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노어에 있어서 관계형용사의 성질화에 對한 小考*

표 상 용 

1. 형용사 분류에 있어서 관계형용사와 성질 형용사1) 

전통적인 노어 형용사의 분류 방법은 성질(Kal{eCTBeH뻐e)형용사와 관계형용사 

(OTHOCHTenbHNe npHnaraTenbHüe)로의 분류로서 , 학교문법 이 나 노어 학 연구에 서 널 

리 사용되고 있는 어휘 의미론적 측면에서의 분류이다. 이러한 구별은 엄밀하게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또 양자간에 전이형상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어 얼마간의 

문제점이 있다는데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지만 그 대안은 아직 제시 

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질형용사란 대상자신에 내재되어 었던 것이 표출되는 대상의 특 

성올 말한다. 그러므로 성질형용사는 그 정도， 즉 대소나 강약이 표현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성질 형용사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그 의미가 사물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 지표를 나타내지 않는다는데 있다: 즉， 성질형용사란 감각기관 

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감지될 수 있거나 또는 그러한 것이 감각에 미치는 결과로 

서 주관속에 생기는 본질이나 본성을 담고 있는 것이지 대상과의 관계속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의미적으로 강약의 표시가 가능하고 또 의식의 직접적 경험으로서 혹은 그것의 

파생적인 결과로서 감지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런 두가지 점을 충족시켜 주는 어휘 란 

구체적으로 크기 (60nbmoR) ， 색깔(KpaCH뻐， cBeTnüR), 맛(cna.aKHR) , 무게(u:<<enüR) ， 

온도(TëßJ뼈)， 대상의 평가(BA*H뼈， CTap뼈)， 정신적인 특질(앤뻐R， CnenOR)의 의미 

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질형용사의 특정이 있기 때문에， 평가의 접미사를 붙여 

그 의 미 의 강약을 더 해 줄 수가 있고(60nbmYDlHαC뻐eBaTüR) ， 추상적 의 미 를 지 

니는 명사를 파생시키고 있다. (nYCToR • nYCTOTa) 

관계형용사는， 성질형용사와는 달리 대상으로 부터 직접 표출되지 못하고 그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러시아 연구소 대우연구비의 지원을 받은 연구임. 
1) 관계형용사의 성질형용사로의 전이현상에 관한 본 논문(논문 1)의 후속논문으로 논문 

2: “동기어의 구상·추상성과 관계형용사 성질화와의 관계 논문 3: “이성론적 지표에 
의한 관계형용사의 성질화에 관한 연구”등이 곧 脫鎬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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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대한 관계나 다른 사물에 대한 관계를 통해 그 지표를 나타내고 있는 형 

용사를 말한다. 즉 관계형용사란 그 단어의 특성이 의미적으로 내포되어 있기는 

하나，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피동기어 (MOTHBHpoBaHHwe cnoBa=관계형용사)를 파생시 

킨 동기어 (MOT뻐HPY10lRHe CnOBa)에 대한 “관련성”을 매개로 하여 표출된다는 것이 

다. 

관계형용사에 속하는 어휘의 의미 영역은 재료·소속·시간·장소·목적의 의미를 

지니거나 나가서는 대상에 대한 명칭 자체가 될 수도 있다üleTcK뼈 Ca.ll, KHH*H8JI 

mKalþ). 성질 형용사와 비교해 볼 때 관계 형용사는 그 강약의 표현이 불가능하고， 

다른 품사로 부터 파생되어 만들어지고 있다. 

〈표 1> 성질 형용사와 관계 형용사의 비교 

종류 
A。게 질 형 용 사 관 계 형 용 사 

구분 

- 양적중감·강약이 있올 수 있다. - 양적증감 혹은 강약올 나타낼 
- 사물의 륙성 혹온 가치 판단플 수 없다. 

