예문이 그 원형이며

{byti zamužь/zamužem}은 의미장(semantic field)의 확장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
고자 한다.
(6) a. законъ устави
женамъ
за единъ мужь
посагати
law:acc established women:dat pl za [single man]:acc sg marry:inf
(페오스타는) 여자들은 한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b. въстави единому мужю едину жену
имети и
placed [one man]:dat sg [one woman]:acc sg have:inf and
жене
за одинъ мужь
посагати
woman:dat sg za [one man]:acc sg marry:inf
(페오스타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취해야 하고 여자는 한 남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ПСРЛ 2:193)

셋째, 설령 {byti odinъ muž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byti odinъ čelověkъ}
과 동일한 논리선상에서 이해할 수 없다. 이 두 표현이 상이하다는 사실은 형
용사 edinъ(odinъ)가 문장에서 가지는 통사적 지위의 차이에서 확인될 수 있다.
예문 (5)에서 보듯 edinъ(odinъ)는 {byti odinъ čelověkъ}라는 관용적 표현의 필
수적인 어휘요소이다. 이는 이미 어휘화한 부사적 표현(고대 세르보-크로아티아
어 biti zajedno, 현대러시아어 быть заодно)의 형태론적 구조에서도 확인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결혼에 관한 표현에서는 예문 (7)이 예시하듯 이와 같은 수량
형용사가 필수적이지 않다.
(7) Не дост(оит)ь
кр͠tтнмъ
за погануя
посягати
not should
Christains:dat
za pagans:acc
marry:inf
기독교도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원초연대기 6496)

다시 말해, 결혼과 관련된 표현에서 edinъ/odinъ는 일부일처를 표현하는 것
이 아니라 결혼생활에의 충실함을 표현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예문 (6b)의
единому мужю에서 보듯 edinъ라는 어휘적 요소는 남편의 의무사항을 가리
킬 때에도 사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문헌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byti odinъ mužь}이
{byti za odinъ mužь}로 발전하였다는 Danylenko(2001)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
렵다. 필자는 {byti za odinъ mužь}를 {posagati za(odinъ) mužь}라는 표현의
용례적 확장에 따른 예로 간주한다. 또한 이 표현들에 공통적인 어휘적 요소

что за

인 за는 아내가 남편에게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쓰인 방향성(‘뒤따른다’)
을 지시하는 전치사로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 있을 것이다(전근대적인 사회
에서 부부가 주종(主從)의 관계로 종종 인식되었음을 상기하라). 이런 점에서
{byti za(odinъ) mužь}에서는 {byti(za) odinъ čelověkъ}와 달리 за라는 문법적
요소가 필수적이다(후자에서 за가 삽입되는 예로는 문장 (11)을 보라). 따라
서 예문 (4)의 결혼과 관련된 표현은 2.2절 이하에서 논의할 что за 구문의
통시적 발달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ЧТО ЗА
많은 슬라브어족의 언어뿐 아니라 게르만 및 발트어족에서도 러시아어 что
за 구문에 일대일로 정확히 대응하는 구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언어접촉 가
설을 뒷받침해준다(Vaillant 1977; Moser 1998:239 이하; Подлесская(2007).
(8) 슬라브어 및 독일어의 what for 구문2)
문형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폴란드어
cf. 독일어

{what
čto
ščo
co
was

for
za
za
za
für

NP}
čelovek
ljudyna
człowiek
ein Mensch

이 가설에 따르면 독일어 표현이 먼저 폴란드어에 유입되었고 그 뒤 우크
라이나어 및 벨로루시어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세 러시아어에 나타나기 시
작하였다. 도식 (8)이 보여주는 문형 구조의 유사성, 그리고 의미적 유사성
및 지리적 근접성은 러시아어의 что за 구문의 발전을 언어외적 요인, 즉 언
어접촉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Danylenko(2001)가 명증하게 보여준 바, 언어접촉 가설은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즉 슬라브어의 что за 구문(예문 (9)를 보라)은 15세
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이르는 시기에 이미 관찰되었지만 독일어의 경우 이
보다 늦은 시기인 16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이 문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2) 한편 체코어, 슬로박어, 그리고 소르비아어에서도 이 구문이 발견되는데 이는 독일
어와의 직접적인 접촉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Danylenko 2001:244-245를 보라).

