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용적 표현 byti za odinъ mužь와 유사표현의 

발생동인 비교*

권 경 준

- 개요 -   

본 논문은 Moser(1998)와 Danylenko(2001)의 ‘(복수의 주체가) 한 몸을 이
루다’라는 의미를 갖는 고대 러시아어의 관용적 표현 {byti za odinъ mužь}와 
동의적 표현인 {byti za edinъ čelověkъ}이 동일한 발전과정을 거친다는 가정
에 반박하며 이들의 통시적 발전을 재구하고 본고가 제시하는 발전시나리오
가 관용적 표현의 통시적 발전 이론에 가지는 함의를 살펴본다. 먼저 {byti za 
edinъ čelověkъ}의 경우 za가 종종 생략이 가능한 임의적인 요소라는 점은 서
술사(predicator)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사람을 총칭하는 čelověkъ 
또한 생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byti za odinъ mužь}의 za는 생략불가능할 뿐 
아니라 전치사구 za odinъ mužь는 생략되거나 치환되지 않음에 주목하여 발
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먼저, posagati za odinъ mužь 등의 결혼과 
관련된 표현에서 za odinъ mužь는 친정을 떠나 남편의 집으로 따라간다는 구
체적 의미로 출발하여 ‘한 남자를 따름’은 곧 결혼생활에 충실함이라는 의미
로 전이되어 관용적으로 사용되었다. 관용적 표현 {byti za edinъ čelověkъ}과 
결혼관련 표현의 표면적 유사성(za odinъ čelověkъ/mužь)은 곧 유추를 통하여
{byti za odinъ mužь}를 탄생시킨다. 후자의 za odinъ mužь가 변형불가능한 
단위를 이루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발생적 차이에 기인한다. 

주 제 어: 관용적 표현, 안정성, 숙어성, 서술사

* 본 논문은 본인의 2011년 논문 “러시아어 что за 구문의 통시적 발전”(러시아연구 
제21권 제1호, 135-156쪽)의 2.1장에 간략히 제시된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역사적 
자료를 보충하고 이론을 보완하였다. 익명의 논문심사위원들의 지적과 제언에 감사
드린다. 

** 성균관대학교 러시아어문학과 조교수. 



1. 들어가며

  
관용적 표현(фразеологические выражения 혹은 фразеологизм)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단순한 의미의 합 이상의 의미를 지닌 하나의 단위를 이루어 

언중 사이에 보편적으로 쓰이는 표현을 일컫는다. 즉 관용적 표현은 구조적

인 안정성(устойчивость)과 의미적 숙어성(идиоматичность), 그리고 생산성 

면에서는 재현가능성(воспроизводимость)의 정의적 특징을 가진다(Мельчук 
1960; Жуков 1967: 109-110; Шанский 1985; Burger 2010: 36-42; Баранов 
и Добровольский 2012). 본 논문에서는 ‘(복수의 주체가) 한 몸을 이루다’라
는 의미를 갖는 고대 러시아어의 관용적 표현 {byti za odinъ mužь}와 이와 

파생적 연관성을 가지는 표현들의 통시적 발전을 재구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한다.1) 
둘째, 본고가 제시하는 통시적 발전 시나리오를 통해 관용어구 연구의 

주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즉 (i) 어떠한 의미적 조합과 어휘통

사적 발전을 통해 숙어적 의미가 생산되는지, (ii) 구조적 안정성은 어느 정

도까지 유효한가 등에 대한 이론적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뒤 3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하여 관용표현 발달의 시나리오를 재구하

며 이러한 주장이 어휘 발달 과정을 다루는 역사언어학에 갖는 함의를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4장에서 이 글을 맺는다. 

1) 본 관용적 표현은 ‘한 몸을 이루다’나 ‘일치하다’, 러시아어 ‘быть в союзе’(Мате-
риалы II, 618), ‘быть в согласии’(Материалы II, 190), 영어 ‘to be one and all 
(Danylenko 2001), ‘to be of one mind(필자)’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본문에 예시
로 등장하는 이들 관용적 표현은 편의상 밑줄친 ‘하나다’로 번역하며 일치표현으
로 통칭하여 부르기로 하며 주어/술어 일치관계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밑줄 
친 형태로 표현한다. 한편 수사 odinъ/edinъ는 각각 동슬라브어와 남슬라브어적 
발현형으로서 예문은 원문형태를 유지하지만 논의 부분에서는 odinъ으로 지칭하기
로 한다. 이 논문에 사용된 축약어는 다음과 같다: acc(대격), dat(여격), gen(생격), 
imp(명령형), inf(동사원형), ins(조격), nom(주격), pred(서술사), prt(접사), refl(재귀
대명사), voc(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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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연구: Danylenko(2001)

Danylenko(2001)는 čto za 구문의 통시적 발달을 다루면서 이 구문의 za가 

{byti za odinъ mužь}의 za와 다르지 않다고 보며 후자의 발달과정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도식화한다. 