의미론 직접적으로 나타낸다. - 어떤 사왈의 다른 사물·상황 
- 반의어가 존재한다. ·수에 대한 관계률 표시한다 

- 반의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의미영역 - 크기·색깔·맛·무게·온도· - 재료·소속·시간·장소· 
사물(사랍)의 륙성 목적 

- 다른 풍사로 부터 직접 파생되지 - 다른품사(명사·동사·수사· 
않는다. 부사)로 부터 파생되어 만들 

조어론 - 동기어로서 추상명사·부사를 어진 파동기어이다. 

형성한다. - 동기어로서의 역할올 수행하 
지 못한다. 

장어미 HOBhlR, ÓOJlbwoR KaNeHHhlR , BeCeHHHR 

단어미 H08 , HOBa, H080 , HOBY 없용 

비교급 HOBee , óoJlee HOBhlR 없읍 

최상급 HOBeRwHR, ca~wR HOBhi꺼 없읍 

평가의 HOBeHbKHR 없음 

접미사 CHHeBaTb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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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계 형 용사의 성 질 화(OKaqeCTBneHHe OTHOCHTenbH~ 

npHnaraTenbH~)어| 관한 연 구의 난점 과 그 의 미 분석 

1. OK에 대한 기존 연구 

59 

관계형용사의 성질화 혹은 관계형용사의 성질형용사로의 전이현상 (이하 OK라 

칭함)은 노어학자들이 용어정의나 어휘목록을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서 분석해 내 

기 어려운 분야이다. 러시아의 언어학자들은 1950년대까지 이 문제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40여년 동안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견해가 피력되고 있 

다. 

A. A. nOTe6H5I는 OK를 수사학의 일종인 은유로 간주하고 그 연구 방법을 접근시 

키고 있고，2) K. c. AKcaK。B는 아〈를 구상성으로부터 추상성으로 전이현상으로 생각하여 
OK를 대상으로부터 직접적 관련성의 이탈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3' 또한 A. M. nemKOBC 

KHfI는 거의 모든 관계형용사가 전이된 의미 즉 성질적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B. B. BHHOrpallOB는 노어학에 관한 총괄서 “PyCCKH때 H3b1K"에서 관계형용사 

의 성질화와 그 결과인 성질형용사의 양적 중가는 노어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이며， (관계)형용사의 의미는 동기어가 되는 명사의 의미에 종속 

되어 있으며 형용사의미의 성질화는 동기어의 함축적의미의 활성화로서， 모든 관 

계형용사에는 성질성이 잠재되어 있어 일련의 성질적 의미로 발전되어질 수 있다 
고 기술하고 있다 5) 

1950년대 이후에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관계형용사의 성질화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되 었다. 그중 A. H. nOTeWKHHa, H. M. lIaH.llCWaH, T. A. ApXaHrenbCKa5l, H. φDOHllY， 

E. M. Ta3HeBa 둥의 논문내용이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A. H. noTewKHHa는 그의 KaHllH 

llaTCKa5I 뻐ccepTaUH5I 논문에서 관계형용사의 성질의미 전개의 규칙성에 관해 처음 

으로 의견을 개진(開陣)하고 있는데， 한 형용사의 표현성(expressiveness)과 관련 

된 다양한 뉘앙스가 이 단어의 다양한 의미로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한다. 그는 처 

음으로 OK를 통기어의 의미범위와， 형용사와 함께 명사구를 이루는 명사의 의미그 

룹과 연관지 어 규명 하고자 했다 6' A. H. nOTeWKHHa의 연구가 실증적 자료를 통한 

것이라면 11. M. J1aHllcwaH은 이론적인 입장에 서서 OK를 은유와 밀접하게 연관지어 

OK의 생성과정을 고찰하고 특히 현대노어와 고대노어에서 OK의 차이점을 밝히고 있다 7' 

2) nOTe6H51 A. A. (1앉생) 특히 64， 65쪽 참조 

3) AKCaI<OB K. C. 특히 110-113쪽 참조. 
4) nellKOBCKHR A. M. 특히 83쪽 참조. 
5) B뻐。rpa.aOB B. B. 특히 157-163쪽 참조. 
6) nOTeMKHHa A. H.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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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OK를 주어진 어떤 맥락(context)에서 한 표현의 내포적(connotative)의미가 

비유적 (figurative)일 경우로 (즉， 은유가 일어날때) 한정해서 생각하고 있다. T. 