(Was zeigst du uns für ein Zeichen? “What sign shewest thou unto us?”:
Danylenko 2001:243).
(9) что
се
есть
намъ
за
племя?3)
what:nom this
is
us:dat
za
tribe:nom
이들은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종족인가?
(Житие св. Петра Беркана, царевича Ордынскаго, Буслаев 1881/1959;
cited in Danylenko 2001:243)

이러한 상대 연대적 논거에 따라 러시아어 что за 구문이 외부영향과 무관
하게 언어 내적으로 발달하였다는 Danylenko(2001)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
이 있다.
그러면 예문 (9)와 같은 문장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일찍이 Попов(1879)는
예문 (10)과 같은 유형의 문장이 문법적 요소 за가 개입된 예문 (9)과 같은 문
장으로 발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동일한 선상에서 고대 러시아어 대명사 чьто
가 (10)과 같은 맥락에서 ‘что за, какой’를 의미할 수 있었다는 Срезневский의
지적(Материалы 1912:1577)을 이해할 수 있다.4)
(10) и
что
языкъ
ихъ, и котораго племени
суть,
and
what:nom language:nom their and [which tribe]:gen sg are
и
что
вера
ихъ
and
what:nom faith:nom
their
그들의 언어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들은 어떤 종족이며, 그들의
신앙은 어떤 것인지⋯⋯. (Danylenko 2001:247, (2))

필자 역시 러시아어 что за 구문은 что와 뒤이은 명사구로 이루어지는 소
3) 한 심사위원의 지적대로 이 예문만을 가지고 중성명사 племя가 주격이라고 단정짓기
는 어렵다. 하지만 이 문장이 기저생성 위치에서 {что за племя}의 구를 이루고 의
문대명사 что가 wh-이동되었다고 보는 본인의 가설에 비추어 본다면 계사 есть의
보어인 {что за племя}, 나아가 그 한 부분인 племя를 대격으로 간주할 가능성은
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계사 есть는 что와 племя 사이가 아니라 се와 {что
за племя} 사이의 서술관계를 표시하고 있다.
4) 이 예문의 두 번째 문장 {котораго племени суть}은 앞뒤의 문장과는 달리 주어
(‘그들’)가 생략되어 있으며 앞선 문장의 주어인 ихъ языкъ에서 이 생략된 대용어
의 선행사를 찾을 수 있다.

что за

절(小節: small clause)로부터 발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두 개의 명사구로 이
루어진 문장의 중간에 이 둘을 매개하는 기능의 서술사(overt predicator: 소
절의 서술관계를 밝혀주는 명시적인 문법 요소, cf. Bailyn 2001)인 за가 도입
되었다는 주장은 다음의 예에서 증명된다. 앞서 예문 (5)에서 살펴보았던
{byti odinъ čelověkъ}라는 관용어구 사이에 별다른 의미의 부가 없이 за가 삽
입된 예문 (11)을 보라.
(11) А съ Изяславомъ
ти быти за единъ человекъ и
and with Izjaslav:instr
you:dat be:inf za [one man]:nom and
не отлучити
ти
ся
его
not distance:inf you:dat refl him:gen
너희들은 이자슬라프와 하나가 되고 그와 소격해서 지내지 말아야 한다.
(제1차 노브고로드 연대기, Материалы 1893:892)

ЧТО ЗА
что за
1980년대 이후의 규범문법 및 교과서 등에 따르면 что за 구문은 직격
(direct case: 주격과 대격)에 한정되며 이러한 제한성으로 인해 what for 구문
은 전치격에도 쓰일 수 있는 게르만어와 구별되는 듯하다(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1982:391; Leu 2008; Zimmermann 2009:27).
(12) a. [что за NP:nom]
Что
за
книга
[what za
book]:nom
도대체 어떤 종류의 책이
b. [что за NP:acc]
Что за книгу
ты
[what za book]:acc you
도대체 어떤 종류의 책을

лежит у тебя
на столе?
lies
at you:gen
on table:loc
네 책상에 놓여있는 거니?
читаешь?
read
너는 읽고 있니?