(1) Danylenko의 3단계 발달 가설
  1단계    byti odinъ         mužь

be:inf  one:nom-acc.sg    man:nom-acc.sg
  2단계 byti za odinъ         mužь

be:inf  for/as one:nom-acc.sg man:nom-acc.sg
  3단계 byti  za    odinogo           muža

be:inf   for/as   one:gen-acc.sg     man:gen-acc.sg
         ‘to be one and all’

                                    (Danylenko 2001: 253, (5))

하지만 Danylenko(2001)의 단계적 발달 가설은 여러 측면에서 오류가 있다. 
첫째, 그는 제1단계의 byti가 보어에 대격을 할당할 수 있다고 문법적 용례에 

적고 있다: nom-acc.sg. 하지만 계사 byti는 역사적으로 이와 같은 격 할당 자질

을 가진 적이 없다. 러시아어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byti가 마치 대격을 할당하

였다고 의심할 만한 경우가 존재하긴 한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유사성에 불

과할 뿐 실제 이 동사가 대격을 할당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매우 희박하다. 
   

(2)  Rostrigu            nazyvaet sebě  djadeju i   
  runaway monk:acc   names self:dat  uncle:ins and  

      glagoletъ ego   byti živa
  says   him:acc   be    alive:acc

    ‘그는 탈주 수도승을 자신의 아저씨라 부르고 그가 살아있다고 
  말한다.’

(Статьи о смуте, 1297년; Глинкина 1968: 115)
          

  
예문 (2)에서 byti는 명백히 대격 보어 živa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 

동사의 대격 할당 자질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고 živa의 주어이자 glagoletъ 
의 목적어인 ego의 격이 복사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이차서술, 즉 목적



어와 목적보어의 주술관계에서 나타나는 동일격 현상은 이 두 논항을 연결시

켜주는 서술사(predicator)의 격 할당 기능에 의한 것으로 필자는 간주한다. 다

시 말해 일차서술에서 주어와 술어의 관계가 동사의 일치현상으로 나타난다

면 이차서술에서는 주술관계가 격의 일치로 표지된다(Kwon 2010). 
필자의 서술사 가설은 기존의 문법서에서는 마치 예외인 것처럼 별도의 

항에 기술하고 있는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unt 
(2001: 148)는 고대 교회 슬라브어의 byti가 종종 여격을 할당할 수 있던 것

으로 기술하고 있다(예문 3을 보라). 하지만 다른 인도유럽어나 슬라브어 내

부의 언어학적 발전과정을 비교해 볼 때 설득력을 얻기 힘든 이와 같은 기

술은 당시의 문법 상황을 올바르게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dastъ imъ vlastь  čędomь     božiemь       byti 
    gave them:dat  power:acc  children:dat  God’s:dat be:inf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12).’
          (Lunt 2001: 148)

필자는 예문 (3)의 byti가 이중적인 기능을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형동사

로서 외현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 여격 주어 PRO를 가지며, 이 때 PRO는 주

절의 여격 논항 imъ에 의해 통어되며 동지시체를 지시한다. 이와 동시에 byti
는 서술사로서 주어와 술어의 동일격을 지배한다. 즉 술어 božiemь čędomь에 

나타난 여격은 주어인 PRO의 격이 서술사에 의해 복사된 것이다.2) 필자는 서

술사가 전치사나 계사 등의 여러 문법적 항목에서 발전하며 원래 문법항목의 

어휘적 혹은 통사적 자질을 공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

사 byti는 연결의 역할을 하는 본래의 기능적 역할을 통해 서술사로 전이된 뒤

에도 원형동사의 형태로서 소절 내의 주어에 여격을 허용하는 통사적 자질을 

잃지 않게 된다고 볼 수 있다.    

2) 러시아 부정형 동사의 주어가 여격임은 odin ‘홀로’ 혹은 sam ‘자신’과 같은 소위 
반( )술어(semi-predicate)에 나타나는 격 형태로도 알 수 있다.

 i. Maša ugovroila  Vanju   [PRO prigotovit’   obed odnomu 
M:nom persuaded  V:acc cook:inf   lunch alone:dat
‘마샤는 바냐에게 점심을 혼자 준비하라고 설득했다.’

