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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슬라브어(Slavic 또는 Slavonic Language) 

슬라브어들은 인도유럽어의 동부 또는 satem 나뉨의 서부 가지를 나타내며 그

리고 Lithuanian과 Latvian과 지금은 소멸된 Old Prussian을 껴앉는 Baltic언어들

과 밀접히 연관된다. 

//슬라빅 또는 슬라보닉 언어들은 인도유럽어 군의 한 가지를 형성하며 동부와 

중앙 유럽에서 지배적으로 말해진다. 더구나 최근들어 Russian은 대부분의 시베

리아로 이주했으며 그리고 몇 몇 슬라빅 언어(슬라브어)들은 북 아메리카에 꽤 

큰 émigré를 지닌다. Jakobson은 1955년 슬라브언어학에 에대한 유용한 개론서

를 제공하는 반면 Entwistle & Morison 1964는 비록 그렇게 날짜가 매겨지긴해도 

영어로 된 많은 포괄적인 연구들 중에 최고의 것이다. De bray는  각 언어들의 문

법적인 개괄을 제공하며 Schenker & Stankiewicz는 문학언어의 역사를 기술한다. // 

 

1-1)분류. 

슬라브어는 동독(East Germany)과 Poland, Czechoslovakia, Yogoslavia, Bulgaria와 소

련(U.S.S.R)의 유럽 대부분과 아시아 부분의 많은 지역에서 말해진다. 세 그룹으로 

분류되는 살아있는 13 개 슬라브 언어들이 있다. 

 

  ㄱ)Russian(보다 특수화시키면 Great Russian), Ukrainian(이전에 Little Russian 또

는 Ruthenian이라고 불리웠다), 그리고 Beorussian(또는 White Russian)을 East Slavic 

그룹은 포함한다. 

  ㄴ)Polish, Slovak, Czech, 그리고 동독의 High와 Low Sorbian(마찬가지로 

Lusatian 또는 Wendish라고도 불리운다)은 Western Slavic 그룹을 형성한다. 

  ㄷ)Slovene, Serbo-Croatian, Macedonian, Bulgarian 그리고 Church Slavonic은 

Southern Slavic 그룹을 만든다. 

 

교회 슬라브어는 모든 동방 정교회와 카토릭 슬라브들을 위한 집례(liutrgical, 執

禮)언어들이며, 그것의 쓰임새는 결코 남부 슬라브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다. 두 

개의 Sorbian 언어들은 1948년과 1950년에 공표된 동독법률들에 의하여 학교들과 

공공의 삶에 있어서의 한 자리를 보장 받았다. 다른 열 가지 언어들은 각 각 자

신들의 지역에서의 국가언어들이다. 

Polabian과 Pomeranian 이라는 부가적인 2 개 언어들이 기록될 수 있으리라. 한 

때 Elbe 강 유역에서 널리 퍼져있었던 전자(the former, 前者)는 18 세기에 소멸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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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후자는 한 때 Baltic을 따라 말해진,  20 세기까지 살아있었던 두 개의 나머

지 언어 Slovincian과 Kashubian로부터 알려진 방언들을 위한 편의상의 이름이다. 

말해진 슬라브 방언들에 있어서는 어떤 진실한 언어학적인 국경이라는 것이 거

의 없다. 전이적인 방언들은 물론 남부 슬라브들이 슬라브가 아닌 Austrians, 

Hungarians, 그리고 Rumanians에 의해서 다른 것들로부터 분리되던 지역을 제외한 

모든 유형들을 연결하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어떤 두 개의 지성적인 슬라브들은 

단순한 회화 수준에서의 기초적인 의사소통을 확립하도록 재빨리 공정하게 다루

어 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언어들은 모든 문법적인 패턴과 일상생활의 어휘에

서의 두드러진 정도의 일치성(uniformity, 一致性)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음성학과 문법과 무엇보다 어휘의 세부적인 무수한 다름들은 심지어 가장 단

순한 대화에 있어서조처 오해를 야기시키며, 그리고  저널리즘과 미문학(belles-

letters)의 언어에 있어서, 특히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기

술적인 고찰들에 있어서 어려움들이 증가한다. 슬라브 사람 한 명이 두 번째 슬

라브 언어를 익히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13



1-2)역사. 

최소한도 기원후 3 세기 이전의 천년 동안 슬라인들은 Carpathians의 북쪽에 

살았다. 그 지역의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한계 설정에 도달하기 위해 고고학적

인 증거와 언어학적인 증거들을 화해시킬 수 없었지만,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것의 핵심은 Vistula로부터 Dnieper(Dnepr)까지 확장됐다는 것에 일치한다. 언어

학적인 흡사함들은 그 슬라브인들의 서쪽 이웃들이 아주 그럼직하게 첫 번째는 

Illyirans, 후에는 아마 Celts, 그리고 그 다음에는 Teutons이었다는 것을 가리킨

다. 남동부에서는 Iranian과 다양한 Altaic 민족들과의 외부적인 접촉들이 있었으

며, 북동부에는 Finno-Ugric 부족들이 그리고 북부에는 Balts가 있었다. 기원전 

1 세기에 슬라브인들은 처음에는 서쪽과 동쪽으로, 그 다음에는 Carpathians을 

통해 남쪽으로 그리고 그 주위로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하여 기원전 6 세기에는 

Danube 강 모두를 따라 로마 제국의 진지한 위협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원

전 9 세기까지 그들은 Dalmatia의 Littoral 부분과 Greece를 제외한 모든 

Balkan 본토를 포함하는, 개략적으로 Kiel-Brunswick-Magdeburg-Bamberg-

Passau-Trieste 라인의 동부유럽을 확보했다. 천년의 그 마지막 세기 동안에 그

들은 서쪽의 게르만인들과 그리고 남쪽의 Greeks과 Albanians와 그리고 다뉴브 

강 유역의 Hungarians와 Rumainians 앞에서 퇴각하거나 또는 흡수됐다. 단지 동

쪽에서만의 슬라브인의 팽창은 러시아인들을 18세기에 태평양까지 가져다주는 연

속적인 성공이었다. 

3천년 동안의 긴 기간은 기록된 슬라브어를 Indic과 Greek과 Slavic이 모두 거

기에서 유래한 인도유럽의 어떤 생각 가능한 유형으로부터 분리시켰다. Baltic과 

Slavic 사이에서 지금 관찰될 수 있는 음성학적이고 형태론적인 유사함이 최소한

도 Slavs과 Balts 사이의 긴 기간의 연속성을, 그리고 아마 몇 몇이 주장하는 바 

대로, 고대 Balto-Slavic 그룹을 논증할 것이다. 어째든 9 세기의 슬라브어는 여

전히 단일한 언어로 나타난다. 물론 그것들은 모든 언어처럼 지역 방언들로 나뉘

었지만,  갈라진 수들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었다 시피 했으며 질적으로 아주 무

의미 했다. 

8세기~11세기는 슬라브인들에게 수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슬라브인들의 국가

들이 생겨났으며 그리고 서로 충돌했으며 그리고 슬라브인들이 아닌 이웃들과 충

돌했다. 사회 경제적인 조건들이 급속히 변형됐다. 언어에 있어서의 변화 역시 상

대적으로 급했다. 그런데 10세기까지 서부 방언들과 남부방언들이 비록 동쪽에서

는 보다 큰 일치성이 우세했긴 했어도, 현재의 언어학적인 나뉨들과 같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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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갈라진다. 

“우리 자신의 언어들로” 가르쳐줄 선생을 요구하는 Moravia의 군주 Rostislav의 

요청에 대한 답으로, 선교단이 비잔티움으로부터 보내졌을 때인 860 년 대 전에는 

슬라브어의 글쓰기에 대한 어떤 신뢰할만한 증거도 포착되지 않는다. 그 선교단은 

영특한 학자이며 외교관인 (후에, 896년에 죽은 St. Cyril으로 알려진) 

Constantine과  그의 형제 Methodius(885년에 죽음)에 의해서 이끌렸다. 이 두 

사람은 슬라브인들에게 완전 둘려쌓여있는 Thessalonica 출신이다. 이들은 새로

운 알파벳인 Glagolitic을 만들어서 교회책들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20년 안에 성

서와 많은 설교와 의례(liturgical, 儀禮)적인 텍스트들이 번역됐으며 그리고 시들

을 포함한 어떤 원본들이 새로운 문어로 쓰여졌다. 이러한 언어가 Old Church 

Slavonic(O.Ch.S)라고 불리운다. 그것의 Macedono-Bulgarian 기원이 서부

(Moravia, Bohemia, Macedonia)와 남부(Bulgaria, Macedonia)와 동부(Russia)에

서 다음 두 세기 동안 그것이 쓰여짐 보다 덜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서 그것은 지역적으로 수정됐으며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교회 슬라보닉어는 러시

아 편집자의 협력(hand, 協力)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서부 슬라브 지역에서의 O.Ch.S는 11세기 동안 억제됐으나, 그것의 영향은 13 

세기에 Bohemia에서 유래해서 14-15세기에 융성했던 토속 문학에 보여진다. 이 

때 Czech 문화가 Poland로 수출됐으며, 그리고 Poles는 재빨리 자신들의 표준언

어를 발전시켜서 16세기와 17세기에 탁월한 문학을 생산했다. 만약 Slavic 글쓰

기였다면 Slovaks는 19세기 초엽에서의 국가적 재흥이전까지 Czech을 사용했을 

것이다.  Sorbian 텍스트들은 16세기에 Protestant와 더불어 시작됐다. 그것의 

점진적으로 수정된 형식들로 남부에서의 교회 Slavonic은 정통 Serbs와 

Macedonians와 Bulgars와 그리고 슬라보닉 제의(rite, 祭儀)에 들러붙었던 

Croatian Catholics를 위한 배타적인 글쓰기 언어를 유지했다. 그것은 15세기 후

기 Croatian 토속 문학에 충격을 주었던 르네상스였으며, (11세기로부터의 단편적

인 텍스트들을 제외한) 16세기에 Slovene에서 첫 작품을 생산했던 개혁이었다. 