(13)

Mit was für einem Hund hast du
gespielt? (독일어)
with what for a:dat dog
have you played
도대체 어떤 종류의 개와 너는 놀았니?(Leu 2008:11, (22a))

하지만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보다 10여년 앞선 1970년에 발간된 문법서(Грамматика 1970)에는 이 구문이 주격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둘에 나타난 문법적 기술이 언어적 사실을 가감 없이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что за 구문이 (i) 14세기 이전에 처음으로 나타나 주격단계
(Nominative Stage)가 수세기 동안 지속되다가 (ii) 1970년대 들어서 주격뿐 아니
라 대격에도 확산되어 쓰이게 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이 단계를 직격단계
Direct Stage로 명명하기로 한다).
하지만 19세기 말 이미 이 구문이 주격과 대격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는
Попов(1879)의 지적은 위에서 언급한 두 문법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술과
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시 말해, 20세기 들어와서 기존의 발전방향과는 정
반대의 일이 생겼다고 가정하지 않는다면 Попов(1879)나 Грамматика 1970,
둘 중 하나는 그릇된 기술을 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14세기 후반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노브고로드 자작나무
편지의 한 대목이 주목을 끈다.
(14) Цто
ѥси даль намъ
за клуцка
за насъ не стоть
what:acc are gave to us:dat za steward:acc for us:acc not stands:3sg
'Кого ты нам поставил ключником, тот за нас не стоит.'
‘당신이 우리에게 집사로 보낸 사람은 우리에게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
(Зализняк 2004: 589; BBL No.370, 14세기 후반)

Зализняк(2004)은 이 문장에 대하여 비일관적인 해석을 제안한다. 먼저 위
에 인용한 그의 해석(кого ты нам..., тот...)은 일견 что(고대 러시아어 чьто,
노브고로드 방언 цто)가 이끄는 화제 구문임을 암시한다. 다시 말해 что가
문장 화제를 형성하기 위해 좌측전위되고 그 뒤에 나오는 절이 화제에 대한
평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Зализняк(2004) 말미의 어휘사전을 보면
ключникъ라는 항목에 별다른 부연 설명 없이 “сто... за клуцка”라고 적고
있는데 이는 что(цто)가 화제유도가 아닌 что за 구문의 일부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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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필자는 이 문장이 절대로 중의적이지 않으며 후자의 해석만이 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이 편지의 작가는 수신인의 행
동에 대하여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보냈니? 그는 우리에게 아무 짝
에도 쓸모가 없어”라고 한탄하고 있는데 이는 что за 구문의 일반적인 용례
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통사적으로 보면 해답은 좀 더 명확해진다. 동사
구 ѥси даль(ѥси далъ)의 내부논항이 간접목적어인 намъ와 직접목적어인
цто(что임은 명백하다. 사물이 아닌 사람(клуцка: ключникъ의 방언 형태이자
대격)을 что가 지시하고 있는데 что가 사람을 지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за와 결합하여 초점 해석(focus reading)을 가져올 때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예문 (14)는 что за 구문과 뒤따르는 문장, 두 문장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뒤 문장의 주어는 담화적으로 이미 주어진 정보로서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노브고로드 자작나무 편지에 대한 필자의 이와 같은 주장은 что за 구문
의 통시적 연구에 획기적인 전기를 제공한다. 우선 이 구문의 최초 예문으로
이제껏 러시아 역사언어학 교과서에서 제시되었던 예문 (9)를 노브고로드 자
작나무 편지 370번, 예문 (14)가 대체해야 할 것이다. 이 예문이 대격을 사용
하고 있다는 사실이 구문발달의 연대추정에 함의하는 바는 적지 않다.
먼저 이 구문의 최초 예문이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예문 (14)가 쓰여진 14세
기 후반보다 훨씬 앞선 시기일 것으로 추정한다. 왜냐하면 구문 발달 단계에
있어서 대격의 출현은 주격의 존재를 이미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예
문 (14)가 최초예문이 된 것은 문체상의 제약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대상에 대한 강한 주관적 감정을 나타내는 이 표현이 연대기나 종교적 혹은
행정적 문서 등에 출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상적인 지역
방언으로 쓰여진 대중들의 사적 서신인 자작나무 편지에서 연대기(예문 (9))보
다 적어도 1세기 이상 빠른 예문이 나왔다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작나무 편지 370번과 직격 단계를 명시한 Попов(1879)를 두고 판단하건
5) 한 심사자는 (i) 동사 даль의 ‘수신자(recipient)'라는 의미역을 가지는 내부논항이 생
략되고 (ii) цто가 접속어(complementizer)로서 서술어 не стоть의 주어가 되는 절을
이끈다고 가정하며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안한다: “당신이 우리에게 (아무개를) 집
사로 보냈는데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지만, 필자의 견해로는 (i) за клуцка
가 “집사로(~로서, ~라는 역할로)”와 같은 의미를 표현하지 못하며, (ii) ‘당신이 집
사를 보낸 사실’이 не стоть의 주어가 된다는 점 또한 납득하기 어렵다.