(Franks 1995: 235, (2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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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Danylenko(2001)의 단계적 발전 가설로 돌아가자면, 그가 설정한 3
단계 {byti za odinogo muža} 역시 타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만약 za가 전

형적인 서술사라고 한다면 (za가 서술사의 문법적 범주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3.1절을 보라) byti의 주어에 대격 목적어가 오지 않는 이

상 za의 보어가 대격형태(odinogo muža)를 취할 수가 없다. 또한 za가 전형

적인 전치사라고 가정한다해도 논리적 모순은 피할 수 없다. 즉 상태를 나

타내는 byti 동사 뒤에 동작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올 수 없기 때

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byti za odinъ mužь}에 대한 Danylenko 

(2001)의 단계적 발전 가설은 실재하는 제2단계의 형태를 바탕으로 실재하지 

않은 제1단계와 3단계를 비논리적으로 설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다음 장에서 {byti za odinъ mužь}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일치표현

의 발달과정에 대한 가설을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3. {byti za odinъ mužь}의 통시적 발전재구

Moser(1998)와 Danylenko(2001)은 {byti za odinъ mužь}와 동의적 표현인 

{byti za edinъ čelověkъ}를 동일한 원리에 의해 발달한 것으로 가정한다. 물

론 이러한 가정은 za의 문법적 범주를 전치사 하나로 국한시키고 있는 그들

의 이론 내에서는 필수불가결한 결론이기도 하다. 본 절에서는 이 두 일치표

현이 전혀 다른 과정을 통해 발생한 구문임을 문헌적 증거를 통해 보일 것

이다.
 

3.1. {byti za odinъ čelovekъ}의 발달: 서술사 삽입3)

 

먼저 {byti za odinъ čelověkъ}부터 보자. 이 예문에서 공후들과 우리가 하나

라는 의미는 {byti odinъ čelověkъ}으로 표현되며 현재시제의 3인칭 복수주어와 

일치하는 계사 byti는 생략되어 있다. 

3) 본 절의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Kwon(to appear)를 참조하라.



(4)  a    knjazi   velicii,  krestьjanьstii  i    Jaroslavьstii, sъ   nami  
  and  princes  grand   Christian     and  Jaroslavl’    with us  

    odinъ čelověkъ,  a    ixъ      ti      ne obideti       
  one man.nom  and  them.acc  you.dat not  offend.inf 

    ‘그리고 그리스도교도인들이자 야로슬라블 출신인 대공후들은 우
  리와 하나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Договорная грамота великого князя Дмитрия Ивановича 1375, 
     Материалы II, 618)

이와 같은 관용적 표현은 (5)에서 보듯 za가 보어 앞에, 보다 정확히는  

주어와 술어(odinъ čelověkъ) 사이에 나타나는 형태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이 때 예문 (4)와 (5)의 표현이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은 예문

(5)의 발달단계가 (4)의 단계를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5)  A   sъ   Izjaslavomъ ti       byti    za    edinъ čelověkъ
    and with  Izjaslav.ins  you.dat  be.inf  for.pred one man.nom
     i   ne   otlučiti         ti       sja ego

  and   not  distance.inf      you.dat  refl    him.gen
  ‘그리고 너는 이쟈슬라브와 하나 되어야 하고 그에게서 거
  리를 두면 안 된다.’

(제1 노브고로드 연대기, Материалы I, 892)

앞서 논의한 바 이처럼 전치사로서의 어휘적 의미를 결여한 채 주어와 술어

의 맥락에서 서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나타난 za는 바로 서술사이다. 서술

사 za는 현대 및 고대 러시아어에서 매우 빈번히 나타난다.4) 

4) 한 심사위원은 현대러시아어의 My odin čelovek, My byli odnim čelovekom 등의 예
를 들면서 과연 (5)가 (4)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이
러한 의문은 본 절에서 제시한 통시적 발달시나리오에 관한 근원적 의문이 될 수
도 있다고 보아 이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필자는 어떤 문장이 통사적으로 정형성
을 가지고, 관용적이며 조합적(compositional: 부분적 의미의 합이 구문의 의미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의미를 획득하게 될 때에는 의미발달의 충분한 동인
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일치구문의 발달단계를 구성하였다. 예문(4)에 해당하
는 위의 현대러시아어 구문이 존재한다고 하여 현대러시아어에서 통시적 발달단계
설을 거슬러 역방향으로 구문이 발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휘 
발달의 단계에서 (특히, 어휘적 의미와 구문적/조합적 의미의 간극이 크지 않을 
때) 여러 단계의 표현들이 중첩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ъ ь

(6)  On vydaval  sebjai   za      doktorai

  he.nom pretended  self.acc for.pred doctor.acc
  ‘그는 자신을 의사로 사칭했다.’ 