Serbs는 19세기 초엽에 토속어 편을 들어서 교회 슬라보닉어를 버렸으며, 1850

년까지  공통의 Serbo-Croatioan 문어가 확립됐다. 현대의 표준 Bulgarian의 발

전은 자신의 뿌리를 18 세기에 두고 있지만 19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거의 진보

하지 못했다. Macedonian은 가장 젊은 Slavonic 문어이며, 새로운 마케도니아 공

화국의 공식언어로 선언됐던 해인 1944 년 이전에는 어떤 역사도 거의 주장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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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에서는 교회 슬라보닉어가 18세기까지 계속 잘 사용됐다. 비록 강하게 토속

적으로 변경된 것들이 사업문서와 그리고 종 종 다른 저술을 위해 사용됐기는 해

도 말이다. 러시아에서의 현대 문어는 자국민의 대 러시안 토속어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 교회 슬라보닉 요소들을 이용했던 절충적인 스타일로부터 성장했다. 이와는 

반대로 Ukrainians은  교회 슬라보닉을 원리적으로 거부하고 자신들의 글쓰기를 

주로 말해진 방언들의 토대위에 두었다. 그 첫 현대 작품들은 18세기 바로 그말

엽에 나타났지만 동시대 우크라이나 문어의 실제적인 발전은 1840년 대까지 날

짜가 매겨진다. Belorussians는  16세기에 교회 슬라보닉의 독특하게 수정된 유

형을 사용했지만, 토속어로된 문학은 단지 3세기 후에서야 나타났다. 20세기 이전

까지 Belorussian 문어에 관해 말하는 것은 어렵다. 그것의 대부분의 의의있는 

성장은 그것이 1918 년에 공식적인 지위를 얻은 후에야 이루어졌다. 

 

1-3)알파벳. 

동부와 남동부에서의 슬라브어는, Bulgaria에서 9세기 말엽에 고안(device, 考

案)된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Constantine의 Glagolitic의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었던 소위 Cyrillic 알파벳(아래 표를 보라)의 다소 변경된 형식들의 글로 쓰여

졌다. 서부에서의 로마 카토릭 Slavs는 John Huss에 의해 도입된 구별기호들을 

대부분 지니는 로마 알파벳을 사용했다. Serbo-Croatian은 Serbs와 

Montenegrins에 의해 Cyrillic 글로 그리고 Croats에 의해 Roman 글로 쓰여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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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yrillic Alphabet ) 

 

 

1-4)어휘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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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러시아어(Russian Language) 

러시아어는 그것의 주요 행정어인 소련의 대부분의 인구인 약 136,000,000 화

자들을 지닌다. 때로 그것은 그것들과 더불어 슬라브어의 동부 가지를 이루는 밀

접히 관련된 Belorussian 또는 White Russian과 (폐기된 용어인) “Little 

Russian” 또는 “Ukrainian”와 구분하기 위해 Great Russian이라고 불리운다. 

 

//1979 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Russian은 그것의 가장 큰 단일한 인종 집단

을 여전히 구성하는 9천만명의 민족적인 Russians을 포함하여, 소련의 (약 60% 

인) 1억5천4백만 명 거주인들의 첫 번째 언어이다. 그것은 다른 6천1백만 명 거

주인들의 두 번째 언어로서 말해진다. 그리고 사실상의 소련 공식언어이다. 작은 

수의 러시아인들이 그 이외의 여러 곳, 주로 유럽과 북 아메리카와 Australasia에 

살고 있다. 러시아어는 동부 연합 나라들 사이에서의 행정과 교역과 그리고 시민

과 군인 양자의 협동조합에서의 의소사통의 표준 매개이다. 그것은 연합국가, 

UNESCO와 다른 국제적인 조직체들의 공식언어이다. 현대의 표준언어, 동시대의 

표준러시아어는 Rússkij literatúrnyj jazyk으로 알려진다. // 

 

 

2-1)역사 

Cyril 성자와 Methodius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 번역된 그리고 9 세기에 서부

와 남부 Slavs 사이에 흩 뿌려진 슬라보닉 책들은 동부 슬라브들에로의 자신의 

길들을 재빨리 반드시 발견했음에 틀림없다. 러시안 연대기들은 후대의 사본들에

서 911, 944, 그리고 971에 Kievan 군주들에 의해 만들어진 비잔티움과의 조약

들을 보존한다. 그러나 학교들이 열리고 글쓰기들이 융성하게 되기 시작한 것은 

988 년 Vladimir 군주의 공식적인 세례 이후까지는 아니다. 그 연대기는 지혜로

운 Yaroslav(1019-54) 하에서의 강도높은 문화적 행위를 언급한다. 그리고 생존 

날짜가 가장 오래 매겨지는 수고인, 1056 년의 풍부한 Ostromir 복음은 고도의 

문학적 수준을 증거하는 다른 많은 텍스트에 의해 이어진다. [벽이나 기둥에] 쓰

여진 글씨(graffiti)와 비문적인 것들을 포함한 비명적인 자료들은(윤생체(whorl, 

輪生體), 벽돌들, 도자기들) 동일한 시기의 글쓰기에 관한 일반적인 앎을 논증한

다. 1951 년 고대 북부 러시아안 도시에서 작업하고 있는 고고학자들은 여태까지 

알려지지 않는 유형의 재원—자작나무 위에 글로 쓰여진 짧은 텍스트들, 대부분 

사적인 편지들과 계약서들. 이런 유형의 여러 그라모티(gramoty)는 빛을 보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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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1세기 후기로부터의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언어와 문화의 역사를 위해 

중요한 것은 고전 연구들을 위한 파피루스의 그것에 비견될 수 있으리라. 

압도적 다량의 글쓰기는 러시안 교정본의 교회 스라보닉(Church Slavonic, 

Ch.Sl, 교회 슬라보닉어)을 나타낸다. 즉 말의 남부 슬라빅 유형에 근거한 그러나 

지역 조건들에 응용된 표준화된 글쓰기 언어. 이것은 그 교회의 언어이며, 그리고 

그 문화는 그 언어와 연결되고, 그리고 그 텍스트들은 대부분 그리이스어로부터

의 번역들이다. 교회 슬라보닉어는 비록 많은 특별한 점에서 그 지역 말(local 

speech)와 다르기는 하지만 초기 세기들에 있어 동부 슬라브들(East Slavs)에게 

쉽게 아마 파악됐을 것이며 그리고 그들이 익히기에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일상

언어에 관한 현재의 앎은 주로 부족한 자작나무 껍질 그라모티(gramoty)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복사하고 있는 교회 슬라보닉어 수고들의 주석이나 테두리 장식들

을 덧붙히려 하는 필사자들에 의해 종 종 만들어지는 실수들로부터 온다. 연대기

들과 법전들과 같은 원본들은 더 오래된 언어적 습관과 새로운 언어적 습관을 구

분하기 쉽지 않는 보다 후의 복사본들로 생존한다. 그러나 법들과 편지들의 업무

언어는 어떤 문어적인 요구들을 지닌 연대기 편집자와 성인전적인 작품들 보다는 

특히 어휘에 있어 동부 슬라빅 요소들을 더 많이 사용했을 것처럼 보인다. 이것

은 공통적인 현상들이며, 다른 쟝르들은 보통  다른 언어적인 스타일들로 보통 

나타내졌고, 그리고 일상적인 문제들은 일상적인 용어들로 다루어져다는 것은 자

연스럽다. 연대기 편집자들은 다양한 언어적 요소들의 능숙한 스타일을 사용했다. 

