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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러시아어

머 리

남

신

말

명사는 그 의미적 부류에 따라 두 그룹， 즉

‘과정의 특성의 보유

자’를 지칭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나타내는 명사와 ‘추상적인 과정’을 지칭하는
추상명사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구체적 대상올 나타내는 명사의 의미는 두 개

의 의미계열， 즉 대상 분류적인 의미와 관계 분류적 의미의 교차현상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대상 분류적 의미는 명사에 의해 언급되는 대상 또는 현상의 특정부
류에의 소속올 나타낸다1) : 사람 (uchitel ’ 선생)， 동물 (kri와(va 오리)， 구체적인 무
생물적 대상 (tesak 도끼)， 장소 (krasil ’띠a) ，집합적 또는 물질적 개념 둥.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Nomina agentis( 이하 NA로 줄임)-는 러시아어 어
휘체계에서 광범위한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며， 의미적으로도 독톡한 위치를 점한
다. 따라서 이 부류 및 그룹들의 많은 단위들이 특히 단어의 어휘의미적 관정에
서 자주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리하여 한편으로는 개별적인 어휘그룹의 의미적
특성이 표현 (vyrazhe띠e) 의 형식적 수단과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측
면에서

연구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단어의

상이한

어휘의미그룹 Oeksiko

semanticheskaia gruppa) 이 그 체계 내적인 관계의 규명과 언어의 어휘의미 총
위의

단위로서 단어의 분석의 관점에서 의미적으로 고찰되었다2)

그리고 NA의

개별적인 어휘의미그룹을 자료로 하여 어휘체계의 층위적 구조， 개별적인 어휘의
미의 구조， 어휘의 분석에 구성성분분석의 방법의 사용， 이들 명사의 주제적 구

조에

대한 이론들이

최근에

제시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러시아어에서

NA가

하나의 체계로서 완전히 기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톡정 어휘의미그룹， 즉 NA에 속하는 어휘들을 분류하여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소련·동구연구소 대우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임.

1) 관계분류적 의미는 행위에 대한 특정 대상 또는 현상의 관계적 특성에 의해 규정되
는 추상 논리적 범주에의 소속성올 나타낸다. 자세한 것은 조남신， “ Nomina
의 의미구조에 대한 고찰국어국문학연구J， 제 14집(199 1)，

actiorus

203-204쪽 참조.

2) A. S. Belousova, “Imena litsa i ikh sintaksicheskie svoistvo" , v: Slovo i grammaticheskie zakony iazyka. lmia (Moskva, 1978) , pp. 13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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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적인 의미구조와 통사적 특성올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에 근거하여 조어장3)
의 층위 에 서 고찰하고자 한다.

II.

동사와 명사의 의미적 상관성

러시아어에는 사람을 지칭하며，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의

조어유형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이 유형에 속하는 명사들은 ‘사람’올 지칭하는 보편적 의미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의미장， 즉 사람올 지칭하는 하나의 조어장을 형성한다.
이러한 사랍올 지칭하는 조어장， 즉 NA의

한 두드러진 특성으로서

범주적

의미인 ‘행위자 (deiate1 ’)’를 들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어에서 접미사 -ysh를 가
지는 명사를 제외한， 모든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들은 NA로서 사람올 지칭한다.
그리고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들의

이러한

‘행위자 특성’ (Agens-Charakter)은

바로 파생모어로 기능하는 동사에서 비롯된다: “행위자를 나타내는 명사는 본래

동사의 어간으로부터 형성되는 것이며， 형용사나 명사의 어간으로부터 형성되지
않는다 4) ."

결국 NA 의 의미는 동사의 행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행위자를 지칭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 즉 NA는 행위자가 그 행위로 표현될 경우에 조차도 그
모든 의미에 있어서 명사로서 동사와는 구별된다. 명사에 있어서는 행위가 시간
에 따른 과정 으로서 가 아니 라， 현상으로서 , 한 특성 으로서 나타난다. 그리 고 그에
상웅하는 행위자는 이들 명사에서

보통 엄밀한 의미에서

행위자로서가 아니라，

이러한 특성의 소유자로서의 사람올 나타낸다5)
언어 내외적인 이유로 인해 ·행위자’의 의미를 지니는 명사들의 조어 가능성
은 동사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1 ’ shchik를

가지는

명사들은

볼

때

불완료상

크지

않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접미사

동사어간으로부터만

파생되며，

접미사

-ant( -ent), -ator를 가지는 명사들은 외래어 기원의 동사로부터만 파생된다. 현
대

러시아어의

행위자의

의미에서는 접미사 -te1 ’, -shchik를 가지는 명사들이

아주 생산적이다.
그러나 NA에서

이러한 행위자의

의미는 접미사가

te1 ’을 가지는 명사에서

보다 접미사 -shchik, -1 ’ shchik을 가지는 명사에서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3) 이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조남신， “쏘비에트 조어론에
212호 (1 991) ,

대한 고찰한글J， 제

pp. 197-200 참조.
4) O. S. Akhmanova, Ocherki po obshchei i russkoi leksikologii (Moskva, 1957) , s. 132.
5) K. A. Levkovskaia, “ o nekotorykh zakonomemostiiakh razvitiia slovoobrazova
tel'ny념1 tipov proizvodnykh sushchestvitel'ny암1"'， Vestnik, MGU. , No. 2, s.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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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접미사 -tel’올 가지는 명사들은 NA에서 자신의 ‘동사성 (glagol ’ nost ’)’을
잃게 되어 행위자로서는 더 이상 생산척이지 않다: 접미사 -tel ’을 가지는 명사
들에 있어서 동사성의 상실은 결국 사랍을 지칭하는 명사의 생성에 있어서 이
포르만트의 능동성의 소멸로 귀결된다. 접미사 -tel ’로 끝나는 명사들은 개별화
된 의미들올 얻게되어 이 모델의 공통의 범주적 의미로부터 멀어진다6)

파생어는 문법적 단위로서 파생모어와 파생어의 범주간의 상호관계의 결과로
형성된 복잡한 복합체이다. 그래서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에는 범주적 의미인 대
상성 (predmetnost ’)과 과정성 (protsessual 'nost’)이

공존한다. 이러한 파생어들은

문법적 의미들， 동사의 결합적 특성 및 그 어휘적 의미를 각각 다르게 물려받는
다. 이 경우 파생모어와 파생어의 의미적 관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의
미그룹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러시아어에서는 동사에서

파생된，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들을 그 행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 l 참조)
여기에서 능동적 행위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NA를 의미하는데， 이는 다시 외
적인 활동성을 나타내는 명사와 내적인 활동성을 나타내는 명사로 나눌 수 있다.