(권경준 2011: 136, (3c))

다시 말해, 일치표현의 기본형으로서 다른 표현의 유추모델이 된 {byti za 
odinъ čelověkъ}는 {byti odinъ čelověkъ}에서 서술사 za가 발달하여 생긴 표현

이다.

3.2. {za mužь}의 연원 

그러면, {byti za odinъ čelověkъ}와 동의적 관계에 놓인 {byti za odinъ mužь}
의 발생과정 역시 서술사 za의 개입에 의한 것일까? 비교적 최근의 Moser 
(1998)와 Danylenko(2001)를 포함한 복수의 연구자들이 하나같이 이 두 표현

이 상이한 발달과정을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하였다. 필자는 

3.3에서 후자의 표현이 결혼관련 어휘와 파생적 관련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

기에 앞서 먼저 이들 표현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za의 의미를 상세히 보기

로 한다.5)

먼저 전치사 za와 muž는 이미 어휘화되어 단어의 경계가 사라진 융합된 형태

인 zamuž과 zamužem으로 나타난다. 주지하다시피 활성 발달 이전에 관용화되어 

*zamuža가 아닌 zamuž로 표현되는 대격형태는 (7a)에서 보듯, 사건/동작의 의미

를 전달한다. 상태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경우, 특히 필연적으로 상태를 나타

내는 byti (byt’)는 (7b)에서처럼 조격형태 zamužem와 결합한다. 따라서 {byti 
zamužem}과 같은 결혼표현은 {byti za odinъ mužь}와는 전치사 za와 mužь의 각

각 다른 활용형이 쓰였다는 점 외에는 주목할 만한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단계의 발전은 그 전 단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예문 (5)와 (4)의 관계
가 바로 그렇다. 한편, za에 서술사의 문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
의로는 Bailyn(2002), Marelj and Matushansky(2009), Kwon(to appear) 등을 보라. 

5) 결혼관계 표현에 나타나는 za에 대한 논의는 (i) {byti za odinъ čelovekъ}와 {byti 
za odinъ mužь}를 구분하는 가장 큰 변별요인이며 (ii) 만약 za의 문법적 지위를 
무시한다면 본고가 제시하는 유추 모델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주요한 근거가 되
기에 본고의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여 상론한다.



(7)  a. Ona vyšla     za1muž    za2 starogo druga.
she  went out  married   za [old friend]:acc   
‘그녀는 오랜 친구와 결혼했다.’  (동작, 사건)

     b. Ona  za1mužem   za2 starym drugom.
 she   married   za [old friend]:ins 

‘그녀는 오랜 친구와 결혼상태에 있다.’ (상태)

그러면 결혼과 관련된 표현에 주요하게 쓰이고 있는 어휘적 요소 za는 어떤 

문법적 범주에 속하며 어떻게 발전하였을까? Зализняк(2004: 163)은 (8)에 나

타나는 책임 의미가 결혼과 관련된 의미장의 표현에 쓰이게 되었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8)  ježe mi otьcь daęlъ i rodi sъdaęli, 
  what me.dat father gave and relatives gave
  a     to za nimь
  and   it after him.ins

    ‘나의 아버지와 친지분들이 나에게 주신 것들은 그가 책임지고 
   있다 (= 그의 손아귀에 있다).’

    (노브고로드 자작나무 편지 № 9, 12세기 후반; 
Зализняк 2004: 300) 

하지만 이는 언어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옳지 않다. 고대 러시아어 및 

많은 인도유럽어에서 결혼 관계는 이동동사 혹은 동작에 기반한 구문으로 표

현되었다(Фасмер 2670; Буслаев 1881/1959: 482; Szemerényi 1977: 199-205 
참조). 그리고 이러한 어휘적 선택의 기저에는 문화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

다: “the IE family was patrilocal, since only the man can conduct the bride 
to his (father’s) home, not the bride him”(Szemerényi 1977: 199-200, 강조는 

원저자).6) 먼저 (9a)에서 Rougъnědь는 동작동사 vesti ‘데리고 가다’의 목적어

로서 야로폴크를 ‘따라갈’ 신부감이다. 또한 (9b)는 이중목적어 구문으로 자

신의 딸 프세슬라바 체르니고바가 야로슬라비치 로스티슬라프를 ‘따르도록’ 

6) 본 논문은 사피어-워프 식의 언어상대주의나 문화결정론적인 주장을 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죽음 이후에도 남편을 ‘따라’ 부인이 함께 묻
히는 문화가 존재하였고, 인도유럽어를 기반으로 한 많은 언어문화권에서 남자가 
여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문화가 지배적이었다는 사실 등을 토대로 문
화적 요인과 결부된 특정한 언어적 표현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ъ ь

허락한 상황을 보여준다. 