대 что за 구문은 14세기 후반 이전에 이미 발생하여 14세기 후반에 이미
직격단계에 도달하였으며 20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그 이후의 사격 및 전치
격 단계까지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Грамматика 1970이 주격만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이 구문이 직시적 ― 다시 말해 지금 현재에 초점을 둔, 이에 대
해서는 3.2.2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 상황에 압도적으로 사용되고 있
음으로 인한 혼동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구문의 역사적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직격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인 사격
단계(Oblique Stage: 전치격을 제외한 사격, 즉 여격, 조격, 생격)로 발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규범문법서에 정의된 것과는 상반되게 20세기
후반 들어 러시아어 что за 구문은 이미 사격단계에 접어들었다. (14)의 예에서
보듯 현재 이 구문은 여격이나 조격, 그리고 생격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15) a. [что за NP:dat]
Я стараюсь узнать,
что за
человеку он будет подарен
I try
find out:inf what za man:dat it will given
나는 이게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지 알아내려하고 있다.
(www.tsubaky.ru/tsu/master.php, 2009년 12월29일 확인)
b. [что за NP:instr]
Что за
ерундой
ты занимаешься?
what za
nonsense:instr you occupy oneself:prs 3sg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Павел Амнуэль, Расследования Бориса Берковича,
http://berkovich.info/ber5-24.html, 2009년 12월29일 확인)
c. [что за NP:gen]
Что за
песен
ты наслушалась!
what za
songs:gen you heard plenty of
도대체 어떤 노래를 그렇게 많이 들었니!
(Алексей Смирнов, Место в мозаике,
http://www.netslova.ru/ak_smirnov/mozaika8.html, 2009년 12월29일 확인)

흥미롭게도 러시아어 что за 구문은 그 적용범위에 전치격까지 포함하고 있
는 독일어의 패턴을 빠르게 좇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문
(16a)는 (16b)에 비해 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허용 가능한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적 변이는 이 용례가 막 생겨난 언어변화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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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P что за NP:prep]
a. Господи, в что за стране
мы живем?
Goodness, in what za country:loc we live
맙소사, 우리는 지금 도대체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 거니?
(http://niksidor.com/post112015233/, 2009년 12월 29일 확인)
b. Учитывая, со
что за
скоростью расходятся билеты
consider:ger with what za
speed:instr go away:3pl tickets
с
касс
стадиона…
from ticket offices:gen stadium:gen
운동장 매표소에서 입장권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팔리는가를 고
려하여⋯⋯.
(http://imsport.ru/2009/07/page/233/, 2009년 12월29일 확인)

필자가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어 что за 구문의 단계적 발전 가설은 <그림1>
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1> 러시아어 что за 구문의 확산
제1단계
주격