외적인 활동성을 나타내는 명사는 실제적 활동의 층위에서 사람올 지칭하는， 즉
스스로 행하는 행위에 따른 사람을 나타내며， 그 행위는 구체적이며， 현실의 변

화를 지향한다. 이와는 달리 내적인 활동성올 나타내는 명사는 지적 또는 감정적
활동을 지향하는데， 여기에는 말， 사고， 지각의 주어， 능력， 지각의 주어， 감정， 인

상 둥의 주어로 나타나는 명사들이 관련된다.

〈표 1>

1

행위의 주어

능동적 l 행위자

사람

수동석 행위자

행위꾀 대상
수혜자

붕개자

위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내외적인 능동성의 의미를 지니는 능동적 행위
자， 즉 NA는 능동성을 나타내지 않고， 독자성을 상실한 수동적 행위자， 즉 유사
행위자 (kvaziagens) 에 대비된다. 이 그룹에는 상태， 소유， 존재의 주어로 기능하
는 명사들이 관련된다. 수동성의 특성은 상태의 주어를 행위자보다는 행위의 대

상， 즉 행위의 한 참여자를 의미하는 수혜자에 근접시킨다. 그러나 이 두 부류는

서로 구별된다: 수동성은 단지 피동성만올 전제로 하며 더 넓은 의미를 포함한
다. 반면에 수혜자의 역할은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극도의 수동성을 지시한

6) Ocherki po istoricheskoi grammatike russkogo literatumogo iazyka XlX ι lzmeneniia v
slovoobrazovanii i fom따kh sushchestvitel'nogo i prilagate l'nogo , (Moskva, 1964), 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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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혜자의 영역에는 작용의 대상그룹이 널리 분포되어 었다.

행위의 대상， 즉 수혜자인 사람은 강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겪거나 또는 이
경우 자신의 의지를 나타낸다. 중개자의 의미그룹에서는 수혜자의 의미에 의지표
시의 의미가 중첩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중개자는 행위의 주어인 동시에 대상이

며， 자신이나 타인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다른 사람에 종속되지만 동시에 행
위자이다.

직업에 따른 사람을 지칭하는 대부분의 명사들은 중개자의 기능을 수행한다:

kontrpler, inspektor(tot, kto poslan s tsel ’ iu proverki , kontrolia) , referen t( tot,
kto nakhoditsia v ch ’em -1. rasporiazhenii) 둥.
러시아어의 조어체계에서 행위자의 의미는 수혜자의 의미보다 훨씬 더 광범
위하다. 행위자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특정짓는 모든 조어수단이

사용된다. 반면 수혜자를 나타내는 조어수단은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행위자의
의미와

함께

수혜자의

의미를

-nik, -ysch, -ok , -at, -k(a) ,

동시에
접두사

전달하는 접사들이

pod- ,

있다:

접미사

-ets ,

vy- 둥.

NA의 하위그룹에 속하는 명사들은 의미적으로 기저동사의 의미그룹과 관련
된다7)

그래서 목적에 맞는 활동 (tselesoobraznaia

로부터는

모든

유형의

행위자

명사들이

deiatel' nost’)을 나타내는 동사

생산적으로

파생되며，

관계의

동사

(glagoly otnoscheniia) 로부터는 ‘ NA- 비전문가’， 즉 스스로 수행하는 행위에 따
른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들이 파생된다.
운동의 동사 역시 모든 유형의 행위자 명사들을 파생시키는데， 이 경우 동사
의

동작이

단순히

공간상의

위치변경올 나타내연，

‘ NA- 비전문가’를 지칭하는

명 사들 이

파생 되 고 (ezdit ’ -ezdok ,
stranstvovat' -strannik, putischestvovat ’
-putischestvennik) , 동사의 동작이 직업적인 방향성을 나타내면， ‘ NA- 전문가’
를 지칭하는 명사들이 파생된다 (ob' 'ezzhat ’ -ob' 'ezdchik). 그리고 운동동사와 소
리생성 및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된 동사로부터는 ‘ NA- 특성의 보유자’가 파생
된다 (khodok，

pliasun , guli와m， nytik , vorchun, edok 둥).

Ill. Nomina agentis 으| 의미분석
지금까지의 기술올 통해서 사람올 지칭하는 조어장에

속하는 조어유형들이

‘행위자 특성’ 의 정도에 있어서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그 의미는 동사의 행위
7) 이 에 대 한 좀 더 자세 한 것 은 A. M. Khamidullina, “Otglagol ’ nye 띠lena deiatelia v
sintaksionomasiologicheskom aspekte" , lssledovaniia po sernantike: μksicheskaia
cheskaia semαJtika， (Ufa, 1981), s. 7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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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올 알 수 있다.
이것은 결국 NA의 파생모어로 기능하는 동사의 행위의 특성과 이 행위에 수

반되는 요인들이 NA 의 한 분류기준이 될 수 있옴을 의미한다.

1. 스스로 수행하는 행위애 따른 사람
우선 NA에 대한 동사행위의 역할에 따라서
로 나눌 수 있다8)

이 경우

'NA- 비전문가’

‘ NA- 비전문가’와 ‘ NA- 전문가’

그룹에서 동사의

행위는 행위자에

대해 우연적인 특성올 지니며， 그 직업적 활동과는 무관하다. 첫 번째 그룹에 속

하는 명사들은 행위의 실제성 (Aktualitat) 에 의해 특정지워 진다. 다시 말해서， 이
그룹에 속하는 명사들은 일정한 상황에서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파생모어에

의해

언급되어진

행위를

konkurent， presledovatel ’, uchastnik, rasskazchik,

kupal ’ shchik, khodok , agitator

둥.