(9)  a. (...) xotęaxu  Rougъnědь   vesti   za  Jaropolka 
   (...) wanted   Rugned.acc  conduct after  Jaropolk.acc

     ‘...그들은 루그네드를 야로폴크에게 시집보내기를 원했다.’  
                   (원초연대기, 6488[980])
    b. Vsevolodъ Jurgevičь     … otdalъ dčerь       svoju    

Vsevolodъ Jurgevičь.nom … gave  daughter.acc own.acc
Vseslavu Černigovu    za Jaroslaviča Rostislava
Vseslava Černigova.acc after Jaroslavič   Rostislav.acc
‘프세볼로드 유르게비치는 자신의 딸 프세슬라바 체르니
고바를 야로슬라비치 로스티슬라프에게 시집보냈다.’

    (라브렌트 연대기, 6695; Материалы I, 248)

물론 이보다 뚜렷하게 전치사 za가 ‘~의 뒤를 따라’라는 의미로 이동동

사와 함께 쓰여 결혼의 의미를 나타내는 예도 있다. 고대 노브고로드 방언으

로 기록된 자작나무 편지 예문 (10a)에서 za는 poiti의 명령형과 함께 쓰여 

청혼의 의미를 전달한다. 또한 (10b)는 도보로 왕래하기 힘든 거리에 사는 

여인이 스노비트에게 시집오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교통수단 사용을 전제로 

하는 이동 동사 pъexati (poexati)로 표현한다.  

(10) a. poidi za    mьne  jęzъ tьbe  xocju7)

      go.imp after  me.acc I.nom you.acc  want.1sg
a   ty     mene
and you.nom me.acc
‘나에게 시집 와라(문자적: 나를 따르라). 나는 너를 원하고  

             너 역시 나를 원한다.’
 (노브고로드 자작나무 편지 № 377, 13세기 후반; 

Зализняк 2004: 494)
     b. pъexati bъ ei za Snovida

go:inf ptc her:dat after Snovid:acc

7) Зализняк(2004: 393)은 일반적으로 ‘원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 xotěti에 ‘결혼을 
약속하다. 청혼하다’라는 전이적 의미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유사한 의미전이는 
영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스코트 힉스(Scott Hicks) 감독의 2012년 영화 «The 
Lucky One»에는 He asked, I said “yes”(‘그가 청혼했고 나는 승낙했어’)라는 대사
가 나온다. 



‘그녀가 스노비드와 결혼하기를’. 또는 ‘그녀가 스노비드
와 결혼하게 해라.’
(노브고로드 자작나무 편지 № 955, 12세기 후반; 
Зализняк и Янин 2006: 8; Collins 2011) 

또한 앞서 살펴본 현대러시아어 예문 (7a)의 vyjti 동사 역시 자신의 집에서 

‘나와’ 남자를 따라가는 구체적 의미 뿐 아니라 표준적인 상태(норма)에서 벗

어나 새로운 상태로의 진입(выход за предел)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표현하

는 이동동사다(Зализняк 2000: 8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결혼 관련 표현이 책임의 za를 근원으로 하고 

있다는 Зализняк(2004: 163)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따라서 필자는 동작을 

전제로 하여 쓰이는 ‘~ 뒤를 따라’의 의미에서 za가 결혼 표현에 고정되어 쓰

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8) 이처럼 명백히 동작에 기초한 구문에만 쓰이던 전치

사 za는 이후 posagati / posjagati ‘결혼하다’와 같이(예문 13a를 보라) 동작의 

의미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확대되어 쓰이게 되며 결혼 의미장의 표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결혼 표현의 일부분인 전치사 za와 전치사구 za odinъ mužь에 대한 본 절의 

논의는 일치표현의 통시적 발전을 재구하는 다음 절의 논의에 중요한 출발점

이 된다. 
 
3.3. {byti za odinъ mužь}의 발달: 유추

 
이 절에서는 일치표현이 어떻게 관용화되었는지, {byti za odinъ mužь}은 

어떻게 {byti za odinъ čelověkъ}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역사적 문헌을 토대로 단계적 발전과정을 구성해 보기로 한다. 
첫째, [제1단계]로는 {byti odinъ čelověkъ}가 존재하였다(예문 4). 이 구문

은 [2단계] 과정에서 서술사가 발생하거나([2단계-a], 예문 5) 총칭 명사 

čelověkъ이 생략되어 {byti odinъ}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도 있게 된다([2단계-b], 
예문 11).

8) 관용적 표현이 문화적 맥락에서 갖는 의미에 대한 논의로는 Телия(1999)를 참조하라.