A. ApXAHrenbCK8JI는 관계형용사의 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질적 지표를 형태론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단어미형태·비교문형태·추상명사의 파생 둥의 성질형용사 

에 해당되는 문법 카테고리의 발생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H. φ.llo뻐y는 

1950년대 초부터 1980년대까지의 각종 텍스트에서 쓰여지고 있는 성질화된 관계형 

용사를 찾아내서 문헌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OK의 문맥올 통한 문체적 의 

미 (stylistic meaning)에 의존한 의미론적 접근올 시도하고 있으나 산만한 자료를 

집대성하는 단계에 그치고 있다’ 최근에 E. 1>4. TA3HeBA는 부록집을 통한 방대한 자 

료제시와 함께 공시적 차원에서 의미분류를 3가지 측면에서 수행하고있다 10’ r성질 

화된 관계형용사 + 명사」 구문에서 CD 관계형용사를 파생시킨 명사의 의미분류 @ 

성질화된 관계형용사의 의미분류 @ 명사구에서 수식되어지는 명사의 의미분류를 

통계적 측면에서 수행하고 있다. J1. κ nOHeUKHX는 관계형용사를 대상의 구상·추상 

성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고 각종 텍스트에서 구현되어지고 있는 의미전개 과정을 

다루고 있다 111 

이외에도 OK의 형태론적 분석올 한 H. c. nABnoB, 5. H. Het.NeHKO, 의미론적 분석 

을 수행한 H. n. ApyTIOHOBA, H. E. CynHNeHKo, T. C. lenHHA, 형용사의 조어론적 

측면을 조명한 1>4. A. 5AKHHA, E. A. ZeNcKA~ ， 통사론적 측면에서 다룬 )1(. n. 

COK이。BCKA~ ， H. C. KynHKoBA, 문체론적 측면을 다룬 5. A. 5POlICKA~ ， 은유 

(metaphor)와 관련지 어 다룬 H. n. ApyTIOHoBA 동의 논문이 주목할 만하다. 

2. 형용사 분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노어에서 형용사 연구는 명사나 동사에 비해 단순한 문법카테고리를 지니고 있 

어 크게 주목받지 못한 분야이나 이 분야를 접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형용사 분 

류 방법 자체에 커다란 모순이 존재하고 있음올 쉽게 알 수 있다<표 1>에서 

언급된 기준에 의해서는 노어 형용사를 질서정연하게 분류해 낼 수가 없다. 

그 가장 큰 이유는 형용사 분류의 조어론적 측면과 의미론적 측면의 상충이 

다 12) 크기·양올 나타내는 형용사， 이를테면 6onbMoA, BhlCOKHA, lInHHH뼈 동은 성질 

7) J1aHlIcMaH H. M. 참조. 

8) ApXaHreJlbCKU T. A. 참조. 

9) lloHuy H. φ. 참조. 

10) Ta3HeBa E. M. 참조. 

11) lIoHeUKHX J1. J1. (1980) 참조. 
12) 노어형용사 분류의 어려움에 대한 이유를 통시적인 측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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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용사로 취급되나， TpeXMeTp애외， 1JQNOBblR, Be며KOB뻐， ßJlTHeTU뻐k 둥도 크기·양 

을 나타내지만 다른 품사로 부터 파생되었다 하여 조어론에 입각해 관계형용사로 

취급하고 있다. 반대로， 형용사 YLfH뼈， CHRbH뼈 H.aeR뻐n둥은 추상명사로부터 파생 

되었으므로 관계형용사여야 하지만 의미론적 기준에 의해 성질형용사로 간주되고 

있다. 이처럼 노어의 형용사 가운에 적지 않은 양이 조어론적 기준과 의미론적 

기준 양자간의 상충된 결과를 보여주고있다. 현대 노어의 형용사분류에는 크 

게 2가지 방법이 쓰여지고 있으나 13) 어느 것도 위의 문제점은 해결해주지 못 

하고 있다.<표 1>에 기술한 분류들의 기준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H. M. 