Uchastnik---tot, kto prinimaet uchastie v chem- 1.
Kupal ’ shchik---tot, kto kupaetsia.
Presledovatel' ---tot, kto presleduet kogo- , chego- 1.
Karaul ’ shchik---tot, kto karauli t.
위의

예문들올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 그룹에 속하는 명사들의

의미는 그

파생모어로 기능하는 동사의 행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동사의 행위가 이
들 명사에 순수하게 전이된다. 따라서 이 그룹에 속하는 명사들의 의미는 통사적
파생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공식에 의해서 쉽게 포착될 수 있다

tot，

kto sovershaet deistvie , vyrazhennoe v motivirovannoi osnove.
이 그룹에 속하는 명사들에 있어서 행위자의 특성은 직엽을 지칭하는 명사들

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동사의 지시실제적 의미의 영향만을 받는다. 그러나 이러
한 실제적 행위자의 의미는 이 그룹의 명사들에 의해서만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연， 러시아어에서 잘 발달된 명사화된 능동분사가 그러한 행위자의 의미표

현을 위해 능동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2.

직업얘 따른 사람

NA의 두 번째 그룹으로서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 NA- 전문가’，

즉 직업지칭에 속하는 명사들을 들 수 있다. 이 그룹에 속하는 명사들의 의미는

8) A.

M. Khamidullina,

위 의 글，

s. 7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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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모어로 기능하는 동사의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이 행위에 수반되는 여러 요

인들에도 근거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이 그룹의 명사들은 첫 번째 그룹의 명
사들로부터

구별된다. 이

그룹의

명사들에서는 그 수행을 위해서

톡별한 숙련，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 자체에 내재하는 톡수화가 가장 중요한 의미적 특성으로
나타난다
pastu빼，

prepodavatel ’，

pechatnik, letchik, pekar ’,

chistil' shchik, grebets

red와tor，

tkach, shveia,

둥.

Prepodavatel'-Tot, kto zanemaetsia prepodavaniem, prepodaet
chto-l.
Pechatnik-Rabotnik, spetsialist pechatnogo dela, poligraficheskoi promyschlennost’.
Schveia-Zhenshchina, professional, no zanimaiushchaiasia schit ’ em.
Lepschik-Tot, kto zanimaetsia lepkoi; spetsialist po lepnym
rabotam.
이 경우 NA는 파생모어에 언급된 행위를 직접 수행하는 사람을 지칭하는게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

‘일정한 행위 수행능력의 보유자’로서의 사람올 지칭한

다. 따라서 이 그룹에 속하는 명사들의 특성으로서 과정성 (protsesual ’ nost’)의 소
멸올 들 수 있다. 이 그룹에 속하는 명사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
다

chelovek，

professiia kotorogo delat ’ chto-l.

이 그룹에 속하는 명사들에서 행위자 특성은， 위에 인용된 예에서 알 수 있
듯이 항상 하나의 직업적

행위와 관련되며， 그것은 일반적으로 ‘시간적 연장성

(Zei tdehnungscharakter) ’ 에 의해 특정지워진다. 즉， 이 그룹에 속하는 명사틀의
의미는 시간적 연장성과 관련하여 유표적이며， 바로 이 점에 의해서 행위의 실제
성에 의해 특정지워지는 첫 번째 그룹의 명사들과는 서로 구별된다.

이러한 의미적 결합은 모든 행위가 직엽적이고， 지속적이거나 또는 실제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규칙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도 었다9)
칭하는 NA는 그 심층구조에 상의 의미

그러나 직업적 행위를 지

‘항상’， ‘지속적으로’를 가지는 동사들

로부터만 파생된다1이. 그래서 예를 들연， 동사 rabotat’는 그 기저의미에 의미적

구성요소인 ‘항상’， ‘지속적으로’를 포함하며， 이 의미적 구성요소는 표층구조에
서 그 파생어인 rabotnik 에 전이된다.

9) O. P. Ermakova, Leksicheskie macheniia proizvodnykh slov (Moskva, 1984) , s. 104.
10) B. Naumann , Wortbildung in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Tubingen , 1972) , S.
9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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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진 특성에 따른 사랍

통사는 종종 인간의 외형적 특정이나 행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언어 사용자
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러한 외형적인 특정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나타나는 특

성의 특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의 특징은 바로 어휘적 의미에 반영된다.
사람을 지칭하는 일련의 명사들에서는 위의 두 그룹에 속하는 명사들과는 달
리 NA의 의미에
경향 (sklonnost’)이

그 파생모어인 동사의
영향을

미치기도

siden ’, rvach , lzhets , 19un,reva,

행위 자체가 아니라， 행위의

한다

rugatel' ,

truzhe띠k，

특성이나

soglashatel ’,

pl와때’ shchik 둥.

Rugatel'-Tot, kto postoianno rugaetsia, liubit rugat'sia.
Rvach-Tot, kto sσ'emitsia izvlech ’ k와‘ mozhno bol' sche lichnikh
(materi떠’ ny암1 ) vygod v te셈1 ili iny입1 obstoiatel' stvakh.
Reva-Rebenok, kotoryi chasto revet, plachet.
Go vorun-Tot, kto liubit pogovorit'.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그룹에 속하는 명사들에는 행위의 서법적 평
가가 나타난다. 그래서 begun은 ‘달리는 사람 (tot，

kto begaet)’을 의미하는 것이
kto khoroscho begaet) ’을， guliaka 는 ‘산책하기
좋아하는 사람 (tot， kto ‘ liubit guliat') ’ 올， 그리 고 plovets 는 ‘ 수영 힐 수 있는 사
람 (tot， kto UIIeet plavat’ )’ 을 각각 의 미 한다.
아니라， ‘잘 달리는 사람 (tot，

일련의 명사들은 시간적 특성을 부수적 요인으로 수반하기도 한다. 예를 들
면， pl와‘sa는 ‘충분한 이유없이 자주 우는 사람 (tot, kto cbasto , bez
dostatochnoi prichiny plachet) ’ 이며， vorchun은 ‘항상 불평하는 사람 (tot， kto
postoianno vorchit) ’ 을 의 미 한다. 행 위 의 서 법 적 평 가를 나타내 는 NA는 ‘ 잘，
행위에 대한 경향， 좋아하는， 할 수 있는’파 같은 부가적 의미를 수반하며， 시간

적 특성올 나타내는 NA는 ‘자주， 많이， 항상’ 과 같은 부가적 의미를 수반한다.
이 그룹의 NA에는 통사의

행위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의 요인들， 즉 의미적 부

가가 나타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올 지적할 수 있다11):

@ 의미적 부가 ‘잘’: begun (잘 달리는 사람)，
@ 의 미 적 부가 ‘ 행 위 에 대 한 경 향 vrun， 19un, vertun, bre따1Un，
khlopotun , 암lvastun，

11)