ъ ь

(11) To   ti,       otьče,     povědaju.   sъ   bratomь svoimь  
  that  you.dat father.voc  inform.1sg  with brother.ins own.ins
  sъ   starěišimъ  sъ   Danilomъ  odinъ  esmь i   sъ   Ivanomъ
  with eldest.ins   with  Daniel.ins one    are  and with Ivan.ins

    ‘아버지, 당신께 이것을 알려드립니다. 나의 형제이자 가장 맏형
  인 다니엘, 그리고 이반까지도, 우리는 하나입니다.’

     (Договорная грамота великого князя Тверского Михаила 
Ярославича съ Новгородомъ 1301-1302, Материалы II, 617-618)

[2단계-b] {byti odinъ}를 čelověkъ이 생략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byti 
odinъ}에서 {byti odinъ čelověkъ}로 명사가 삽입된 것으로 볼 것인가 라는 의

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복수 주어임에도 수사의 형태가 odinъ인 것을 

보면 총칭명사 추가보다는 관용화 과정 중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설

득력있어 보인다. 
어휘적 발전의 [3단계]에서 서술사 za는 관용적 표현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

리잡게 되어 {byti za odinъ čelověkъ}, {byti za odinъ} 뿐 아니라 {za odinъ 
(čelověkъ)}가 다른 동사(예문 12a의 žiti ‘살다’)와도 결합하여 쓰이게 된다. [3
단계]까지의 발전은 {byti odinъ čelověkъ}을 출발점으로 하여 비교적 용이하

게 설명할 수 있다. 

(12) a. A po  otca      našego blagosloveniju  
  and  after  father.gen our.gen blessing.dat   
  čto namъ prikazalъ žiti za odinъ

    that to us.dat ordered  live..inf for.pred one
  ‘우리가 하나로서 잘 살도록 명령한 우리 아버지의 축복

에 따라 (...)’
     (Duševnaja gramota velikogo knjazja Semena Ivanovič, 

1353g, Материалы II, 618)
     b. S    Dmitriem   že,  s bratom,  Bud'   za    odin

with  Dmitrij.ins  ptc with brother.ins  be.imp for.pred one
‘드미트리, 너의 형제와 하나로 지내라.’

   (А.К. Толстой, Смерть Иоанна Грозного, ФСРЛЯ Т.2, 15 인용)

앞서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byti za odinъ čelověkъ}의 za는 서술사이고 

(3.1) 결혼표현의 za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3.2)라면 이 두 표현 사이의 



파생적 연관성을 설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이들 간에 발생적 연관성

을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존재한다. 

(13)  a. zakonъ  ustavi    ženamъ za edinъ mužь    posagati 
law:acc established women:dat za[single man]:acc marry:inf   
‘페오스타는 여성이 한 명의 남자와 결혼하도록 법을 제
정했다.’  

     b. vъstavi  edinomu mjužju   edinu ženu     iměti  i 
 established [one man]:dat   [one woman]:acc sg have  and 

ženě  za  odinъ mužь posagati
woman:dat za  [one man]::nom/acc sg marry:inf
‘(페오스타는) 한 남자는 한 여자를 취하고, 여자는 한 남
자와 결혼하도록 법을 제정했다.’ 
   (ПСРЛ Т.2, 193; 권경준 2011: 138, (6)에서 재인용)

  
예문 (13)에 예시된 결혼과 관련된 표현에서 전치사구 za odinъ mužь는 ‘한 

남자를 따라’라는 구체적 의미 뿐 아니라 결혼생활에 대한 충실성이라는 전

이적 의미를 가지고 매우 빈번하게 쓰였다.9) 이처럼 결혼생활에의 충실함을 

표현하던 za odinъ mužь는 {byti za odinъ čelověkъ}의 za odinъ čelověkъ와 형

태적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byti za odinъ čelověkъ}과 {posagati za odinъ mužь}는 의미와 구

조가 상이한 구성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za, odinъ은 물론 명사조차 의

미하는 바가 명백히 다르다. 첫째, {byti za odinъ čelověkъ}의 za는 서술사이

다(3.1 참조). 반면 {posagati za odinъ mužь}에서 za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

사로서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한다(3.2 참조). 둘째, {byti za odinъ čelověkъ}의 

odinъ는 ‘(나뉠 수 없는) 하나’라는 통일성, 일치성을 표현하는 반면, 
{posagati za odinъ mužь}의 odinъ는 ‘(여럿이 아닌) 하나’라는 뜻으로 결혼 

생활의 충실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셋째, mužь는 남편이 될 ‘남자’를 지

칭하지만 čelověkъ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가리키는 총칭명사이다. 
물론, 고대 러시아어의 mužь가 총칭적 의미, 즉 čelověkъ의 의미를 가졌으