DueHOB가 말한대로 형용사의 의미의 “가변성(可變性)"이라는 측면， 즉 - i) 정 

도나 강약의 표현이 가능한가 ii) 가능하다면 부사를 통해 강도나 강약을 다시 
가감시킬수 있는가 iii) 논리적으로 볼 때 반의어의 존재가 가능한가의 - 기준에 

의해 이들이 具現되어지는 경우(=가변성을 띄는 경우)에 r성질형용사」가 되는 것 
이다 14’ 

H. M. DueHoB가 제시한 형용사의미의 “가변성”과 더불어형용사+명사」 형태 

의 명사구가 분석적 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한가도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관계형용사란， 관계형용사를 파생시킨 어간에 의해 표현된 그 대상물이 

에 대해서는 본 논문 2-4장 참조. 

13) 2가지 분류방법은 다용과 같다. (~VCCKaJI rpa뻐하HKa 1. 540-않5쪽) 
1. 

IKa'leCTBeHH뾰 

. n 

14) D8JI<eHoB/ 뺀쁘멜늄(1965) ， 312-316쪽. 



62 러시아연구 체3권 

나 그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내므로， 그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사용한 전치사구문을 통해 재구성이 가능하나 151 성질형용사나 성질화된 

관계형용사는 재구성이 불가능하다. 

CTanbHoß를 예로 들어보자. 관계형용사로 쓰이고 있는 CTanbHoß CnHTOK 

(=cnHTOK H3 CTAnH), CTanbHOß 3aBO.a (=3aBO.a lVUI CTanH, 3aBO.a lVUI npoH3BO.aCTBa 

CTAnH)는 모두 전치사 구문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지만， 성질형용사로 쓰이고 있는 

CTAnbHi>le rna3a(생기없는 눈)， CTAnbH8JI nOJlOca BonrH(연회색의 볼가지대)， CTanbH8JI 

BOJUl(강한의지) 둥의 구문에서는 불가능해진다. “전치사 구문으로의 전환”이라는 

기준이 성립되는 것은 동기어 CTanb의 의미체계에서 외연적 의미만이 하나의 의 

의소(sememe)로 인지되고 내포적 의미 Ontentiona1 meaning)는 아직 잠재되어 있 

는 상태이어서， 피동기어인 OK형용사에서 표출되었던 내포적 의미는 전치사구문 

으로 전환되었을때 (=다시 동기어로 환원되었올때) 원래의 잠재적인 상태로 환원 

되기 때문이다. 

동기어 .aepeB。와 피통기어 .aepeBjiHH뼈를 통해 다시한번 설명해 보자: 

동기어 .aepeBO는나무」라는 외연적 의미만 의의소로 표출되어 있고 나무의 

색깔·모양 ·특성둥은 의의소화 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다. 동기어 .aepeB。로 부터 

파생된 피동기어 .aepeBjiHH뼈는 r나무」와의 관계를 표시하는 관계형용사의 의미일 

때는 전치사구문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aepeBjiHH뼈 l10M•.11 0M H3 .aepeBa) 그러 

나 성질화가 일어나 나무의 색깔·모양·특성 (냉담·무감각·우둔·딱팍함)올 의미하 

는16’ .aepeBjiHH뻐 CTyK pyKH (손으로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 .aepeBjiHHOe MjjCO (딱 

딱한 고기)， .aepeBjiHHOe nHUO (무표정한 얼굴) 둥의 경우는 동기어 자체에는 성질 

형용사가 지닌 의미가 외부로 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떤 전치사를 구사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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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치사 구폼융 흉한 채구성외 예 KaCTOnbKaA nawna: nawna 쁘 CTone, llepe8l1뻐WA llON: 
1I0M H3 lIepesa, ropollCI<얘 TeaTp: TeaTp 를 ropolle (TeaTp ropollA), ceCTpHHA I<OMHATa: 
KOMHaTa y ceCTpμ (I<OMHaTA ceCTphr), nACC8.lICHpCI<HR nOe311: nOe311 띤컨 naCC8.lICHpos, 
YHHsepCHTeT I< aR 6H6nHOTeI<A: 6H6nHoTeI< ~건 YHHsepcHTeTe. 