제2단계
⇒

직격
14세기 후반

제3단계
⇒

사격
20세기 후반

제4단계
⇒

전치격
21세기

이러한 단계적 발전에 대한 논거로는 독일어 역시 동일한 발달 과정을 겪었
다는 점을 들 수 있다. Paul(1954:302; Lockwood 1968:77, Danylenko 2001:244
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그림1>의 제1단계가 what for 구문의 원형이었고 이를
토대로 대격을 포함하는 직격단계로, 그리고 현재는 전치사까지 포함하게 되었
다. 이와 같은 비교언어학적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what for 구문이 실현되는
언어에 상관없이 유사한 단계적 과정을 거치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3.2절에
서는 세분화된 각 단계들의 특징과 변화 및 재해석의 동인 등을 설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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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는 구문이 존재하는 독일어나 다른 외래어와의 언어접촉, 혹은 넘쳐
나는 대중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언어 규범의 파괴 등도 что за 구문이

사격은 물론 전치격까지 도달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
만 필자는 이 구문의 단계적 발전은 구문의 통사적 구조의 변화에 따른 ― 반
드시 그럴 필요는 없지만 변화의 매개변인이 될 수 있는 ― 논리적 결과로 상
정한다. 이를 전제로 что за 구문의 단계적 발전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한다.

필자는 что за 구문이 절 단위의 문장으로 출발하였으리라고 주장한다. 구조적
으로 보았을 때 (17)의 도식에서 보듯 что за 구문은 명사구가 주어이고 의문대
명사가 보어인 소절에서 기능투사(functional projection:FP)로 파생된 것이다.
(17) [FP что [Fº за [SC книга что ]]

이러한 가정은 소절의 주어와 그 보어만으로 문장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
이며 이는 앞서 언급한 예문 (10)(여기서 예문 (17)로 재인용)의 예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8) и что
языкъ
ихъ, и котораго племени
суть,
and what:nom language:nom their and [which tribe]:gen sg are
и что
вера
ихъ
and what:nom faith:nom
their
그들의 언어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들의 종족은 무엇이며, 그들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Danylenko 2001:247, (2))

한편 문법적 요소 за는 소절의 두 문장요소를 연결시켜주는 연결사, 엄밀히
말해 명시적 서술사(overt predicator)로 기능하게 된다: 서술사는 (i) 소절 안의
주술관계를 명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ii) 격 할당을 하는 전치사가 아니다
(만약 전치사라면 대격을 지배해야 한다).

что за 구문이 규범문법에서는 직격으로만 한정된다고 기술하고 있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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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대해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구문의 단계적 발달 가설을 뒷받침한
다는 함의도 언급한 바 있다. 주격단계에서 직격단계로의 변화는 “что за”가
wh-서술(wh-predication)에서 wh-수식(wh-modification)의 관계로 변화하였을 뿐
아니라 “что за NP”가 절(CP 구조)이 아니라 명사구(DP 구조)로 재해석되었음
을 의미한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절 구조가 명사구 구조로 재해석되었을까? 이 문제
는 제1단계 주격단계의 절 구조가 어떠한 환경에서 명사구나 절, 이중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줄 수 있느냐로 진술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что за 구
문이 동사 없이 표현되었을 때 명사구로 해석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제안한
다. 즉, 러시아어의 быть 동사의 현재형이 제로라는 점을 생각하면 예문 (19)
와 같은 문장이 명사구 구조로 재해석될 수 있었던 문형이 될 것이다.
(19) a. Что
за вздор!
what:nom
za nonsense:nom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니!
b. Что
за притча!
what:nom
za parable:nom
도대체 무슨 소리야?!