그래서 외부 교회의 슬라보닉 교회언어와 세속 토속 러시아어 라는 다른 두 개의 

글로쓰여진 언어들이 있었을 거라는 소련 비평가의 논쟁들은 분명히 과장됐다. 

많은 초기의 텍스들은 북부 방언과 남부 방언 사이의 차이에 관한 어떤 증거를 

드러내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13 세기 전까지의 그 언어는 고대 동부 슬

라브어로 가장 잘 기술된다. 폐기되기에는 너무 확고하게 확립된 Old Russian 이

라는 편의적인 용어는 전체 동부 슬라빅 지역, Rus의 그 언어를 지시하는 것으로

서 이해돼지, Russians 라고 불리워지는 현대 국가 집단을 지시하는 것으로 이해

돼서는 않된다. 특히 남부 방언 특색들은 후기 13세기부터 어떤 텍스트들을 

Ukrainian으로 확인하는 것을 보증한다. 그러나 Beolrussian가 선명하게 규정되

기까지는 16세기와 17세기 이전까지는 아니다.  

실천적인 의도를 위한 다른 지역들에서의 지역 업무언어의 사용은 수세기 동안 

통일된 문어를 유지하고 있던 교회 슬라보닉어의 탁월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초기에 그것은 일관되게 많은 동부 슬라빅 특색들을 채용했디만 14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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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에 그것은 Turks가 Balkans을 유린했을 때 Russia로 도망쳤던 Bulgarian과 

Serbian 학자들의 명성의 결과로서 개혁됐다. (마찬가지로 문어적인 스타일과 예

술과 건축에 영향을 미친) 이 “두 번째 남부 슬라빅 영향”은 철자와 문법의 시원

적인 그리고 부분적으로 외래어적인 유형을 문학적인 작문을 위한 유일하게 적절

한 탈것으로 확정함에 있어 결정적인 것이었다. 이런 권위가 약해진 것은 러시아

인의 삶 모든 영역에 있어 혼란과 초기 변화의 시대인 17세기 이전까지는 아니다. 

Muscovite 국가의 정치적 힘의 성장과 더불어 꾸준히 영향력을 얻어갔던 

Moscow 관청들의 업무언어들은 그런 다음, 그것이 첫 인쇄된 세속적인 책들 중

의 하나였기 때문에 언어학적인 표준의 발전을 위해 특히 중요한 1649 년의 법

전(Ulozhenie)과 같은 점점 더 의의있는 작품들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동시에 

교회 슬라보닉어와 업무적인 관용어법 사이의 중간자적인 어떤 스타일의 시작이 

분별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떤 텍스트들은 실제로 일상적인 Russian으로 나타났

다(특히 반체제 사제 Avvakum Petrovich, 1673의 자서전). 

(1682~1725년 재임기간)Peter I과 그 계승자들의 과격한 서구화 정책들은 표

현의 필연적인 새로운 수단들을 만들었다. 유럽을 따라잡으려는 첫 노력은 주로 

실천적인 작품들의 번역 홍수에 의해 명백해졌다. 러시아어와 슬라보닉 자료들로

부터 새로운 단어 만드는 것을 선호했던 V.Trediakovski(1769년에 죽음)와 같은 

재능있는 저술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래어들이 거의 무분별적으로 러시아어

로(Russian) 물밀듯 밀려들어 왔다. 토속어는 문학에 적합하지 않다는 전통적인 

견해의 고집은 교회 슬라보닉어는 새로운 문화을 위한 너무 낯선 탈것이었다는 

사실의 인식과 충돌했다. 우세한 교회 슬라보닉어는 대부분의 “고상한’ 문학

(ode(오데스, 스포츠 찬가), 비극)에 봉사하고, 엄밀하게 일상적인 러시아어는 “낮

은” 장르(우화와 희극)을 위해 그리고 중간적인 류형은 다른 저술들을 위해 봉사

했다는 식으로 세 가지 스타일들을 구분했던 영특한 학자이며 저술가인 Mikhail 

Lomosov(1765년에 죽음)에 의해 그 문제들이 아주 선명하게 정립됐다. 그의 제

안은 최소한도 원리적으로 크게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슬라보닉어의 아주 친숙

하지 않은 시원적인 낱말들과 구문들을 거부하는 꾸준한 과정과 그리고 불어와 

독어 모델들의 일관된 모방이 있었다. 19세기 초엽 경에 저널니스트들과 교육가

들은 학문과 실천적인 일에 관한 저술에 있어서의 유연한 중간적인 스타일을 확

립했다. 고도의 스타일의 온건한 본보기 형식이 자신의 (1816~29에 발간된) 러

시아국가의 역사에서 N.Karamzin에 의해서 사용됐다. 그리고 여태까지 경멸된 

일상어적인 요소들이 D.I.Fonvisin(특히 The Minor, 1782)의 희극들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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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Krylov의 우화들에 으해서 존경받았다. 그러나 언어의 다른 유형들 사이의 분

명한 거리가 여전히 있었으며 그리고 영향력있는 목소리들이 슬라보닉 순수주의

에 관해 격렬하게 주장하는 소리로 들려왔다. 마지막 종합을 이루는 것은 시인 

Alecksandr Pushkin에게 남겨졌다.  

푸쉬킨의 시는 재미있는 소설로부터 진지한 서사시까지, Byronic 대화체로부터 

고전적인 경구(epigrams, 警句)들까지, 민요와 우화(fairy tales, 寓話)들의 모방으로부

터 실랄하게 개인적인 서정시들과 고도의 비극에까지 걸쳐있다. 산문 투로 그는 

역사와 문학비평과 여행담과 이야기들과 소설들을 썼다. 무슨 장르이든 그의 접

근의 톤(tone)과 주요한 문제들에 요구되는 것으로서의 푸쉬킨의 언어는, 재치있는 

농부 속담들 또는 불어 고전의 우아한 암시들에 의해서 엄숙한 슬라보닉한 구절

들 또는 공식적인 관청의 진부한 표현(clichés)에 의해서 애호되는, 철저하게 본질

적으로 교양인의 말해진 러시아어를 유지했다. 푸쉬킨 작품들의 영특한 성공은 

언어적인 논쟁을 끝장냈으며, 그리고 연이어지는 러시아 문학의 역사는 세부적인 

사항의 정제된 서술이며,  특별한 어휘 확장의 서술이고, 그리고 변하고 있는 문

어 투를 유지하는 특별한 스타일의 확립의 서술(an account of, 敍述)이다. 

 

//동부 슬라브언어들은 기원후 1000 년 경의 공통 슬라빅(common slavic) 안에서 

확인 가능한 그룹으로 돌출했다. Russian과 Ukrainian과 Belorussian의 초기 언어학

적 영사는 처음에는 Kiev, [나중에] ‘Rus’라고 불리우는 지역에서의 동방정교

(Orthdox) 신앙의 확립과 결부된다. 러시아어가 우크라이나어와 백러시아어와 구

분될 수 있는 날짜는 논쟁거리이다. 그러나 보통 14세기 말로 잡는다. 러시아어의 

언어학적인 발전에로의 중요한 영향들은 Tatar 지배의 2 세기 동안 많은 Turkic 낱

말들을 그 언어에 덧붙혀짐, 그리고  1453년 콘스탄티노플의 몰락 후의 세번째 

로마 역할을 Moscow가 인수(assumption, 引受)한 것과, 그리고 Poland (17세기~약 

18세기)로부터와 독일과 프랑스로부터(18세기~약19세기)의 주요한 영향 들이다.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시인 푸쉬킨(1799-1837) 시대 무렵의 문화 전쟁은 

‘Slavophles’(슬라브주의자들)과 ‘Westernizers’(서구론자들)을 포함했다. 슬라브주의

자들은 Russian의 슬라빅 토대를 보존하여 교회 슬라브어 문서들에 토대를 둔 전

통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했으며, 서구론자들은 18세기 출발무렵 Peter the Great에 

의해 시작된 과정의 부분으로서, 서구 단어들과 스타일과 문화적 모델들의 자유

로운 흐름을 허용하기 원했다. 이 두 가지 추세 사이의 타협의 활동적인 창조는 

보통 푸쉬킨 탓으로 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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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방언의 형식들. 

현대에는 세 그룹의 Russian 방언들이 구분된다: Leningrad로부터 모든 Siberia를 

가로지르는 북부 러시아어 그룹과, 중앙과 남부 러시아 대부분을 포함하는 남부 

러시아어 그룹과, 다른 둘 사이의 상대적으로 좁은 띠를 확보하고 있는 중앙 그

룹. Russian과 Belorussian 사이의 또는 Belorussian과 Ukraininan 사이의 선명한 경

계는 있지 않다. 왜냐하면, 주요 방언 유형들은 어느 곳에서든 경계 면(zones of 

transition)에서 통합되기 때문이다. 공정하게 구분된 언어학적인 경계(forntier, 境界)

가 있는 북부로부터 상대적으로 최근 정착민들이 Russsian을 가져오고 그리고 남

부로부터 Ukrainian을 가져 오는 곳은 단지 동부에서만이다. 역사적으로 보건데, 

고대 러시아어 시기에서의 남부에서의 북부에로의 방언들의 사슬은 극단적인 남

부로부터 극단적인 북부를 분리시키는 중간적인 드 넓은 지역과 더불어 밀접하게 

관련된 유형들을 나타냈다. 가장 남부의 방언들은 곧(13세기~14세기) 우크라이나

어로 확인되어 충분하게 다르게 되는 반면, 처음에는 북부와 동일한 일반적인 선

들에 따라 발전하던 중앙 벨트는 점차적으로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으로 나뉘었다. 