며(homo, vir, čelověkъ; Материалы II, 189를 보라), 이 점은 두 표현을 동의

적 표현으로 인식케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단

9) 물론 예문 (13b)의 전반부, ‘한 명의 남자는 한 명의 여자를 취한다’에서 보듯 결
혼 생활에 대한 충실함이 비단 여자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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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두 명사의 동의적 관계로 인해 {byti za odinъ mužь}라는 어휘적 변이형

이 생긴 것은 아니다. 발생의 의미적 동인이 이처럼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

추가 가능했던 것은 전치사구로 보이는 두 표현, za odinъ čelověkъ와 za odinъ 
mužь의 형태적 유사성이라고 필자는 주장한다. 즉 posagati za odinъ mužь 
(예문 13) 등의 표현으로 언어대중에게 익숙한 전치사구 za odinъ mužь가 전

혀 다른 의미를 갖지만 형태적으로 유사한 구를 포함하는 {byti za odinъ 
čelověkъ}에 투사되어 {byti za odinъ mužь}라는 표현의 발생을 가능케 하였다

고 추정한다. 이러한 발생 가설에 따르면 {byti za odinъ mužь}가 일치표현의 

어휘적 변이형으로 쓰이게 된 어휘적 발전의 [4단계]는 적어도 [3단계], za가 

관용적으로 쓰이게 된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추 가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

다: {byti za odinъ mužь}와 {byti za odinъ čelověkъ}의 za를 문법적으로 다른 

범주로 설정할 근거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za가 없는 {byti odinъ čelověkъ}와

는 달리 *{byti odinъ muž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byti za odinъ mužь}
가 유추에 의해 파생된 형태임을 여실히 증명한다. 다시 말해, {byti za odinъ 
čelověkъ}에서는 전치사에서 서술사로 문법화된 za가 이차적으로 삽입된 것이

라면 {byti za odinъ mužь}에서 za는 서술사나 전치사 그 자체가 아니라 유추

의 근거로서 축약되거나 삭제될 수 없는 전치사구 za odinъ mužь의 일부이다. 
마지막으로, 관용적 표현의 마지막 [5단계]에서 za와 odinъ이 결합하여 byti 

zaodno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두 요소는 관용적 표현의 가장 중요한 요

소로서 대체 불가능하며 생략될 수도 없다. 그 외의 요소 중 총칭명사 

čelověkъ이 생략될 수 있음은 [2단계-b]에서 보인 바 있다. 동사 byti 역시 관

용적 의미 표현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므로 맥락에 따라 어휘적 의미를 가

지고 있는 동사 ― 예를 들어 žiti ― 로 치환되기도 한다.
이 절에서 살펴본 일치표현의 발전과정은 숙어화(idiomatization), 융합

(univerbation 혹은 fusion)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어휘화

(lexicalization) 현상의 정의적 특징에 부합한다(Lipka 2002; Brinton and 
Traugott 2005: 96; Brinton and Traugott 2007). byti와 odinъ čelověkъ이 결합

하여 의미를 양산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의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는 의

미가 어휘 요소의 결합으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영어(‘to be of one mind’)나 한국어(‘한마음이다’, ‘한 몸이다’)에 상응하는 

표현을 비교해 볼 때 러시아어 일치표현을 어휘요소로만 예측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4. {byti za odinъ mužь} 발달가설의 이론적 함의

 
본 절에서는 일치표현의 어휘적 변이형으로서 {byti za odinъ mužь}가 

발생하였다는 본고의 가설이 기존의 관용어구 연구에 갖는 이론적 함의를 

찾아보기로 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어휘적 변이형이 생기는 요인으로는 관용구 구성성분의 

개별적 독자성이 꼽힌다(Жуков 1986; 최윤희 2010). 즉 관용구의 여러 구성

성분이 전체로서의 관용적 의미 생산에 각각 기여하므로 전체적인 구조만 유

지된다면 구성성분 중 한 요소를 동의적인 표현으로 바꾸어도 관용적 표현의 

의미 자체를 잃지는 않는다. 이러한 가설에 따르면 일치표현의 기본모델인 

{byti za odinъ čelověkъ}에서 {byti za odinъ mužь}라는 어휘적 변이형의 발

생은 čelověkъ과 mužь의 동의적 관계(3.3)에 기인한다. 하지만, 본고가 제시하

는 통시적 발전 시나리오에 따르면, {byti za odinъ mužь}는 {byti za odinъ 
čelověkъ}을 모델로 하되 어휘적 변이형의 발생은 <čelověkъ / mužь>의 단어 