“도대체 무슨 종류의”와 같은 표현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을 내재한 이 표현은
직시적 환경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что за 구문의 단계적 발
전에서 주격단계와 직격단계 사이에 또 하나의 단계를 설정하는 것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이 단계를 직시 단계(Deictic Stage)로 명명하며 이때 직시란 직시
적 중심인 화자를 둘러싼 바로 지금 이 순간과 공간을 지칭한다고 정의한다.
직시적 단계의 언어표현은 (명시적인) 시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절 구
조이지만 그 충분조건을 갖추고 있진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표현으
로는 ‘원형소절(Root Small Clause, Adult Root Infinitive 혹은 Mad Magazine
Sentence로 불린다: Akmajian 1984, Progovac 2006)’을 들 수가 있다. 이 구문
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아래의 예에서 나타나듯 시제의 부재이다.
(20) a. (Me) get a respectable job?! What do you think I am?
b. What! Bronsky (be) clever?! Ha.
(Akmajian 1984:4,5)

또한 예문 (20)의 주어, Me와 Bronsky가 각각 해당문장의 Foc(us)P(hrase)
로 이동한다고 가정하면 문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며 그 경계는 표현되
지 않는 시제(TP)가 될 것이다. 원형소절의 양분구조 (bipartite structure)는
등위접속사 ‘und(그리고)’를 사용하는 독일어 원형소절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21) Er
und
ein Buch
lesen?!
He:nom and
[a book]:acc
read:inf
그가 책을 읽는다구?!(Wenger 2008:2, (5))

앞서 что за 구문에서 за가 서술사의 기능을 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이는 이
구문 역시 양분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함의한다. 원형소절 역시 청자를 전제한
직시적 환경에서 발화된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 두 구문 모두 소절을 기
반으로 한 직시적 구문이라는 공통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 때 문장의 앞
부분은 화제(topic)나 초점(focus)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평언(comment), 근원
명제(radical proposition: 시제가 표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문장의 후반부를
이루는 부분이 될 것이다. 이때 что за 구문에서 что가 초점 강세(focal stress)
를 받는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소절을 기반으로 한 두 문형의 이분 구조(Bipartite structure)

{force, topic, focus}
Bronsky
Er
Что

und
за

{comment, radical proposition}
be clever?!
ein Buch lesen!
книга

영어
독일어
러시아어

주격에서 직격단계로의 변화가 wh-서술에서 wh-수식의 관계로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앞 절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다. что за 구문이 wh-수식을 할 수
있다면 이 구문이 대격을 물론 다른 격까지 확산될 수 있는 통사적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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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что за>가 수식, 즉 형용사의 기본적
인 기능을 하므로 어떤 명사구에나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что за 구문이 대격단계에서
사격단계로 전환되었는가? 이 절에서는 변화의 필요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세기 동안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를 세 가지 다른 관점
에서 추론해 보기로 한다.
먼저 구조적, 즉 통사적 요인이 사격단계로의 진입을 지연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 논문의 역사언어학적 초점으로 인해 상세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17)에서 이미 제시한 что за 구문의 통사적 파생(syntactic derivation)을
보자.
(22) [FP что [Fº за [SC книга что ]]

필자는 SC로 표시된 소절기반(small clause base)에서 그 주어와 보어인
книга와 что가 동일한 격으로 [case:α]로 격표지되며 그 실제값은 기능적 투
사 FP가 어떤 상위의 투사와 결합하느냐에 따라 주격 혹은 대격으로 결정된
다고 주장한다(이와 연관된 통사적 논의에 대해서는 Kwon 2010, 2011을 보
라). 사격단계에 들어간다는 것, 쉽게 말해 книгой(조격)나 книге(여격)가 나
타나면 주격/대격을 나타낼 수 있는 что와 일치할 수 없으며, 이는 구조적으
로 결정된 격 일치라는 논리적 귀결에 어긋나는 현상이 된다. 주격단계에서
대격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절 구조에서 명사구 구조로의 구조적 변화라면 사
격단계로의 진입은 이전 단계의 파생을 위한 통사적 기초였던 소절기반에 근
본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다(보다 자세한 통사적 논의로는 Kwon(2011)을 참
조하라). 구문이 생겨난 통사적 기반으로서 존재적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소절기반의 붕괴 내지는 재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 구문이 직격단계에서
쉽사리 사격단계로 전이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언어대중의 보수성이라는 사회언어학적인 원인을 꼽을 수 있
다. 이 구문의 어휘적 요소 за는 전치사가 아니라 서술사라는 점은 이 논문
에서 여러 번 강조되었다. (23)으로 재인용하는 (1)의 두 예문을 보자.
(23) a. Что
what:acc

за книжку ты читаешь?
za book:acc you read

너는 지금 도대체 어떤 종류의 책을 읽고 있는 거니?
b. Что
за ерунда!
what:nom
za nonsense:nom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으니라구!