비록 우크라이나어와 밀접한 어떤 접촉들을 유지하고 있긴 해도 중서부는 

Belosurrian으로 자신의 정체성(identity, 正體性)을 확립하는(16세기~17세기) 반면 

중동부는 결국 남부 Great Russian이 됐다. 

Great Russian 방언들은 많은 세부 사항에서 서로 다르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자

신들을 그 전체 상호 포괄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반적인 구조적 비슷함을 보유했

다. 북부 유형과 그리고 (마찬가지로 Belorussina과도) 남부 유형의 주요한 다름은 

모음의 성질(vocalism)에 있다. 북부(소위 o-방언들)는 위치와 관련없이 모든 모음

의 특질들을 유지한 반면, 남부(akanie와 더불어 소위 a-방언들)에서의 강세없는 

모음들은 o > a 라는 질적인 변화를 겪으며, 그리고 자주 복잡한 더 나아간 변화

들이 있다. 이러한 akanie는 14세기부터 확실하게 포착된다. 가장 오래된 북부 텍

스트들은 c와 c 사이에 어떤 기능적인 차이도 없는 북부의 전형적인 특색을 반영

하면서, 이 두 문자들을 혼돈한다. 우크라이나어와 벡러시아어와 남부 러시아어는 

공통 슬라빅과 북부의 g 대신에 마찰음 g(연구개음)  또는 h (후두음)을 지닌다. 

의심할 바 없이 이것은 역사 이전의 변화이다. 

표준 러시아어의 토대는 15세기부터 문화의 중심지인 Moscow 방언이다. 그 도

시는 본래 북부 방언 지대에 속했지만 북부와 남부의 상호 영향이 성장하는 중앙 

방언 유형을 창조하면서 Moscow는 그 자신을 중앙 지대에서 발견한다. 그래서 그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비록 c와 c를 구분하기는 해도 북부의 자음들과 남부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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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들을 지닌다. gorá 라는 철자를 지닌 그래서 북부 식으로 발음되는 “mountain”에 

해당하는 낱말은 표준 발음으로는 gará이며 남부식으로는 gara이다. 

 

2-3)글쓰기 체계. 

Russian은 슬라브어와 비(non, 非) 슬라브어 양자를 위해 USSR(구 소련) 대부분

에서 두루 마찬가지로 사용되는 Cyrillic 알파벳으로 쓰여진다. 동방교회의 영역에 

속하거(나 또는 속했던) 슬라브어들도 키릴릭 알파벳을 사용한다: Ukrainian과 동부 

슬라빅의 Belosussian; Serbian, Macedonian, 그리고  남부 슬라빅의 Bulgarian. 

그 알파벳은 슬라빅어로 글을 처음 썼던 자로 여겨지는 Cyril 성자(St. 聖者)에 

따라 이름 붙혀진 것이다. 그러나 Cyril은 그 기원에 있어 논쟁적인 사실 아주 다

른 알파벳인 Glagolitic을 발명했음직 하다. 12세기무렵 동방정교회 지역에서 

Glagolitic은 Cyrillic으로 교체된다.  

Cyrillic은 그리이스 알파벳에 토대를 둔다. 그리이스어가 아닌 소리들을 위한 

새로운 문자들은 주로 그 끝에 연이어 덧 붙혀진다. 현대 러시아어 키릴릭은 32 

개 문자(또는 만약 ë가 e와 분리된 문자로 간주된다면 33 개 문자)로 구성된다. 

언어학자들에 의해 사용되는 주요 음역은 다음 쪽의 표 1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폭넓은 음소적인 필사(transcription, 筆寫)에 가깝다. 아포스트로피(apostrophe, 소유

격기호, 생략기호, ’ )는 пить pit’(로 음역된다) ‘to drink’에서처럼, 음성학적으로 그

리고 음소학적으로 [p’it’] 선행하는 자음의 부드러운 (구개음화)를 지시한다. 

글로 쓰여지는 모음들은 일련의 두 개로, 일련의 하나는 선행하는 /j/(‘jotation’ 

또는 ‘부드러운’ ь)를 나타내며 일련의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다: ъ. 이요타된

(jotated)모음들은 낱말의 시작과 모음들 뒤에서 [j]와 함께 발음된다—я[ja] ‘I’, моя 

[mjá] ‘my’ (여성 주격 단수). 만약 선행하는 자음이 강한/부드러운 짝을 이룬 자

음들 중의 하나라면 이요타된 모음들은 그 자음의 구개음화를 표시한다: м ат ь 

[m’æt’] ‘to rumple’, мять [mat’] ‘mother’. 

대부분의 글로 쓰여진 러시아어 문자들은 음성학적 문맥과 낱말의 위치에—그

리고  모음들의 경우에는 강세의 위치에 의존하면서 하나 이상의 여러 음성학적 

구현을 지닌다. 모음 ë는 항상 강세를 지닌다. 철자 쳬계는 (하나의 소리에 하나

의 기호라는) 알파벳 원리와 그리고 음소의 글로쓰여진 형식을 보존하는 것이 음

성학적인 정확함 보다 선행하는(kniga [kn’íg] ‘book’, knig [kn’ik] ‘of book’) 곳인 형

태론적 원리 사이의 타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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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알파벳. 

/Russian은  영어와 그리고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와 같은 그

런 서구어들에 의해 사용되는 라틴 알파벳을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러시아어

는 Cyrillic이라고 불리우는 다른 알파벳을 사용한다. 그것은 그리이스 알파벳에 

따로 근본적으로 모양지어졌으나, 그리이스어에는 있지 않은 단지 슬라빅어에서

만 발생하는 어떤 소리들을 위한 부가적인 기호들에 의해 보충된다. 키릭 알파벳

을 사용하는 다른 슬라빅 국민들은 Ukrainians, Byelorussians, Bulgarians, 

Macedonians, 그리고 Serbs인 반면, Czechs, Poles, Slovaks, Slovenes, 그리고 

Croats는 라틴 알파벳을 사용한다. 

러시안(키릴) 알파벳은 그 관습적인 순서대로 아래처럼, 문자들의 그 전형적인 

발음들과 예시적인 보기[나는 생략함]들을 함께 지닌채, 주어진다. 대부분의 문자

들이 하나 보다는 여러 길에서 발음된다는 것에 주목하라. 그것들이 나타나는 곳 

또는 낱말의 강세 위치에 의존하면서 말이다./ 

 

А a아   a ,  a  [a]  아 

Б  Бэ베 b,b ¶ ,p  b [b]  ㅂ 
В  Вэ붸 v, v ¶, f v [v] (ㅂ) 

Г гэ게 g,g ¶,k,v g [g] ㄱ 

Д дэ데 d,d¶,t d [d] ㄷ 

Е е(йэ)예 e, je , i , j i  e  [ je ,’e, j , ’]  예 
Ё  ё요 o,jo e [ jo,’o]  요 
Ж  же졔 z  , s   z   [z ]  (ㅈ) 
З  зэ제 z,z ¶,s z [z] ㅈ 

И и이 i,ji,i Ú i [i,’i, i Ú] 이 

Й 
й кра ткое 
이 끄라뜨꼬예 

j j [j] 이 

К ка까 k,k ¶  k  [k]  ㄲ 
Л  эл엘 l , l ¶  l  [ l ]  (ㄹ) 
М  эм엠 m,m ¶  m [m] ㅁ 
Н  эн엔 n,n ¶  n  [n]  ㄴ 
О  о오 o,a,  o  [o]  오 
П  пэ뻬 p,p ¶  p  [p]  삐 
Р  эр에르 r , r ¶  r  [ r]  (ㄹ) 

 24



С  эс에쓰 s,s ¶  s  [s]  ㅆ 
Т  тэ떼 t , t ¶  t  [ t ]  ㄸ 
У  у우 u u [u] 우 
Ф  эф에프 f , f ¶  f  [ f]  (ㅍ) 
Х  ха하 x,x ¶  x  [x]  ㅎ 
Ц  цэ쩨 c c [c] 쯔 

Ч чэ쳬 c c [c ’] 치 

Ш ша샤 s s [s] (시) 

Щ ща 시치 sc s [s’c’] 시치 

Ъ 
твёрдыйзиак 
뜨뵤르드이 즈나끄 

(hard sign) ”   

Ы ы 의 i Ú y [i Ú] 의 

Ь 
мягкий зиак 
마흐끼이 즈나끄 

(soft sign) ’ [’]  

Э э에 e è [e ] 에 

Ю ю(йу)유 u,ju ju [ju ’u] 유 

Я я(йа)야 a,i,ja,ji,je ja [ja ’a] 야 

알파벳 이름 발음(IPA) 음역 //음가// 한글발음 

 

 

2-4)Russian(러시아어)와 Belorussian(백러시아어)의 음성학과 형태론. 