여기에

인용된 부가적

(Moskva,

의미의

해석은 Slovar ’ russkogo ia강뼈

v chetyrekh tomakh

1981-1984) 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부가적 의미는 사전에 따라 조금씩 다

를 수도 있다. 또한 여기에 언급된 부가적 의미도 대표적인 경우를 나타낼 뿐 러시아
어에서 나타나는 부가적 의미의 모든 유형을 포함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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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적 부가 ‘자주’: revun，pl와{sa，

@ 의미적 부가 ‘좋아하는’: tantsovshchik, tantsor, gui와m， schatun
govorun, drachun (c hasto) , igrun, pevun
(mnogo) , 따1okhotun，
@ 의 미 적 부가 ‘ 많이 ’ : boltun, vizgun, krikun, lepetun, prygun ,
@ 의 미 적 부가 ‘ 항상’ : kriksa , nytik, rasteriakha, vorchun, popry
gun, svistun (Iiubit) ,
@ 의미적 부가 ‘할 수 있는’ : pliasun, plovets.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드문 경우에는 행위의 서법적 평가와 시간적 특성
이 동시 에 한 단어 에 나타나기 도 한다

drachun， pevun , svistun. 또 한 가지 지

적할 것은 위의 부가적 의미들은 크게 두 그룹， 즉 파생모어에 의해 지칭된 행위

에 대한 경향을 나타내는 행위의 서법적 평가(위의

CD ,

(2), @, (7))를 나타내는

명사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의 특성 보유자， 즉 ‘강도성’에서 유표적인
명사로 나눌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그 두드러진 특성이나 경향에 따른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 파생모어에 의해 언급된 행위의 부정적 특성의 보유자，

@ 파생모어에 의해 언급된 행위에 대한 부정적 경향을 나타내는 사랍，
@ 파생모어에 의해 언급된 행위의 비정상적 특성， 즉 강도성의 보유자
첫번째 의미그룹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특성은 바로 그 파생모어에서

비롯되

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명사들이 속한다12):

-ach
-k(a)

: rvach, tolkach, portach,
: vyskoc빠m， poproschaika, zevaka,
J( a)
: zubrila, lovchila, p어pevala，
-shchik( -chik) : zazhimshchik, 념1alturshchik， podgovorshchik,
sryvshchik, potvorshchik, potatchik, povadchik,
ogovorshcdhik,
-tel ’
: pot와atel ’， ochkovtiratel ’,
-ug(a)
: khapuga,
-un
: 따1apun， schatun, vorchun , vorkotun , treskun.

두번째의

의미그룹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특성은 첫번째

의미그룹에

속하는

명사들 보다는 강하게 나타난다:

12) 여기와 다음에서 인용되는 명사들은 대표적인 경우에 불과할 뿐， 러시아어에서 나타
나는 모든 경우를 다 망라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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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J( a)
-k(a)

: kutila,
: guli외‘a，
-띠k
schkodnik, nasmeschnik,
-shchik( -chik) : ukazchik, podskazchik, pritvorshchik,ssorshchik,
govorun, φltun， ψachun， 암lVastun， forsun , vrun,
-un
potaskun, scheptun, lizun.

세번째

의미그룹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특성은 극히

강해서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와da)

:

rubaka(adminisσativnyi) ，

-en ’

siden ’, lezhen,
: rasteriakha,
-okh(a)
vypivokha,
-shchik( -chik) : otkazchik, kuril ’ shchik, utaishchik, 암lV떠eb
shchik,
-tel ’
: razvlekatel ’,
-un
viz믿m， revun , orun, brezgun, zhrun.
-따l(a)

두드러진 특성에 따른 사람을 지칭하는 그룹에 속하는 명사틀은 지금까지 기
술한 바와 같이 그 파생모어인 동사의 행위나 상태가 계속적인 특성이나 일반적

으로 통용되는 기준보다 더 많은(드문 경우에는 더 적은) 정도로 나타나는 특성
으로 표현될 경우에 평가， 즉 사람의 두드러진 특성이나 경향올 나타낸다. 이 그

룹에 속하는 명사들의 어휘적 의미에는 ‘계속적으로’， 또는 ‘비정상적으로’와 같
은 의소가 폰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그룹에 속하는 NA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해석될 수

있다:

“ chelovek , kotoryi mnogo (c hasto)

delaet chto- I.(Iiubit, sklonen chasto delat ’ chto- J.)"

N. Nomina

agentis 와 부가적 의 미

NA는 사람의 행위， 행동， 활동과 밀접히 연관되연서 자신의 의미에 인간 흔
재의 여러 측면을 반영하며， 상당한 부분이 사람을 지칭할 뿐 아나라， 사람에 대
한 어떤 정보를 주거나 또는 그에

대한 자신의 관계를 표현함으로써 의미적 이

중성을 지닌다. 따라서 NA의 의미분석에

있어서는 분석되는 명사의

어휘적

의

미는 물론， 다른 부가적 의미들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시간적

특성 13) 에

유표적인 그룹에

속하는 명사들은 파생모어인

동사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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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성’ (Intensitat) 에 의해 특징지워 지는데， 다음의 접미사들올 가지는 명사들
이 여기에 속한다:
-암l(a)

-tel'
-shchik(-chik)
-lets
-nik
-ash
-iag(a)
-en(a)
-k(a)
-yg(a)
ok
-sh(a)
-s(a)
-en ’

-0
un
-머’

위의

강도성에

rasteriakha
rugatel ’, mechtatel' , stiazhatel ’,
sporshchik, potatchik,

:
:
:
:
:
:

skit외ets ，

truzhenik, shutnik, nasmeshnik,
torgash,
rabotiaga ,trudiaga,
gulena,
taratorka,
toropyga,
edok,igrok,
krikusha,

:
:
:
:
:

kriksa，pl와‘sa，

siden ’,lezhen ’,
taratora,razmIa,muU1 a,
revun ,shatun ,govorun ,khokhotun,igrun ,pevun ,prygun , svistun, 19u n, bre따lUn， vrun, vertun ,molchun,
vral'.