경우에 따라 대격(22a) 혹은 주격(22b)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논리적
인 설명을 갖기 힘든 언어대중의 입장에서 이 표현을 사격에까지 확대하여
쓰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용론적 관점에서 원인을 찾아보자. 이 구문은 문어에서는 찾
기 힘들고, 지금-현재를 토대로 청자를 전제로 한 구어적 표현이다. 이러한
직시적/표현적 성격으로 인해 이 구문은 사격을 지배하는 동사 혹은 전치사
가 나타나는 환경이 아니라 표현력이 응집될 수 있는 짧은 전보적 전언
(telegraphic message)의 형태로 주로 나타나게 되어 변화의 여지가 없었을 것
으로 판단된다(예문 (19)를 보라).

전치격 또한 사격에 속하지만 필자가 제안한 что за 구문의 단계적 발전에
서는 세 번째인 사격단계에서 빠져있는 것 또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
것은 전치사라는 이질적인 요소를 구문에 개입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예문 (16)으로 소개된 예문을 (24)에 다시 간
략하게 재인용한다.
(24) a. Господи, в что
за стране
мы живем?
Goodness, in what za country:loc we live
맙소사, 우리는 지금 도대체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 거니?
b. Учитывая, со что за скоростью расходятся билеты
consider:ger with what za speed:instr go away:3pl tickets
입장권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팔리는가를 고려하여⋯⋯,

현대표준러시아어의 음성학적 제약에 따르면 ‘в что за стране(24a)’는 ‘со
что за(24b)’와 마찬가지로 전치사 в는 что 앞에서 완충제와 같은 모음 /o/를
획득했어야 한다(예문 (25a)를 보라). 이와 같은 모순적인 모습 외에도 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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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단계에서 {что за}는 다음과 같이 예견할 수 없는 양태를 보인다.
먼저 동일한 어휘의 결합 {в(о) что за}가 (24a)와 (25b)에서 다르게 실현
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6)
(25) a. Во что
верить?
in what:acc
believe:inf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b. Во что за тысячу лет
превратилась Святая Русь?
into what after [thousand years]:acc turned
Holy Rus’
1000년이 지나 성스러운 루스가 어떻게/무엇으로 변화하였는가?’
(http://magazines.russ.ru/druzhba/1998/9/annensk.html as of 04/05/2010)

또한 놀랍게도 필자의 Google 탐색(2011년3월19일)에 따르면 {в что за
стране}가 160개의 검색항목을 보여준 반면 음성학적으로 바람직한 표현인
{во что за стране}는 오히려 0개의 결과를 나타냈다. 음성학적 제약이란 모
든 통사적 파생이 끝난 뒤 통사 후에 적용되는 과정(post-syntactic process)임
을 감안하면 위 사실들에 대한 설명은 더더욱 어려워진다.
많은 러시아어 화자들은 아직 전치격 단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서 이처럼 모순적인 결과가 왜 나타났는지, 또한 앞으로 어떤 방향(완충모음
의 삽입 혹은 생략)으로 결정이 될지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비속어
와 함께 쓰인 {что за}의 용례를 보며 그 방향을 예측해 보기로 한다. 이는
또한 전치격 단계가 다른 사격단계와 구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대
답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6) Что за на хрен / хер / фиг / хуй!
what za on penis...
'What the fuck!'

6) 한 심사자가 제시하였듯 (25a)와 (25b)에 나타난 음성적 구현의 차이는 이들의 구
조적 차이를 반영한다. 아래의 예에서 보듯 소유격, 대격 및 생격을 나타낼 수 있
는 его가 통사적 환경에 따라 달리 구현될 수 있음을 주목하라.
i.
ii.