16) 형용사 lIepeSRHH뼈의 성질화한 의띠는 4가지가 있다. r lIepeSRHHhI+<D -@J 

<D ry5a, pyI<a, Hora, nanbl뻐， HOC •.• 

CZl noc a, nOXOllI<a, lISlÐICeHHR .•• 

CID yJl뼈h16Ka’ B없뻐bI뼈lψpa왔*e하앤H뻐{ 

@C야TyI<κ， CαI<pHnπ’ no。야CTyI<새얘κ‘I<ι’ 3e앤HI…HTO。야I< . 
17) 혹자는 lIepeSRHH뼈와 같은 유형의 성질화된 관계형용사에 있어서도 전치사구문으로 

의 전환이 가능할 수도 있올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형용사 I<aMeHHhlR플 통해 왜 불가능한가를 알아보자I<aMeH뻐R가 성질화 되었을때의 
의미를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연 다음과 같다.r I<aMeH뼈 + <D-(5}J 

φ 단단한， 굳은 CI<yJlhl， 뻐Cl뻐， nRTepHR, nanb뻐， nneu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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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peB$lHHOe \.UICO 추 \.UICO + (y, OT, H3 , llJIJI, no, K, B, ... ) + l1epeBO) 

위의 설명이 이해되었더라도， 동기어에서 내포적 의미가 활성화되어 외부로 표 

출된 경우에도 과연 이러한 기준이 성립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 이 

를 동기어 an와 피동기어 Al1CK뼈를 통해 확인 하도록 하자. 

명사 an는 외연적 의미 A r지옥」과 더불어 공포·혼란·고난·번민·고통 둥을 암 

시해주는 내포적 의미가 활성화되어 외부로 표출되어있다. (= 새로운 의의소 B를 

형성하고 있다18)) 그러므로 일반적인 언어행위에서 Al1는 r지옥」 그 자체에 대한 

지시로 사용되거나 그것의 내포적 의미가 표출된 새로운 의의소를 나타낼 수도 

있다. Al1의 파생형용사 Al1CK뼈는 통기어 Al1로 부터 의의소A와 의의소B 를 전이 

받아 지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의의소A’와 r무서운·지독한·심한·고통스러운」의 

의미를 가지는 의의소B’를 가지게 된다. 이럴경우 성질의 의미를 가지는 의의소 

B’로 부터 형성된 ranCK때 + 명사」 구문에서 어떠한 명사가 오더라도(Al1CK뼈 + 

TPYl1, :teapA, T04HOCTb, XO.nOl1, COCTO$lHHe, t.lyKH, ueHA ••• ) 전치사 구문으로 전환했 

을 때 동일한 의미를 구현시킬 수가 없다. 

(al1CKHe MYKH * MYKH + ( B, Ha, nOl1, OT, K, no, H3, H3-a3 … ) + Al1) 

이처럼형용사 + 명사」로 이루어진 명사구가 전치사를 통한 분석적 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한가 하는 “전치사구문으로의 전환 가능성”이라는 측면은， 성질화된 관 

계형용사를 포함한 모든 형용사에 예외없이 적용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명사구를 통하지 않고 형용사 혹은 형용사구 단독으로는 이러한 기준올 적 

용시킬 수 없으므로 선행적으로 판단해 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구문의 분석 

적 구조(analytical construction)와 종합적 구조(synthetical construction)의 호환 

성올 통해 그 해결정올 찾으려는 시도가 아직 없었다는 것은 의아스러운 일이다. 