있어서

유표적인 접미사들 중에서

동시에

직업을 지칭하는

NA의 경우처럼 시간적 연장성에서도 유표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 kriksa ,lezhen.
NA의 한 특성으로서 또한 의미의

‘표현성’ 14) (ekspressivnost’)올 들 수 있

다. 접미사의 이러한 표현적 의미는 어간과 결부되어 있는데， 이 경우 어간이 접

미사의 표현적 의미를 중화시키거나， 또는 접미사가 그러한 의미를 유발한다(비
교

sluzhitel ’， sluzh빼a-rugatel ’). 접미사 -ach의 의미를 기술하면서 비노그라도

프는 이미 오래 전에 표현적 의미에 대한 접미사 및 어간의 역할에 주의를 기울
였다:

13) 여기에서 시간적 특성이란 그 두드러진 특성이나 경향에 따른 사랍올 지칭하는 NA
에서 나타나는 ‘자주， 많이， 항상과 같은 부가적 의미를 가리킨다. 이 시간적 특성을

직업에 따른 사람올 지칭하는 NA에서 언급된 ‘시간적 연장성’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직업지칭의 NA에서 시간적 연장성은 명사의 기저의미에 내포된 부가적 의미로서 이

그룹에 속하는 모든 명사에 나타나는데 반해， 특성에 따른 사람올 지칭하는 NA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특성은 명사의 어휘의미에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부가적 의미이며，
이것은 이 그룹에 속하는 명사의 일부에만 해당된다.
14) 이 개념은 중립적 의미 (neitral'noe znachenie) 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화자의 개인적
특성올 반영한다.

Nomina

HeKOTOp버e

“

C cy빼HKCOM-a셰

CJJOSa

HeSpe Jl(eH g

κIlH

npeCCHBHa Jl

OKpaCKa C0311aëTCJI

HeYS alI< HTeJJbHOCTH:

-ca. OT lleJJb뻐 e CJJOBa

lþeccHOHaJJb뻐MH

agentis의 의 미 구조

,

OTne4aTOK φaMHJJbJl pHOrO

HOC Jl T

꺼。 ca4 ，

CM~CJJOB버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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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pOlla4 , CHOXa4 , pSa4.

3Ta

npe3KC-

B3aHMOlleAcTBHeM OCHOS~ H cyφφHK

06pa30BaHHμe C nOMOlll blO cy빼“ Kca-a 니， Jl BJJ Jl IOTCJI npo-

0603Ha4eHH Jl MH(Cp.

CKpHna4)

H

JJHWeH~

SC Jl KOrO

OTTeHKa

He-

。 llo6 peHJl 15).

위의

인용올 통해서

명사에

있어서

표현적

의미는 접미사에

의해서가 아니

라， 어간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성급한 결론이다.

명사 rugatel ’, lzhets 의 경우에는 접미사가 표현적 의미를 지니는 어간과 결합함
에 도 불구하고

이 러 한 표현 적

의 미 는 나타나지

않는다. 접 미 사 -iag(a} , -un ,

-ach, - ](a) , -ysh를 가지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들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이들 접미사들은 결국 지시실제적 의미 외에 소위 ‘객관적-표현적 의미’를 동시
에 지니는데， 이 경우 감정적 평가는 지시 실제류 자체에 주어지지， 주어에 주어

지지 않는다. 이 객관적-표현적 의미는 시간적 연장성이나 강도성이 부차적 의
미로서 부가되는 접미사 -ach, -un, -](a) 둥과는 달리， 접미사 -ysh 에

있어서

는 주요 의미로서 나타난다.

NA에서 다음의 접미사를 가진 명사들은 표현적 의미룰 수반한다:
rvach( 경멸적 뉴앙스)，

-ach
-un
-en(a)
-ag(a) ,-iag(a)
-J{ a}

:
:
:
:
:

-ysh

: priemysh, vykonnysh,

prygun,

li찌n， 암lokhotun( 경멸적 또는 빈정대는 뉴앙스)，

gulena( 구어척이며 친밀한 뉴앙스)，

brodi aga, deliaga, rab아mga， σudiaga( 친밀한 뉴앙스)，
zubrila, gromila, kutila, vorotila, zavodila, ob"ed머a
(경멸적 의미 수반)，
po바이dysh( 경멸적 또는 애칭적

뉴앙스)，

-ok

:
:
- sh(a)/ -ush(a) :
-ak(a)
:

-띠(ia)

vykonnok,
kaprizulia, zamazulia( 부정 적 평 가)，
k1ikusha, kopusha, vrusha( 부정 적 평 가)，
guliaka, zevaka, kusaka, sluzhaka , voika( 부정 적 또
는 반어적 평가)，

-0
-k(a)

reva, niunia, rasteriacha, rastrepa, mamlia, nadoeda, prolaz , p어liza( 표현적， 평가적 뉴앙스)，
: taratorka, poproshaika,

15) V. V. Vinogradov , Russkii iazyk. Grammaticheskoe uchenie

s. 88.

0

sLove, (Moskva,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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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술을 통해서 표현적 의미는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 몇 개의 조어유형

에서만 나타나며， 시간적 연장성이나 강도성과 같은 다른 특수한 의미들이 상이
한 지시 실제적 의미를 가진 명사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

된 명사들의 지시 실제적 의미와는 무관하다는 것올 알 수 있다.
지금까지 NA의 조어장에서 세 의미그룹올 분석하였다l. 스스로 수행하는

행위에 따른 사람，

2. 직업에 따른 사람， 3. 두드러진 특성에 따른 사람. 여기서

첫 번째 그룹은 지시 실제적 의미만올 지닌다. 따라서 그 의미는 동사의 의미와

관련하여 투명성올 지닌다. 이 그룹에 속하는 명사들은 러시아어에서 다른 두 의
미그룹에 비해 훨씬 생산적이며， 파생어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 반면에 두 번째
와 세 번째 그룹은 한편으론 지시 실제적 의미를 지니며， 다른 한편으론 특수한
의미들을 수반한다. 즉 두 번째 그룹은 시간적 연장성(=시간성)에 의해서， 그리
고 세 번째 그룹은 그 강도성에 의해서 특정지워 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의 세
그룹올 다음과 같이 대비시킬 수 있다:
〈표 2>

=강~----건순전 01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

실제성

시간성

강도성

+
+
+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은 러시아어에서 특수한 의미， 즉 시간성과 강도성

에서

유표적인， NA에

속하는 조어유형은 일반적으로 동일한 조어족에

동일한

특수의미를 지니는 제 2 또는 제 3 의 파생어가 출현할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사실
이다. 다시 말하연， 한 조어족에는 상이한 특수의미를 가지는 명사들만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명사 pevets 와 pevun 이 동일한 조어족에

나타나는

데， 이 경우에 pevets는 시간적 연장성에 의해， 그리고 pevun은 행위의 강도성에
의해 특징지워 진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이 두 명사들은 의미적으로 서로 구별