У него есть книга
У его брата есть книга

전치격 단계에는 {что за}가 (26)의 예문처럼 (i) 전치사구 앞에 나타나거
나, 혹은 (24)의 예처럼 (ii) 전치사구 중간에도 나타날 수 있다. 필자는 이러
한 변이를 (27)에서 보는 것과 같은 영어의 “비속어 삽입(expletive insertion)”
과 연관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27) a. fan-fucking-tastic
b. Kalama-fucking-zoo
(Zwicky and Pullum 1987)

비속어 삽입이 그 표현성(expressiveness)으로 인해 언어의 여러 층위에 있어
그 자체의 독자적인 규칙을 따른다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다(Aronoff 1976;
McCarthy 1982). 특히 형태론적인 측면에서 영어의 비속어가 (27)에서 보듯 단
어의 중간에도 삽입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러시아어의 {что за} 또한
전치사구 앞 ― 즉 {что за 전치사 NP(со что за скоростью, 24b)} ― 은 물
론 그 사이 ― 즉 {전치사 что за NP(в что за стране, 24a)} ― 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모순적인 현상 역시 동일한 논리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두 표현의 중간에 있는 {что за}를 빼면 음성제약에 전혀 문제가 없는
‘в... стране’와 ‘со... скоростью’가 남게 된다.7)
마지막으로 다룰 문제인 ‘왜 전치격 단계가 사격 단계와 구별되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생각해보자. {что за}가 사격 단계에서는 뒤따르는 명사를 꾸
며주는 wh-수식의 기능을 하지만 전치격 단계에서는 영어 비속어 삽입과의
연관성 속에서 보듯 전혀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
해 이 단계의 {что за}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단위를 이루어, 사격단계의 수
식기능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별개의 언어학적 단위를 형성하고 있으므
로 전치격 단계를 사격단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7) 한 심사자가 {что за}를 양상 삽입어 혹은 표현력을 강화하기 위한 삽입어로 정의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점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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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러시아어 что за 구문의 통시적 발전을 재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첫째, 러시아어 что за 구문은 소절에 그 기원을 두며 이 때 за
는 격 할당과는 무관한 서술사이다. 둘째, 이 구문은 언어 내적, 즉 러시아어
의 구조적 동인에 의해 자생적으로 발달한 것으로 독일어의 유사구문의 발전
과는 무관하다. 셋째, 러시아어 что за 구문은 주격부터 시작하여, 직격단계
를 거쳤으며 현재 사격단계까지 완성되었다. 전치격 단계의 “что за”는 독자
적인 구를 이루어 영어의 비속어(expletive)와 같이 통상적인 음성학적 제약
을 따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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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achron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čto za Construction
Kwon Kyong-Joon
This paper examines diachronic developments of the so-called čto za
construction, which has not been accorded a due attention as compared to the
equivalent expressions in Germanic languages.
First of all, I propose that the čto za phrase started out as a small clause,
where a predication relationship among its members are established by a
preposition-based predicator za. Under this assumption, one can account for the
peculiar syntax(case-inertness of za) and non-compositional semantics(‘what kind
of…’ reading out of {what, for, NP}) of the construction in a principled
manner. In the course of discussion, I challenge Danylenko’s(2001) proposal to
find an analogue of this preposition-like element in the expression vyjti zamuž
‘get married’, with a claim that za in zamuž is not a predicator, but a
preposition with its inherent directional semantics.
Another claim that follows from the first one is that čto za construction
arose through language-internal mechanism. This language-internal development
hypothesis is supported by a passage from Novgorod birch bark documents that
supposedly predates a Germanic equivalent by one and a half century.
Last, but not the least, while reconstructing the development of the
construction along the time axis, I make crucial observation that the
development advanced in a step-wise manner. This is not merely a piece of
observation but an important tool for at the same time explaining the previous
developments and predicting how this construction will evolv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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