오래된 텍스트들에서는 어떤 공통의 동부 슬라브어 특색들이 이미 나타난다: c z  

< 중앙 슬라브어 *tj *dj;  l < *tl;  u<*o¶;  a<*e¶. 나머지(extra) 모음들은 다음 낱말

들에서처럼 발전한다: zóloto “gold” < *zolto (O.Ch.S. zalto) 그리고 molokó “mili” < 

*melko (O.Ch.S. mle ko), 첫 머리 je-  대신에 o-(R. ózero “lake” <*jezero), 그리고 첫 

머리 u- < *ju- (OR. ugu “south”는 Ch.Sl. 형식 jug로 교체됐다). 초기 역사기간에 줄

어든 모음들 u  i 는 “약화된 위치”에서는 사라지고 “강한 위치”에서는 o e로 됐다.  

C.S(중앙 슬라브어) e는 R.(러시아어)와 BR(백러시아어)에서는 e와 합쳐지나, 

Ukr(우크라니아어)에서는 i로 됐다. 모든 E.Sl.(동부 슬라브어)들은 비록 세부적인 

사앟에서는 언어마다 다르긴해도, 그에 상응하는 일련의 평범한(plain) 또는 순음

화(labialized, 脣音化)된 자음들에 구개음화된 자음들을 대립시킨다. BR.는 j 앞에 

또는 마지막 위치에 어떤 구개음화된 순음들도 지니지 않으며(R. s’em’ “seven”, p’ju 

“I drink”, BR. s’em, pju), 부드러운 r도 지니지 않는다(R. kur’ú “I smoke,” BR. kur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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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드러운 t’와 d’는 파열마찰음 c’와 dz’로 됐다(R. d’ét’i “childrn”, BR. 

dz’ec’i). 

약 7백만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말해지는 Belorussian은 북동부와 남서부 방언이

라는 두 가지 주요한 방언집단들을 지닌다. 그 수도 Minsk는 남서부 지역에 있으

므로, 본질적으로 소비에트 시기에 만들어진  현대 문어는 그 특성성 남동부 언

어이다. 

그러나 음성학과 형태론에 있어서의 아주 많은 다양함들이 여전히 허용된다. 

외냐하면 어법(usage, 語法)이 아직 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BR.는 말해졌을 때 

소리나는 것 보다 더  심하게 많이 차이나게 하는 철자의 엄밀한 음성학적 체계

를 사용한다. 

 

//2-4-1)음성학. 

러시아어는 a e i o u 라는 다섯 개의 모음소를 지닌다. 단지 /i/ 만이 강세 하에

서 구분된 두 발음들을 지닌다: 거친(hard) 자음들 뒤에서는[i Ú]는, 그러나 낱말-첫

머리와 부드러운(soft) 자음들 뒤에서는 [i], 예를들어 vit’ /v’it’/ [v’it’] ‘to twist’,  vyt’ 

/vit’/ [viÚt’] ‘to howl’. 구개음화된 자음들 앞에서 그리고 특히 구개음화된 자음들 사

이에서의 모음소들은 전설음화 된 교체형들을 지닌다: pjat’ [p’æt’] ‘five’, tëtja [t’öt’] 

‘aunt’. 

대부분의 자음소들은 아래 표 2에서 보여진 것처럼 ‘거친’(구개음화되지 않은) 

대(vs. 對) ‘부드러운’(구개음화된) 짝들로서 발생한다. 

거친 자음[경자음]들은 글쓰기에 있어서 잇따르는 낱말-경계(boundary, 境界)에 

의해서 또는 이요타되지 않은 일련의 잇따르는 글로쓰여진 모음들 а э ы о у에 

의해서 가리켜진다. 부드러운 자음[연자음]들은 부드러움의 기호[연음부호] 먀흐끼

이즈나끄 ь에 의해서 또는 이요타된(jotated) 모음들 я е и ё ю에 의해서 가리켜진

다. 그러나 항상 거친 ж ц ш와 그리고 ь과 마찬가지로 항상 부드러운 щ ч는 예

외이다. 비록 이요타된 모음들은 이런 양자 그룹들에 있어서 어떤 자음들 뒤에 

쓰여지기도 하지만 그것들은 어떤 음성학적인 결과들을 지니지 않는다 : 그것들은 

내적으로 거친 자음들을 부드럽게 할 수 없으며 그리고 그것들은 이미 부드러운 

자음들을 더 이상 부드럽게 할 수 없다. 항상 거친자음들 뒤에 쓰여질 때, 문자 и

는 ы처럼 소리난다 : жить [zi Út’] ‘to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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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입술)음 혀끝소리 경구개음 연구개음

거친 p t  k 
무성 

부드러운 p’ t’  k’ 

거친 b d  g 
페쇄음 

유성 
부드러운 b’ d’  g’ 

마찰파열음    c c  

거친 f s s x 
무성 

부드러운 f’ s’ sc x’ 

거친 v z z  
마찰음 

유성 
부드러운 v’ z’   

거친 m n   
비음  

부드러운 m’ n’   

거친  r   
Vibrants  

부드러운  r’   

거친  l   
측음  

부드러운  l’   

반모음    j  

 

강세는 자유롭다—그것은 낱말 안의 어떤 모음에서 발생한다—그리고 이동한

다 : 그것은 변화 범형들과 낱말-형성에 있어서 음절들 사이에서 옮길 수 있다. 최

근의 차용어들은 압도적으로 고정된 어간 강세를 지닌다. 고정된 강세는 어간 또

는 어미에 발생할 수 있다. 

 
  ㄱ)어간 강세: máma ‘mother’, mámy의 소유격. 
  ㄴ)어미 강세: mectá ‘drean’, mectú의 목적격. 

 

이동 강세는 네 가지 주요한 패턴을 포함한다: 

 
  ㄷ)어미에서 어간으로: oknó ‘window’, ókna의 복수. 
  ㄹ)어간에서 어미로: mésto ‘place’, mestá의 복수. 
  ㅁ)어미로부터의 한 음절 퇴행: remesló ‘trade’, remësla의 복수. 
  ㅂ)비(非)어간적인(athematic): ruká ‘hand’, rúku의 목적격, 주격복수 rúki, 여격복수 rukám. 

 

모음들은 강세받지 않을 때 약해진다. 강세받지 않을 때의 높은(high) i u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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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아지나, a e o 보다는 질적인 감소가 적다.  거친 자음들 뒤에서 a o는 강세받은 

음절 앞과 어떤 낱말의 시작에서는 []로 그리고 다른 위치들에서는 []로 감소된

다: molokó [mlkó] ‘milk’, avstalíec[frstlíjic] ‘Australian’, skovorodá [skvrdá] ‘frying 

pan’. 이러한 현상은 ákan’e 라고 불리운다. 부드러운 자음들 뒤에서의 a o e는 모

두 [i]로 환원된다(íkan’e라 불리우는 현상): tepló [t’ipló] ‘warm’. 

강세는 러시아 낱말들에서 보통 표시되지 않지만, 이 기고문에서는 엑큐트 악

센트가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다. 

 

어떤 예들에서처럼, 소리들의 변경들은 순수하게 현상학적이다. 그래서 유성 폐

쇄마찰파열음(obstruents)은 무성화된다(devoiced). 

 
  ㅅ)vodá[vdá] ‘water’, vod[vot]의 복수 소유격. 

 

  유성음(voice)의 퇴행적인 동화가 발생한다: 

 
  ㅇ)vódka [votk] ‘vodka’. 

 

마찬가지로 퇴행적인 동화는 위치와 분절 방식을 포함한다: 

 
  ㅈ)iscezát’ ‘disapper’, 빠른 말에서 [is’c’izát]로 발음된다. 

 

형태론적인 변경은 모음/모음 그리고 모음/제로(zero) 변경들을 포함한다” 

 
  ㅊa)govorft’ ‘to talk, speak’, razgovárivat’ ‘to converse’ (o~a). 
  ㅊb)den’ ‘day’, dnja의 단수 소유격. 

 

자음들에 있어서의 주요한 형태음성학적 변경은 구개음화(palatalization)이다. 그

래서 본디 /j/가 잇따르는 연구개음(velars, 軟口蓋音)들은 교체적(replacive)구개음화

를 겪는다. 