된다.
또한 이러한 특수한 의미에서 유표적인 명사들은 무표적인， 즉 중화적인 의
미를

지니는

mechtatel' 은

명사들과

명사

상보적인

분포관계에

있다16)

따라서

예를

들면，

명사

*mechtal ’ shchik, ’ mechtar ’, *mechtchik이， 그리고 kochev-

16) O. G. Revzina, Sσ따cturs slovoobrazovatel’nykh polei v... , 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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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ina

띠k은 ‘ kocheach , *kochevun이 동일한 조어족에 나타나는 것을 배제한다. 여기서
병행파생은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금까지 기술한 시간적 연장성， 강도

성， 표현성과 같은 특수한 의미들은 조어장의 총위에서 동의어， 반의어， 어휘의미
그룹， 조어 따라디그마와 같은 통일한 의미적 특성을 지니는 여러 어휘단위들의
의마기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v.
NA는

다른

N omina

문법적

nost’)를 물려받는데， 이

agentis 의 통사적 특성

특성들과

함께

파생모어인

동사의

결합가 (valent

때 결합가는 선태적으로 받아들여져 단지 그 일부만이

실현된다. 이러한 동사 결합가의 선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파생짝을 이
루는 동사와 명사의 개별적 의미， 그 문법적 특성들과 조어구조를 들 수 있다.
실제로

NA에는

주어적 (sub' 'ektnaia) ,

목적어적 (ob' 'ektnaia) ,

상황적 (obstoia

tel'naia) 인 결합가가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동사와 그 파생어인 명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어적 결합가이다.
NA에 포함되는 결합가의 특성은 동사와 명사의 범주적 의미의 혼합， 파생어
의 어휘화 Oeksikalizatsiia) , 그리고 언어 외적인 요인들에 의해 제약된다. 명사에

는 보존된， 그리고 부분적으로 변형된 동사의 결합가와 함께 파생모어로 기능하
는 동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어휘통사적 관계가 나타난다. 동사와 명사의

결합가의 상관관계는 부분적인 중첩이 그 전형으로 나타난다. 명사가 어휘화되면
될수록 파생모어인 동사와의 그 문법적

및어휘적

관계는 약해지는데 17) ， 이것온

특히 명사적 결합가의 수와 특성에서 나타난다.
명사적 결합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동사에서 파생된 어결합의 특징이 되는 목적어적 관계는 NA에서 명사의
대상적 의미의 결과 복잡해진다.

2.

대부분의 경우에 동사들은 절대적으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목적어는 명

사에 있어서 보다는 동사에 있어서 혼히 필수적이다.

3.

동사가 그 결합가의 크지 않은 부분만을 전달하는 상용하는 NA보다 의미

적으로 더

풍부하다18)

결합가들을

가진다19):

예를 들연， 동사 pokupat ’(사다， 사주다)는 다음과 같은
chto( 무엇을)，

komu( 누구에게)，

y kogo( 누구한테)， 버ia

17) 조남신， “‘분할’의 어휘의미그룹에 속하는 동사들의 의미 통사적 특성슬라브학보J，
6권 (1 991) , 151 쪽
18) 그러나 명사 borets에는 그 파생모어인 동사 vorot'sia의 모든 결합가가 전이된다:

vorets za chto; s chem; protiv chego-kago, vo imia chego

둥.

19) P. N. Denisov , V. V. Morokovkin (red.) , Slovar ’ sochetaerrwst ’ slov russkogo iazy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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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go-chego( 누구를 위해서)， kogda( 언처1]) ， gde( 어디서)， s kakoi tsel’ iu( 어떤 목
적으로)， na kakyiu summu( 얼마에)， 없kim obrazom( 어떻게)， k와이어떻게) 둥.
그러나 그 파생어인 pokupatel' (구매자， 고객)은 단지 하나의 결합가만을 실현시
킨다: pokupatel' chego( na chto) , 그리고 드문 경우에는 u kogo.

4. 동사에는 활동체와 비활동체가 포함될 수 있는데， NA는 혼히 그 중 하나
만올 소화시 킨다

issledovatel’

kogo, chto-issledovat ’ chego; vozmutit’ kogo,

chto-vozmutitel' chego.

5. 동사에 직접 목적어나 사격 목적어가 가능할 경우에 명사에서는 흔히 단
지 직접 목적어만 보존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모든 격이 규칙적으로 생격으로
대치된다2이

vdokhnovliat'

na chto-vdokhnobitel'

chego; vladet’ chem

-

vlsdelets chego.

6. 상황적， 그리고 한정적 상황적 관계는 일반적으로 명사에 감춰진 형태로
포함된다. 그런데 이것은 상황적 결합가가 파생모어인 동사에게는 필수적이지 않
다는 사실과 결부된다.

한편 대부분의 파생어들은 잠재적인 의미적 구성요소들올 포함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 특성과 발생의 근원에서 서로 상이하다. 여러 요인들에 의해 제약되
는 이 잠재적 의미요소들은 계열적이거나 개별적이며， 예측 가능하거나 예측 불
가능한 것으로서 그 수는 각 파생어와 그 그룹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NA 의 조어구조에 잠재적인 의미적 구성요소의 폰재 여부에 따라 명

사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잠재적인 의소를 그 의미에 포함하
지 않는 경우로서 이것은 ‘순수한’ 통사적 파생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의미적
투명성은

파생모어

구조의

단순성에

의해

설명되는데，

술어는

열거자

(utochinitel' )없이 나타나고， 행위의 대상은 정해지지 않으며， 행위의 주어는 임의
의 사람을 의미한다:

Uteschitel'-Tot, kto uteschaet.
Gubitel'-Tot, kto gubit kogo-, chto- l.
Navliudatel'-Tot, kto nabliudaet za kem- , chem- l., navliudaet
chto- l.

(Moskva, 1983).
20)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드물게 동사의 격지배와 동일한 격형태가 명사에 의해서도
유지 된 다 torgovets zelen ’ iu; podpischik na kakoe-libo izdanie; rezchik po derevy;
ezdok na velosipede; karatel ’ za soverschennuiu nespravedlivost’. 또 한 가지 지 적

할 것은 특히 동사적 특성을 완전히 보존하는 형동사에서는 동사에서와 동일한 격형
태를 재현하는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cf: zaveduiushchii aptekoi
-direktor magazina, komanduiushchii armiei-komandir polka.