@ 냉담한.nHl.\O ， r .nA3A, B30p, 따mA， BHlI, CJlOBA ••• 
@ 확고한， 요지부동의 BOJl$l， BepeHHOCTb, y6ellCeHHe •• , 
@ 툴과 같은 색 깔의 CBeT, nHlIlICAl<A, He60, CBeT 3A Ol<HOM ••• 

@ 소리의 울림이 없는 T뻐HHa， MOJl'laHHe . 

위의 어느하나도， 어떤 전치사에 의해서든 전치사 구문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함올 알 
수 있다. 만약 명사구로의 전환， 즉 l<AMeHHOe J1Hl.\O ~ J1HUO (:t전치사) + l<a.MeHb’구문 
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화자가 (의도적으로)비유적 용법으로 구사한 l<ru.feHb 

의 의미를， 일반화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환유(metonymy)， 제유(synechdoche) , 
은유(metapher) 등의 비유적 표현에 의한 의미(변화)는 처음부터 문맥의 톡정 목표를 
위해 의식적·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무의식적인 과정속에 자연스럽게 인식 

되어질 수 있올 정도의 “보편성”올 가지지 못한다. 
18) 러시아의 주요한 사건들은 빠짐없이 AlI의 내포적의미가 새로운 완전한 의의소를 형 
성하고 있다고 보고 새로운 개별적인 어휘소(Jexeme)로 취급하고 있다. nOHl.\Y H. φ. 

95-9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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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K현상의 동태적 양상 (의미구조의 입체도) 

단어들의 의미변화는 그 자체로 끝없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며 의미론자들이 

어떤 이론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명료하게 규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현재도 

관계형용사의 성질화는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OK 현상은 매우 유동적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특정화자의 특별한 의도로 서술되어질 수도 있고 일정집 

단에서만·일정시기에만·특별한 문맥에서만 통용되어질 수 있다. OK 현상은 의미 

변화의 여러 요인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 즉 OK현상은 어느 한 요인에 의해서 발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2-1에서 살펴보았듯이 매우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은유 

를 위시한 각종 비유적 용법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말과 말하는 이 사이의 주관 

적 관계가 이동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전환(permutation)19)과도 관련이 있고， 일상 

의 담화과정에서 경험론적·이성론적 지표의3)) 유사성올 통해 통일한 단어가 하나 

의 의의소로부터 다른 의의소로 옮겨지므로 이전(transfer)과도 접목시킬 수 있다. 

OK는 꾸멈받는 명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통사론적 

입장에서 동태적으로 파악해야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 

한 작업은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며， 어휘의미론적 측면에서 정태적이고 

단면적으로 취급한다 하더라도 매우 복잡한 양상올 보여주고 있는데， 관계형용사 

:lCene3뻐n가 성질화(OKaqeCTBneHHe)되었을 경우 러시아의 대형 사전들은 어느정도 

까지 그 의미영역올 기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 

<표 2> :lCene3H뼈의 성질화된 의미에 대한 사전적 기술; 

CD CAP: :lCene3H뼈 - UBeTON Ha :lCene30 noxo:ICHR 

(2) cCCP: :lCene3H뼈 UBeT - UBeT Ha :lCene30 noxo:ICHR 

:lCene3H뻐 qenOBeK - qenoBeK He qyBcTBHTenbæ뻐 HnH He pacnono:ICeHH뻐 K 

~o6py H qenOBeK TepnnenHBO nepeHocR.HR, ~meBHWe H TeneCHNe CTp~a 

HHR 

@ πn: :lCene3H뻐 - no~o6H뻐 :lCene3y no KpenOCTH, :lCeCTKOCTH, UBeTy H np. 

HeNHnOCep~HNR ， 6e3.aymHNR ... 