 
  ㅋ) k>c  pekú ‘l bake’, pecës ‘you bake’. 
     g>z  mogú ‘I can’, mózes ‘you can’ 
     x>s  maxát’ ‘to wave’,  masú ‘I wave’. 
     sk>sc  iskát’ ‘to seek’,  iscú ‘I s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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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끝소리(Apical, 설단음 舌端音)들은 비슷한 타깃(targets)들로 구개음화된다. 

 
  ㅌ)d>z  vodír ‘to lead’,  vozú ‘I lead’. 
     z>z  vozít ‘to convey’,  vozú ‘I convey’. 
     s>s  pisát ‘to write’,  pisú ‘I write’ 
     st>sc  pustít’ ‘to leave’,  puscú ‘I leave’ 

 

2-4-2)형태론. 

러시아 형태론은 동사에 있어서 그리고 명사적 집단에 있어서의 잘 견지되는 

변화 체계에 의해서 그리고 낱말 형성의 잘 발전된 그리고 생산적인 체계에 의해

서  특징지워진다. 러시아어의 표준 기술들은 어근들을 접어(affixes, 接語)들과 구

분한다. 접어들은 접두어들(xodít’ ‘to go’, prixodít ‘to come’) 또는 낱말-형성 접미어

들(pisát’ ‘to write’, pisátel’ ‘writer’) 또는 변화형 어미들(stol ‘table’, stolá의 단수 소유

격)일 수 있으리라. 어간은 (만약 있다면, if any)접두어들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어근들과 그 굴곡(inflection, 屈曲, 변화, 變化)이 거기에 일어나는 낱말-형성 접미

어들로 구성된다: 

 

  ㅍ)zelézo ‘iron’, betón ‘concrete’, 

    zelezobetónnyj ‘ferro-concrete’ (adjectival) 

 

러시아어의 낱말 부류들은 편리하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으로 구분된다. 

변하지-않는 부류들은 부사들과 전치사들과 접숙사들과 (후접사와 전접사를 포함

한) 부분사(particles, 部分詞)들과 감탄사들이다.  마찬가지로 예를들어 Xólodno ‘it 

tis cold’에서처럼 상태를 가리키는 비인칭문을 포함하여, ‘상태의 범주’가 있다. 몇 

몇 언어학자들은 이것을 분리된 낱말 부류로 기술하는 반면 다른 언어학자들은 

그것을 부사들의 하위-부류로 다룬다. 

변하는 부류는 동사와 ‘명사적 집단’을 포함한다: 명사와 형용사와 한정사와 량

화자와 대명사와 수사들. 부류의 수들은 량화사와 한저아들과 대명사들이 분리되

느냐 또는 함께 집단화되는냐에 의존하기 때문에, 다른 분석들에서 다양하다. 

단지 명사들과 형용사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 범주는 격이다: 주격과 목적격

과 소유격과 여격과 도구격과 전치격. (몇 몇 남성들은 부가적인 ‘소유2격’과 위치

격을 지닌다) 명사/형용사와 동사적 변화들은 (단수와 복수)수와 (남성과 여성과 

중성 더하기 생물 대 무생물)성과 (제1, 2, 3)인칭을 포함한다. 동사에 한정되는 변

화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시제와 (완료와 미완료)시상(aspect, 時相)과  (능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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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태와 (직설과 명령)법이다. 조건은 전접사 by와 동사의 –l 형으로 형성된다. 

재귀사들은 동사형의 자음들 뒤에 –sja를 그리고 모음들 뒤에 –s’를 덧 붙인다. 

 

2-4-2-1)명사 변화. 

명사와 형용사와 한정사와 량화사(quantifier, 量化詞)와 대명사와 수사들은 격 

변화를 한다. 명사들은 내재된 성을 지니며 그리고 인칭 대명사들은 내재된 인칭

을 지닌다. 그러나 모든 수사들은 수 마다 변한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 라는 수

가 복수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쌍수는 지금 생산적인 범주로서는 상실됐다. 

거친과 부드러운 양자에 있어서의 남성/중성 유형과 그리고 거친과 부드러운 

양자에 있어서의 남성/여성 유형과 그리고 모든 종류의 여성 유형 등 세  가지 

류형의 명사 변화가 있다.  첫 두 유형의 거친(경변화) 형(versions, 形)과 그리고 

부드러운(연변화) 세번째 유형이 다음 쪽 표 3에서 주어진다.  

보여질 수 있는 것처럼 생물 남성단수(studént)와 모든 생물 복수(studént, pára, 

máma)는 그것들의 소유격과 동일한 목적격들을 지닌다. 

형용사들은 거친(경)과 부드러운(연)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변한다. 거친(경)변화

유형(krasívyj ‘beautiful’)이 다음 쪽 표 4에서 보여진다. 

남성과 중성들은 아주 밀접하게 병행한다. 성은 복수에서 중성화된다. 생물/무

생물 성은 남성단수목적격과 복수목적격에서 생물의 소유격과 같은 형과 그리고 

무생물의 주격과 같은 형을 선택하도록 작동한다. 

‘질적인’ 형용사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격변화도 지니지 않는 짧은 형식을 지닌

다. 그리고 단지 술어적으로만 사용된다: 남성 krasív, 여성. krasíva, 중성 

Krasívo, 복수 krasí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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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러시아 명사 변화 

 류형 1 류형 2 류형 3 

주격 
studént 
 ‘student’ 

okn ó 
 ‘window’

pápa 
  ‘dabby’ 

máma 
 ‘mummy’ 

kost’ 
 ‘bone’ 

목적격 studént a okn ó páp u mám u kost’ 

소유격 studént a okn ó páp y mám y kósti 

여격 studént u okn ú páp e mám e kósti 

도구격 studént om okn óm páp oj mám oj kóst’ ju 

단수 

전치사격 studént e okné páp e mám e kósti 

수 격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여성 

주격 studént y ók na páp y mám y kóst i 

목적격 studént ov ók na páp mám kóst i 

소유격 studént ov ók on páp mám kóst ej 

여격 studént am ók nam páp am mám am kóst jam 

도구격 studént ami ók nami páp ami mám ami kóst jami 

복수 

전치사격 studént ax ók nax páp ax mám ax kóst jax 

 

 

 

표4: 러시아 형용사 변화: krasívyj ‘beautiful’ 

 남성 여성 중성 복수 

주격 krasív aja 

목적격 
krasív yj 

krasív uju 
krasív oe krasív ye 

소유격 krasív ogo krasív ogo krasív yx 

여격 krasív omu krasív omu krasív ym 

도구격 krasív ym krasív ym krasív ymi 

전치격 krasív om 

krasív oj 

krasív om krasív y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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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동사 활용 

시제와 태와 법과는 별도로 시상(aspect, 時相)은 러시아어 동사 형태론의 열쇄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완료시상은 시산과 공간 안에 유일무이하게 위치지워진 행

위—단일한, 일관적인 그리고 보통 완성된 사건으로서 간주된 행위—를 가리킨

다 : On napisál román ‘He wrote a novel (and finished it)’. 미완료시상은 표시되지 않으

며, 그리고 다른 유형의 행위를 가리킨다: On pisál román ‘He was writing a novel, used 

to write a novel.’ 과거와 미래는 완료 또는 미완료일 수 있으며, 현재 시제는 항상 

미완료이다. 어떤 행위가 동시에 진행중이면서 완성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완료

는 가장 흔하게 미완료 어간에 접두사를 덧 붙힘에 의해서거나(c itát ‘to read’, 완료 

procitát) 또는 모음전환을 포함 어간 변경들의 다양한 종류들에 의해서(ob” jasnját’ 

‘to explain, 완료 ob”jasnít) 형성된다. 

동사는 전통적으로 -e-와 -i-라는 두 가지 주요 전통적인 변화로 나뉜다. 어떤 

(주로 고도로-흔한) 비어간적(athematic, 非語幹)동사들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ㅎ) -e- 부류: citát ‘to read’, citáes’ ‘you(단수) read’. 

     -i- 부류: govorít ‘to speak’, govorís’ ‘you(단수) speak’. 

     비어간적인 것: dat’ ‘to give’, das’ ‘you(단수) will be’. 

 

대부분의 동사들은 다음 쪽 표 5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은 과거와 비(non, 非) 

어간이라는 두 가지 언간들을 지닌다. 

citat ‘to read’의 표본 범형이 다음 쪽 도표 6에서 보여진다(중성형들은 그 범형을 

완성하기 위해 주어진다). 