Nomina

agentis 의 의 미 구조

위의 그룹에 속하는 명사들은 조어구조의

관점에서

73
볼 때 동일하다. 그러나

잠재적 의소를 포함하는 파생어들은 구조적 측면에서 뿐 아니라， 의미적 측연에
서도 다양하다. 그래서 잠재적

의소들이

이미

파생모어에 포함되어

있어 NA에

전이될 수 있다:
Str싫야lOvat' ---0 bespechivat ’

ot vozmozhnogo ushcherba putem periovznosov v spetsial ’noe uchrezhdenie.
Sσa암lOvatel'-Litso ili uchrezhdenie , kotoroe strakhyet sebia ili svoe
imushchestvo.
Izdat'-Napechatat’ i vypustit' v svet.
Izdatel'-Tot, kto izdaet proizvedeniia pechati.
dicheski암1

잠재적 의소가 동사와 파생어의 사전적 해석에 들어갈 수도 있다:

Issledovat'-Podvergnut ’ (podvergat ’ ) nauchnomu rassmotreniiu v
tseli와이 poznaniia, vyiasneniia chego- l.
Issledovatel'-Tot, kto zanimaetsia nauchnymi issledovaniiami.
Perebezhat'-Pereiti na storonu protivnika.
Perebezhchik-Voennosluzhashchii, pereschedschii v raspolozhenie
protivnika i sdavschiisia emu.
만약 잠재적

의소들이

파생모어의

파생모어인 동사의 결합적 특성에

의미에

의해서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들은

예측될 수도， 예측되지

않을 수도 있

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동사는 명사와 아주 다양한 의미적 관계에 있다. 반면

에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는 보통 동사의 몇몇 결합가만을 보존한다. 사실 NA는
동사에 의해 직접 파생될 뿐 아니라， 동사에 대해 전형적인 환경에 의해서도 파

생된다. 그래서 잠재적 의소의 폰재는 구체적인 동사의 어휘적 및 통사적 결합성
의 규칙성에 의해 셜명된다.

만약 파생모어인 동사에 의해서 잠재적 의소들이 예측되어 지면， NA는 동사
의 지배 (upravlenie) 를 보존하며 목적어와 밀접히 관련된다:

Vyrazit'-Voplotit' ’ obnaruzhit’ v k.-l. vneschnem proiavlenii(mysl ’, zhelanie i t. d.).
Vyrazitel ’ Tot, kto vyrazhaet k.-l. ideiu , mysl ’, chuvstvo.
이 경우 동사 vyrazit’는 약 40 개 정도의 명사들과 결합할 수 있는데 반해，

명사는 단지 10 여개의 명사들과만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razravotchik( =tot ,
kto razravatyvaet plany , proekty i t. p.) 의 경 우에 는 그 파생 모어 인 동사에 의
해 지배되는 거의 모든 명사들올 지배하는데， 이것은 동사에 포함되어 있는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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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 즉 통사적

특성이

그대로 그

파생어인

명사에

전이되기

(razravotat ’ teoriiu , problemu, vopros , temu , ideiu , metod ,
operatsiiu , plan , proekt "1
파생어에서 동사의 지배적

때문이다

te넙mologiiu，

특성은 필수적이거나 수의적일 수 있으며， 또한

보존되지 않올 수도 있다. 필수적일 경우에 NA는 반드시 목적어와 함께 사용되
어 굳어진 어결합올 이루며， 이 때 특히 통사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verschitel ’

sudeb; razglaschstel ’ tain; popiratel ’ zakonov; gubitel ’ serdets 둥.
수의적 지배의 경우에는 파생어인 NA가 지배되는 단어 없이 사용될 수 있다

(cf. vc잉itel ’ avtobusa-masdúny i v떠itel' vozmutitel' sp아mistviia ; postavshchik
produktsii -postavshchik 둥). 예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지배되는 단어를 수반할 경
우에는 어결합의 의미적 밀착 (semanticheskoe stiazhenie) 현상을 볼 수 있다.
동사의 지배적 특성을 보존하지 않는 명사그룹은 그 구성에서 다양하다. 여
기에 해당되는 NA에서는 목적어가 쉽게 시사되고 복원되기 때문에 목적어를 복
원할 필요가 없다 usinovitel ’ -tot， kto usinivil rebenka; mstitel'-tot, kto mstit
vragu 둥. 이러한 단어들은 혼히 고도의 잠재성을 지니는데， 이것은 이들 명사에

는 동사의 결합적 특성에 의해 동일하게 예측되지 않는 구체적인 목적어가 고정
되어 있기 때문이다.

NA의 의미는 동사의 결합적 특성에 의해서 예측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것
은 NA가 어떤 행위의 수행에

대한 사람의 특성이나 경향， 또는 직업적 소속성

을 지칭할 때 나타난다. 동사의 행위는 이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특성으로
서 사람에 고유할 수 있다:

Tsenitel'-Tot, kto umeet tsenit ’ chto- l.
Mechtatel'-Tot, kto liubit mechtat ’, kto sklonen predavat ’ sia mech떠m.

Nytik-Postoianno chem- l. nedovol ’ nyi , na chto- l. zhaluiushchiisia chelovek.
지금까지의 기술올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스스로 수행하는 행위에 따른 사람

을 지칭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NA는 그 의미에 동사와의 조어적 관련성에 의해
정의되는 과정성， 즉 동사성을 보존하며 목적적한정적 확대소와 규칙적으로 결

합한다. 이 그룹에 속하는 명사들은 상대적으로 필수적인 지배적 특성올 지닌다

gubitel ’ (moi/ schast ’ ia , dusch) , verschitel ’ (sudeb , raspravy) , vyrazitel ’
(vzgliadov , idei , rastroeni i), izoblichitel ’ (mo i/ predatelia, porokov) , oskorbitel'

21):

21)

ikh sintaksicheskie svoistva" , v: Slovo
grammaticheskie zakony iazyka. lmia, (Moskva, 1989) , s. 194-195.
A.