19) 의미론에서 전환(permutation)이라는 말은， 말하는 이가 지시물을 그것이 가지고 있 
는 제 특정 중에서 특징의 것을 주목해서 보는 경우에 발생하는 관념의 변화에서 얻 
어지는 것이다. 

20) 경험론적·이성론적 지표에 관해서는 다음장에서 상세히 기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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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le3H뻐 ~eJlOBeK - CToRKHR, TBëpa뼈 

@ TCY: *eJle3H뼈 - nepeH. C때배뼈 KpenKHR, AOCOJJOTHO 3aOp。빼 /γ 

nepeH. HenpeKJlOHHIiI꺼， TBëPalilR 

@ CO: *eJle3HIiIR - 1. nepeH. CHJlbH뼈， KpenK때， 

2. nepeH. TBëplilR, HenpeKJlOHH뼈， HeOTpA3H뻐암 

@ CE: *e끼e3HIiIR - 1. nepeH. CHJlbH뼈， KpenK째， 

2. nepeH. TBëpblR, HenpeKJlOHH뼈， He 3HAIO빠깨 OTKJlOHeHHR, 

OTCTYnJleHH까. 

(j) ccpn: *eJle3뻐R - / / *eJle3H뼈 l.lBeT，OTπHOK，Cepe6pHCT뼈，CHHeBATo-cep뼈 

1. nepeH. CI찌bH뼈， KpenKHR 

2. nepeH. HenOKOJle6H빼， HenpeKJlOHH뼈， TBëpa뻐 

3. nepeH. *eCTOK뼈， cypoB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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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화된 관계형용사는， 실제 각종 텍스트에서는 당연히 사전에 기술되어 있는 

의미영역의 범위내에서만 구사되고 있지는 않다. 그 의미범위의 轉用은 주로 경 

험론적 영역으로부터 이성론적 영역으로 일어나는데， 다시 *eJle3배n를 통해 관찰 
해 보자 211 

〈표 3> 
@ “강인한， 튼튼한”의 의 미 (75) 예 *eJle3H뻐 pyKH 

CD - 1 “강인한， 건강한 .. (17) 예 *eJle3HOe cepaue, *eJle3H뼈 OpraHH3M 

CD - 2 “차가운， 매서운 .. (8) 예 *eJle3H뼈 BeTep, *eJle3H뼈 CT)'*A 

@ “혼들리지 않는， 확고한， 요지부동의” 의미 (70) 예 *eJle 3 HAJI BO})jj 

@ “준엄한， 가혹한”의 의미 (46) 예 *eJle3HAJI aHCl.lHnJIHHA 

@ “횟빛의， 푸르스름한 회색빛의 .. (3이 예 *eJle3H뼈 UBeT 6opoalil, 

*eJle3HOe nJlAMJI 

@ “(목소리·음성이) 횟소리의， 날카로운， 삐거덕거리는 .. (16) 
예 *eJle3H뼈 3BOH nOJleHbeB, *e끼e3H뼈 1II0poX J1HCTbeB 

@ “(맛이) 신맛이나는， 자극적인 .. (3) 예 *eJle3H뼈 BKyC BOpTy 

21) E.M. Ta3HeBa는 성질화되어 등장하는 껑0종의 텍스트를 찾아 의미분석을 시도했다.CD 
-@은 Ta3HeBa의 관찰결과이다.(괄호안은 둥장 빈도수) Ta3HeBa E. M. c. 1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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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화된 관계형용사는， 형태론적으로는 여전히 관계형용사의 문법카테고리를 

따르지만z’ 의미론적으로는 성질형용사의 의미체계에 편입되므로 Ipa뻐의 “성질형 
용사 의미분석방법”에 적용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zl’ OK형용사 *ene3t빼를 IpaNN의 