미완료 미래는 동사 ‘to be’의 미래 더하기 미완료 부정사(infinitive, 不定詞)로 구

성된다: ja búdu citát ‘I shall be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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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과거와 비(non, 非)과거 어간들 

부정사(infinitive, 不定詞) citát’ ‘to read’, 완료 procitát’ 

과거시제 미완료 ja citál ‘I was reading’, 완료 ja procitál ‘I (did) read)

과거동명사 procitáv(-si) ‘having read’ 

과거능동분사 완료 proc itávsij ‘having read’, 미완료 c itávsij (not) common) 

과거 
citá- 
‘read’ 

과거수동분사 완료 proc itánnyj ‘having been read’, 미완료 citánnyj (not common)

현재시제 citáju ‘I read’ 

미래완료 ja procitáju ‘I shall read’ 

명령법 citáj ‘read!’ 

현재동명사 citája ‘reading’ 

현재능동분사 citájuscij ‘reading’ 

비과거 
citáj- 

현재수동분사 citáemyj ‘being read’ 

 

표6: 러시아 동사 범형 

 현재 미래 완료 과거 완료 

1인칭단수 ja citáju ja procitáju ja procitál/-a/-o 

2인칭단수 ty citáes’ ty procitáes’ ty procitál/-a/-o 

남성 on citáet on procitáet ona procitál 

여성 ona citáet ona procitáet ono procitála 

3인칭 

단수 

중성 ono citáet ono procitáet ono procitálo 

1인칭복수 my citáem my procitáem my procitáli 

2인칭복수 vy citáete vy procitáete vy procitáli 

3인칭복수 oni citájut oni procitájut oni procitáli 

 미완료 명령 완료 명령 

2인칭 citáj! procitáj! 

1인칭복수 citáem! procitáem! 

2인칭복수 citájte! procitáj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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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구문론. 

러시아 구문론에서의 두드러진 화제는 일치(concord, 一致)와 호응(agreement, 呼

應)과 지배 그리고 구문의 유형들 그리고 요소들의 어순이다. 

러시아어의 구문론은 강하게 그것의 형태론에 영향을 입는다. 변화체계는 명사 

구 안에서의 문법적인 관계들을 표시하는 일치를 위한 그리고 주어들과 동사들의 

호응을위한 그리고 동사들과 그것들의 목적어들 사이의 지배를 위한 뚜렸한 수단

을 제공한다. 명사들과 그것들을 수식하는 것들은 수와 성과 격에 있어 일치

(agree in 一致)한다: 

 
  가)velíkij rússkij kompozíto(남성단수주격) ‘great Russian composer’ 
     소유격 velíkogo rússkogo kompozítora ‘of the great Russian composer’ 

 

주어들은 과거아닌 시제에서는 수와 인칭에 있어 그리고 과거시제에서는 수와 

성에 있어 일치한다: 

 
  갸)Kompozítor píset. (3인칭) ‘The composer writers.’ 
  겨)Kompozítor pisál. (남성단수) ‘The composer was writing.’ 

 

동사들은 전치사들과 함께 또는 없이, 목적어들을 지배한다: 

 
  고)Kompozítor píset simfóniju. ‘The composer is writing a symphony.’(목적격단수) 
  교)Kompozítor píset brátu. ‘The composer is writing to his brother.’ (여격 단수) 
  구)Kompozítor vérit v svoj talánt. ‘The composer believies in his talent.’ (전치사+목적격단수) 

 

사격(oblique, 斜格)이 아닐 경우의 수사(Numerals, 數詞)들은 명사들이 ‘하나’와 

그리고 ‘하나’로 끝나는 수들과 수와 성과 격에 있어 일치할 것을, 11을 제외하고

는, 요구한다. 그것들은 둘에서부터 넷까지(마찬가지로 22-24 등, 그러나 12-14는 

아니다)뒤에 그리고 ‘다섯’ 뒤에(15-20, 25-30과 마찬가지로 등 등) 잇따르는 명사

의 단수 소유격을 요구한다. 마찬가지로 형용사들을 주의깊게 관찰하라: 

 
  규a)odná krasívaja dévuska 여성단수주격 여성단수주격 여성단수주격 
      ‘one beautiful girl’ 
  규b)dve krasivyx dévuski  여성복수소유격 소유격단수 ‘two beautiful girls’ 
  규c)pjat’ krasívyx dévusek 소유격복수 소유격복수 소유격복수 ‘five beautiful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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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유형들은 량화사와 한정사와 수사와 형용사와 명사와 형용사 구와 관계사

절을 차례로(in that order) 지니는 보통의 인도-유럽어 패턴에 근하건 명사구를 포

함한다. 형용사 수식어구는 비록 (수사를 제외한) 모든 명사 앞의 수식어구들이 

강조구문들에서는 명사 뒤에 오지만, 보통 명사에 선행한다. 뒤에 위치한 수사들

은 개략적인 수들을 가리킨다: 

 
  그) piat’ studénton ‘five students’ 
     studénton pjat’ ‘about five students’ 

 

확장된 분사구문은 마찬가지로 흔하다: 

 
  기)èta ne vsémi studéntami  procítannaja kníga  ‘this book not read by all the students’ 
     this not by all students   having been read book 

 

동사구들의 주요 구성요소들은 야상과 본동사와 목적어(들)과 부사 수식어구들

이다. 내적인 순서는 명사구에서보다 덜 고정적이다. 

다름과 같은 그러한 개념을 표현할 수 있는 유형의 비인칭구문이 러시아어에게 

전형적이다: 

 
  (a)감각(sensations)들: 
    나)Mne xólodno ‘I am cold’. 문자적으로는 ‘To me is cold.’ 
  (b)책무(Obligation): 
    냐)Mne nádo prijtí. ‘I have to come.’ 
  (c)부정(Negative, 否定)적인 존재: 
    너)Iván zdes’. ‘Ivan is here.’ 
       Ivána(단수소유격) zdes’ net. ‘Ivan is not here’ 

 

불어의 on이나 독일어 man과 같은 일반인칭문장들도 마찬가지로 흔하다: 

 
  (녀)Govorját, cto Ivána zdes’ net. ‘They say that Ivan isn’t here.’ 

 

러시아어의 어순은 명사변화(declension)와 동사변화(conjugation)의 부유한 체계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그것은 화용론의 숙고에 의해서 지배된다: 알려지거

나 주어진 정보는 그 문장의 시작에 위치한다. 새로운 정보가 그 뒤에 놓여지면

서 말이다. Idët dozd’ ‘It is raining’, 문자적으로는 ‘goes rain’과 같은 자동사 문장들은 

규칙적으로 동사 + 주어를 보여준다. [관련된] 가장 큰 정보가 그 문장의 끝 단어

들에 떨어지는 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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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형(inflections)이 주어와 목적어를 표시하기 실패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순

서로 취해진다: 

 
  노)Byité opredeljáet doznánie.  ‘Being determines consciousness.’ 

 

그러나 비록 비 일상적이기는 하지만 이 문장을 ‘의식적으로 규정하고 있

음’(Consciousness determines being)을 의미하도록 하기 위해 강조 억양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후자로 읽도로 보다 더 강요하는 일상적인 길이 있다: 

 
  뇨)Soznánie opredeljáetsja bytiém. 문자적으로 ‘Consciousness is determined by being.’ 

 

접미사 –sja는 형태론적으로 그 동사의 재귀적인 표시자이면서 수동적인 표시자

이다. 

  

 

2-6)단어 형성. 

러시아어 낱말형성은 동일한 어근 또는 어간으로부터 다른 의미론적 부류들의 

파생과 마찬가지로 다른 부류들로부터의 낱말 부류들의 창조를 포함한다—pisát 

‘to write’, pisátel’ ‘writer’: 

 
  누)prijátno ‘pleasant’, neprijánto ‘unpleasant’; vxodít ‘to enter’, vyxodít ‘to exit’ 

 

애칭(Hypocoristics, 愛稱)(축소형)들은 특히 명사와 관련하여, CSR에 아주 흔하

다: 

 
  뉴)ruká ‘hand’, rúcka ‘little hand, dear hand, dear littel hand; pen’ 

 

형용사들과 부사들에 있어서의 비교의 정도들은 분석적이거나 또는 종합적일 

수 있다: 

 
  느)krasívyi ‘beautiful’; krasívee, bólee krasívyi ‘more beautiful’ 

 

형용사의 -ee형은 규칙적으로 단지 술어적인 기능에서만 사용된다는 것이 차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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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Mojá kníga—krasívee. ‘My book (is) more beautiful.’ 

 

bólee를 지닌 형은 모든 종합적인 기능들에서 사용될 수 있다. 

 

2-7)사전. 

러시아의 사전적인 토대는 그원과 기능에 의해서 기술될 수 있다. 어휘는 부분

적으로 독립된 언어로서 러시아어(Russian)가 분리되기 이전의 인도-유럽어와 공통 

슬라브어와 동부 슬라브어로부터 그리고 부분적으로 자국어적이지 않은 재원으로

부터 유래한다. 