S. Belousova, “Imena lits

agentis의 의미구조

No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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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i/ ottsa) , sozdatel ’ (kartiny, proekta} , borets(za mir, za spravedlivost ’) 둥.
반면에 직업에 따른 사람을 지칭하는 NA나 그 두드러진 특성 또는 경향에

따른 사람올 지칭하는 NA는 수의적인 지배적 특성을 지닌다. 그래서 이 경우
명사들은 결합되는 확대소를 수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NA의
구체적인 결합적 특성은 각 파생어가 지니는 어휘의미의 개별성과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는게 타당하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모든 파생어는

1. 단어세계에 대한 관련성과 2. 현실

세계에 대한 관련성의 이중적 특성 22) 을 지닌다. 전자는 파생모어에 근거하여 파

생어 의미의 근원올 지적하면서

일정한 조어의미를 가진 파생어들에

공통적인

체계적 특성올 지닌다. 반면에 후자는 단어에 어휘적 의미의 개별성올 반영한다.

따라서 파생어의 의미에는 파생모어 및 일정한 조어모텔에 의해 형성된 단어와
의 의미적 관계뿐만 아니라， 언어 외적인 관계도 포함된다. 이러한 이중적 관련

성으로 인해 파생어에 여러 종류의 함축적인 의미적 구성요소가 나타난다.
문장의 구조에서 NA에 속하는 단어들이

어떻게

통사적 특성이 그 분류의 한 기준이 될 수 있다강

기능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즉， 명사가 어떤 의미그룹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문장에서 나타나는 위치가 서로 다를 수 있다. 러시아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는 술어로서 임의의 행위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술어의
기능으로서 명사는 주어의 직업적 행위나 영구적 특성만을 나타낼 수 있으며， 비
직업적인 실제적 행위는 나타낼 수 없다24)

따라서 러시아어 NA에서 직업에 따

른 사람과 그 두드러진 특성에 따른 사람을 지칭하는 의미그룹에 속하는 명사들
은 술어로서 나타날 수 있다. 반연에 실제적 행위에 따른 사람을 나타내는 의미
그룹의 명사들은 러시아어 문장에서 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Dedus빠rn]

dovol' no surovo s없Z외 mne: ... Ia slyshu , chto ty vse
ty pl와‘sa ... Chtob ia ne slykhal 0 tvoikh slezakh. V
drugom laγle 뼈raka pomeshchalas ’ 빠‘amia， a pekarem byl Aφian

암mychesh ’，

22) E. S. Kubri와mva， T，ψ'y iazykovykh

ZIUl chenii. Semantiko proizvodnogo slova (Moskva ,
1981), s. 10.
23) N. D. Atutiunova, Peredlozhenie ego smysl. Logiko-semanticheskie problemy ,
(Moskva, 1976) , s. 150-15 1.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그녀의 “ K problemy
funktsional'nykh tipov leksicheskogo znacheniia" , v: Aspekη semanticheskikh issledovanii (Moskva, 1980) , s. 160-163.

24) Arutiunova는 술어의 명사부분에 나타날 수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1)
형동사의 현재형，

2)

관계 형용사，

3)

비직업적인 실제적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 자세

한 것 은 N. D. Aru tiunova , “ K probleme
funktsion떠’ nykh tipov leksicheskogo
znacheniia" , v: Aspekty semanticheskikh issledovanii (Moskva,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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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itich Linev.

그렇지만 다음의 경우도 성립된다·

*On kupal’shchik.
*On uchastnik.
그러나 실제적 행위에 따른 사람올 지칭하는 명사가 수식어나 술어를 수반할
경우에는 문장에서 술어로 기능할 수 있다:

On uchastnik soveshchanija.
On ne kakoi-nibud’ mel’kii ispolnitel’ chuzhoi , gotovoi mysli.
On sam tvorets i sam ispolnitel' svoi암1 idei.
이 경우 술어의 의미가 변화되어 술어는 실제적 행위자로서 사람올 지칭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거나 또는 평가하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VI.

맺 음 말

지금까지 기술한 바와 같이 NA의 의미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
는 요소는 명사의 의미에 나타나는 행위자의 특성이다. 그런데 이 행위자의 특성

은 바로 파생모어로 기능하는 동사에서 전이된 것으로서 NA 의 의미를 구성하는
주요소가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행위자 특성의 정도에 따라서

러시아어의

NA를 세 개의 의미그룹--실제적 행위에 따른 사람， 직업에 따른 사람， 두드러
진 특성에 따른 사람--으로 나누어 이들 명사의 의미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행위자 특성은 첫 번째 의미그룹의 경우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세 번째
그룹의 경우에는 특성의 보유자가 주개념으로， 그리고 행위자는 부차적인 개념으

로 나타난다.
특히 이들 사이의 의미관계의 기술을 위해 특수의미로서 시간적 연장성과 행

위의 강도성， 표현성을 도입하여 조어장의 충위에서 고찰함으로써， 즉 조어족에
서 단어 파생의

메카니즘과 결부시켜 이 세 그룹들 사이의 의미적 상관성을 깊

이있게 살펴볼 수 있었다.
결국 러시아어 NA의 의미구조를 고찰하는데 있어서 그 파생모어인 동사에서
전이되는 행위자 특성에

근거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적 상관성은 물론，

NA

의 의미적 체계성 및 통사적 특성까지도 아울러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NA의 결합적 특성으로 나타나는 필수성과 수의성， 문장구조에서

나

타나는 그 통사적 특성은 파생모어로 기능하는 동사의 의미와 관련하여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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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KcnpeCCHBHOCTb~ ，

B03HHKaeT

xapaKTepH3y~TC~

BcnenCTBHe

HOCHTeneA , H OTpa*aeT

6b! THR.

3TH CY Ul eCTBHTe Jl bH b! e

B CBoeM
4aCTO

Ha3BaTb nHUO , HO H llnR TorO ,
Bμpa3HTb

K HeMy CBoë

I.j

lle 꺼 CTBRMH ，

3Ha 냐 eHHH

pa3Hμe

Hcnonb3y~Tc~

'1 T06 b!

OT꺼 OlU eHHe.

Toro ,

llaTb 0 HëM

He

oc06eHHOCTb

npHBeneH bI

De~Ten~

KaK HHTeHCHBHOCTb H 3MOUHOHanbHOCTb.

CY Ul eCTBHTenbHWX yCToA4HBO accoUHHpyeTcR C
HX

ceMaHTH4ecKy~

CY Ul ecTBH-

ceMaHTH4eCKO꺼

TO

TaKHe

ceMaHTHKa

DBO 꺼-

naHHWX

nocTynKaMH , nOBelleHHeM
CTOpOHW

'1 enOBe 'l eCKOrO

TonbKO llnR

HeKOTOPY'。

TorO ,

나 T06b!

“H때 opMa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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