차원의 어휘의미적 동의성이 아니라, <za odinъ čelověkъ / za odinъ mužь>의 

구 차원의 형태적 유사성에 의한 것이다.
본고의 유추 가설에서 주장하는 구 차원의 유사성이란 형태적으로는 유사

하지만 의미적으로나 구조적으로는 상이함을 전제로 쓰인 용어이다. 어휘적 

변이형의 이와 같은 발생 메커니즘은 언어 간의 차용어 도입 양상과 매우 흡

사하다: 단어나 구 등의 어휘적 요소가 차용될 때 대개의 경우 차용언어의 

화자는 그 어휘적 요소의 형태론적 구조를 알지 못한다(Hock and Joseph 
2009: 251). 잘 알려진 예로, 영어의 jeans가 러시아어 화자에게는 (i) 항상 복

수지표를 지니고 (ii) 자음으로 끝난다는 점에서 단수명사로 인지되어 원래의 

형태론적 구조와는 별개로 러시아어 복수표지를 다시 한 번 붙여 джинсы가 

된다. 마찬가지로 za odinъ čelověkъ과 za odinъ mužь를 동의적 관계를 설정

하고 어휘적 변이형을 생산될 때 이 두 구(서술사를 포함한 구와 전치사구)의 

구조적 차이는 동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10)

10) 한 심사위원은, ‘과연 고대러시아어 화자에게 결혼표현의 내적구조가 불투명
(opaque)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결혼관련 표현이 - 친족을 가리키
는 용어의 인도유럽어적 어원과 마찬가지로 - 문헌에 관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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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나오며 

본 논문은 일치표현 {byti za odinъ čelověkъ}와 {byti za odinъ mužь}의 

동의적 관계에 주목하여 이들의 발달 및 영향관계를 재구하였다. {byti za 
odinъ čelověkъ}의 za는 주어와 술어를 연결하는 서술사로서 어휘적 의미

가 없어 생략이 가능하다. 총칭명사인 čelověkъ 역시 의미의 차이 없이 생

략될 수 있다. 하지만 {byti za odinъ mužь}의 za는 결혼관련 표현에 나타

난 전치사구 za odinъ mužь의 일부이며 ‘~을 뒤따라’라는 의미의 방향 전

치사에 기원한다고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명백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byti za odinъ čelověkъ}의 za odinъ čelověkъ와 결혼 관련 표현(posagati) za 
odinъ mužь는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한 구를 포함하고 있어 유추를 가능케 

해 결국 기존의 {byti za odinъ čelověkъ}와 함께 {byti za odinъ mužь}가 쓰

이게 되었다는 것이 본고의 핵심논지이다. 
물론 이러한 이론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일치표현이 외래어로부터 차용된 

표현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za에 상응하는 원천언어의 전치사는 무엇인지, 
할당하는 격은 무엇인지 등도 고려해 볼 문제일 것이다. 또한 본고가 제시하

는 단계적 발전가설과 역사적 순차성이 예외 없이 일치하는지는 보다 많은 

역사적 자료를 통해 규명해야 할 보다 큰 문제로 남아있다. 

다고 가정한다면, 이미 관용화되어 관용구의 구조가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 전치
사구 za odinъ mužь가 관용화되어 여러 동사와 결합하여 쓰였다는 사실은 3.3에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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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tivations for the Developments of the Idiom byti za odinъ 
mužь and Its Synonymic Expressions in Old Russian 

Kwon, Kyongjoon*

This paper reconstructs the diachron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phraseological expressions with the meaning of ‘to be of one mind’. I argue 
that {byti za odinъ mužь} and {byti za odinъ čelověkъ} are different in the 
original composition despite their shared meaning, claiming that mužь and 
čelověkъ are not coterminous in the range of reference, and that za in the 
former case is a reflex of the directional preposition while it is a predicator in 
the version with čelověkъ. Then the paper advances a hypothesis on how the 
two structurally distinct expressions came to be synonymous. It argues that 
formal similarity in prepositional phrase between marriage-related expressions 
like {posagati za odinъ mužь} and {byti za odinъ čelověkъ} serves a basis for 
drawing analogy in gear ultimately to generate {byti za odinъ mužь}. The 
proposed diachronic scenario has a significant theoretical implication for the 
study of phraseology. It is well established that lexical variants of phraseological 
expression are created by replacing one lexical item with another on the basis 
of synonymy. However, the present case demonstrates that lexical variants can 
also be made on the basis of similarity in form. Interestingly enough, this 
proposal amounts to approximating the creation of lexical variants to lexical 
borrowing of foreign words, given that the structures are frequently opaque to 
the speakers of the borrowing language, when lexical items are borr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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