외래 요소들은 정치와 문화적 영향의 시기들을 드러낸다: zemcúg ‘pearl’과 같은 

Turkic 낱말들은 Tatar Yoke(13-14세기)시대로부터 그리고 Polish(ry nok ‘market’)는 17

세기로부터 그리고 프랑스어(solidárnost’ ‘solidarity’)와 독일어(abzác ‘paragraph’)는 

18세기와 19세기로부터 그리고 영어(sport, nokáut)는 19세기와 20세기로부터 왔다. 

교회 슬라브어 낱말들이 러시아어 어휘 주요 부분을 형성한다. 교회 슬라브어

가 러시아인들에 의해 글로쓰여진 언어였던 때의 시기로부터 날짜가 매겨지는 그

것들은 그 사전의 추상적인 또는 문화에 관련되는 영역들의 대부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종교적인 어휘를 덮는다. 많은 이런 단어들은 교회 슬라브어에 의해 그

리이스어로부터 본디 차용됐다. 교회 슬라브어 낱말들은 때로 친족 러시아어 낱

말들에 의해 CSR과 병행한다. 그러나 그 둘은  스타일적으로 차이날 것이다: 교

회슬라브어 zláto(poetic, elevated), 러시아어 zóloto ‘gold’를 비교하라. 또는 그 두 단

어들은 교회 슬라브어 낱말이 보통 더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그 내포에 있어 다

를 것이다: 

 

  다)러시아어 molokó ‘milk’, molócnyj ‘made of milk’ (molócnaja kása ‘milk porridge’) 

     교회슬라브어 Mléc nyj Put’ ‘The Milky way’ 

  댜)러시아어 równyj ‘flat, even’,  교회 슬라브어 rávnyj ‘equal, even’. 

 

이런 특색은 마찬가지로 교회슬라브어 ra- 대신의 첫 머리 ro-와 같은 러시아어 

음성학적인 특색에 의해 그리고 pleophony(-la- 대신의 -olo-)에 의해 표시된다. 

번역 차입어구(Calques)들은 새로운 낱말, 특히 명사를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

었다. 예를들어 neboskrëb ‘sky-scraper’, vlijánie ‘influence’, 문자적으로 ‘in-

pouring’(Ger. Einfluss, Fr. influence를 비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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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들의 축약 형식들은 특히 그 혁명 이후로 러시아어의 전형적인 특색이다. 

그것들은 1917년 이후의 새로운 제도들과 사회경제적인 구조들을 수용하기 위해 

사용됐다. ‘Stump compounds’는 보통 여러-낱말 명사 구들의 첫 음절을 취하며, 그

리고 그것들을 한 단어로 연결한다: 그래서 Komsomól ‘Communist League of Youth’

는 Kommunistíceskij Sojú Molodëzi로부터 형성된다. 마찬가지로 vy ssee uc ébnoe 

zavedénie로부터 온 vuz(higher deucation institution)와 같은 그런 머리글자어

(acronyms)와 같은, 예를들어 [es es es er]SSSR ‘USSR’과같은 축약어들도 아주 흔하

다. 그러나 stump compounds와 그리고 vuz처럼 발음할 수 있는 첫머리글자어는 보

통 만약 그것들의 모양이 러시아어 형태론과 조화를 이룬다면 보통 명사처럼 변

화했다. 

최근에 러시아의 가장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영역은 그것의 기술(technical, 奇

術)적인 어휘였다. 서구유럽어들, 특히 영어로부터의 용어들의 주요한 흐름이 있

었다: komp’juter ‘computer’는 병행하는 러시아어 첫머리글자 ÈVG(èlektrónno-

vycislítel’naja masína)대신에 지금 점 점 더 사용되고 있다. dzínsy ‘jeals’와 krossóvki 

‘sneakers’(cf. ‘cross-country’)와 같은 단어들은 국제적인 젊음의 문화와 패션들의 영

향을 보여준다. 

 

2-8)사회언어학(Sociolinguistics). 

동시대의 표준 러시아어는 교양 Moscow 어법에 근거한 현대글로쓰여진 표준어

이다. 그것은 권위적인 사전들과 문법들을 발간한 소련 과학 아카데미 러시아어 

연구소에 의해 규제된다. 중앙집중화된 교육체계와 의사소통 매체는 러시아어의 

모든 화자들 사이에서의 규범을 확장시키는 데에 용기를 북돋아 준다. 

 동부 슬라브어는 그것을 지리학적으로 연속적인 Poland와 Czechoslovakia의 서

부 슬라브어와 분리시키는 불연속성을 가진, 일련의 방언들을 형성한다. Austria와 

Hungary와 Rumania에 의해 동부 슬라브어와 분리된 남부 슬라브어와 어떤 지리적

인 직접 접촉은 있지 않다. 동부 슬라브어 안의 Ukrainian은 Belosussian보다 확실

히 덜 방언사슬의 부분이다. 

러시아어의 부유한 방언지도는 소련 아카데미의 언어지도 안에 작성돼 있다. 

유럽 러시아에서의 러시아 방언은 서부에서의 Belorussian에로의 그리고남서부와 

남부에서의 Ukrainian에로의 전이적인 방언들을 지닌, 밀접하게 얽힌 방언 사슬들

의 전통적인 패턴을 보여준다. 지금 그러한 러시아어는 모든 길을 태평양으로 확

산한다. 그러나 시베리아에서의 어떤 다양함들은 슬라브어가 아닌 지역 언어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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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의 의의있는 사전적인 충돌들을 보여준다. 주요 방언 그룹들의 단순한 분류

는 아래와 같다: 

 

북러시아어: 강세없는 /o/는 []나 [] 보다는오히려 [o]로 발음된다(o kan’e). 부정

형(infinitive, 不定形)은 CSR -c’ (moc) 대신에 -ci (móci)이며, 여격(rukám)은 도구격 

복수(s rukám; cf. CSR rukámi)과 동일하다.  

남러시아어: 강세없는 /o/는 [a] 또는 []로 발음된다(ákan’e). 남부 러시아어

의 많은 특색들은 우크라이나어 방언들에로의 전이적이다.  [g] 또는 []의 두드

러진 /g/의 발음: gorá ‘mountain’[gará]. 

중앙러시아: 모음적으로는 남부러시아(ákan’e)와 비슷하지만, 자음적으로는 북

부 러시아어(/g/=[g])와 더 비슷하다. 이런 방언들은 음성학적보다는 사전적인 항

목들에 의해서 보다 더 구분된다. 

 

러시아어에 있어서의 사회언어적인(Sociolectal) 다양함은 소련에서 부분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계급없는 사회 안에서의 계층적인 언어학적 다양함과 함께하는 이

데올로기적 어려움의 결과로서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가, 1978년에 겨우 사회언어

학에 관한 첫 소련 텍스트가 나타났다. 특별한 경우는 Alexander Solzhenitsyn의 

저술들이 서구에서 발간됐던 특별한 경우는 러시아어의 감옥 은어(slang, 隱語)였

다. 

국제언어로서의 러시아의 역할은 러시아어가 아닌 언어들이 의의있는 그리고 

때로 잔인한 억압에 종속됐을 때의 국제 정치를 통해 강하게 북돋아졌다—비록 

스딸린의 시대 보다 요즈음은 덜 강압적이긴해도 말이다.  매체와 교육과 공산당 

구조와 그리고 적절한 모든 남성들이 19세에서 20세 무렵에 군대봉사를 위해 2 

년을 소비하는 곳인 군대는 언어장벽을 건너가는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의 러시

아어의 역할을 강하게 조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국제언어 움직임은 새

로운 glasnost’정책 하에서 보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진실이다—그것들은 

민족적인 것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Moscow로부터의 독립을 증진시키위한 정

치적 고양에 촛점이 맞추어져있다. 

USSR과 해외에서의 러시아어의 보급은 Moscow로부터 집중적으로 육성된다. 

Rússkij jazy k v s kóle ‘The Russian language in the school’과 Rússkij jazy k za 

rubez óm ‘The Russian language abroad’와 같은 저널들은 자국인과 자국인이아

닌 화자들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교육적인 그리고 교과과정적인 측면들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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룬다. USSR의 공화국에는 러시아어와 러시아어가 아닌 자국언어들 사이의 두 개 

언어사용의 잘 확립된 전통이 있다. 동부 연합의 다른 나라들에서의 러시아어는 

이차적인 교과과정을 통한 그리고 자주 더 이른 첫 외국어로서의 강제적인 학과

과목이다.  

해외 러시아어 공동체들은 특히 영어로-말하는 다수의 인구에서의 언어 유지와 

접촉의 관점으로부터 연구돼왔다. 19세기에 러시아어로 말하는 해외 주요한 공동

체는 Turgenev와 같은 많은 교양있는 러시아인들이 두드러진 기산드을 보냈던 

빠리에 있다. 요즘들어서는 그 주요한 그룹들은 미국과 그리고 작지만 USSR로부

터의 연이은 이주의 주요한 목적지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다. (Roland 

Sussex). 

 

 

3)시베리아어(Siberian Languages). 

...... 이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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