22) 성질화된 관계형용사는 성질형용사의 형태론적 문법체계를 따를 수도 있다: 
<D 부사로서 강약·중감올 더해줄 수 있다. • 모든 OK 형용사가 가능 

ex) PyK。빼빼TeJDI npoJlB때t K HY*lI뻐 CTp。메TOnbCTBA 톨쁘맨를 rOCYßapcTBeHHoe H 

napTHRHoe OTHOmeHHe 
@ 비교급·최상급 

(2)-1 3TO ðonee wacaTað삐뼈 npoeKT 

C8.MaJI V lIaPHa! 3allatta CTpal뻐-nOllHJlTb npowwaneHHocTb 

(2)-2 뻐eRI뼈-빠RHee， wacaTað빼-wacaTa뻐ee， cnopTHB뼈-cnopTHBHee 

@ 형용사 단어미 
CerOliHaJlaHHR 6빼COB lIue B CB아tX peBOJlO매{애뻐x npoH3BelleHI해X CJDlaKOW 핸탤헨탠 

@OK의 추상명사화; 흡히 전문학술지에서 판계형용사룹 통기어로 하는 추상명사가 
많이 출현하고 있고 드물게는 저널리즘에도 둥장하고 있다. 

전문용어 OKTaHOBYR ðeH3HH: OKTaBHOCTb ðeH31’Ha 
waCCOBoe JlBneHHe; “aCCOBOCTb JlBneHHJI 
OKTaH -+ OkTaHOBYR -+ OKTaHOBOCTb 

wacca -+ waccoBYR -’ “aCCOBOCTb 

저널리즘 weHJI nOpa3Hna ~eDeBJlHHOCT~ eê mtIlo. 

CerollHJl y*e HHKTO He CONHeBaeTCJI B ~HTeDATVD메IOCTH 3TOkO Bμpucel빼JI. 

위의 φ(î)@@가운데 @이 발생이 가장 빠르고 (2)@@ 는 나중에 일어나며，(D→@→ 
@→(2)-1→(2)-2의 연차적 전개순서로 성질형용사의 문법카테고리를 전수받고 었다. 
이 상 Die russische Sprache der Gegenwart Bd. 2. 270쪽 참조. 

23) 노어형용사의 어휘 의미론적인 분류방법은 
(1) Ip8.MN이 제시한 경험론적 지표와 이성론적 지표에 의한 성질형용사 분류방식 
(Ipa뻐 A. H. O'tepKH no C8WaHTHk8 … ) 
(2) lIoneckich가 체시한 관계형용사의 추상화정도에 따른 방식(.l1oHeQkHX R. R. (1얹30) 
참조) 
(3) 의미론적인 요인， 이를테면 可算性， 활동성， 구상성 둥융 이원론쩍으로 적용시켜 
이 론화한 Nosova의 방식 퉁이 었다. (Nosova 1. K. 참조) 
본 논문에서 이용되고 있는 Ip뼈I의 경험론·인식론 동 철학적인 이론을 토대로 한 

성질형용사 분류방법은 LlOHuY나 Ta3HeBa 풍의 관계형용사 분류에도 종총 용용되고 
있다 mpalollol에 의하면 속성올 나타내는 형용사는 경험론적인 것과 이성론적인 것으 
로 나누어진다. 경험론적 지표에 의한 성질형용사는 철학에서 말하는， 경험올 통해 
서 ↑폼性에게 주어지는 외적 대상에 판한 지각 즉 감각(sensation)올 의미하는 수동적 
인 개념이다. 대상자체에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실재적(實在的) 성질로서 인간 
의식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감지되는 크기·색상·용도·무게·맛·냄새·촉감·모습 풍의 
경험론적 형용사와는 달리， 단어에 따라서는 心的作用에 관한 內部知賞 즉， 反省
(reflection)에 의해서 思考·회의·신념·의지 풍과 같은 내부의 심적활동에 관한 관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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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맞추어 경험론적 지표에 의한 것과 이성론적 지표에 의한 것으로 분리해 

서 다시 정리해 보자. 

〈표 4> 

경험론적 지표: 

CD 시각 - 빛깔·색상: 푸른회색의 *ene3Hwe nOTêNkH 

(ex) *ene3H뻐 U8eT nH.Q:ICaka 

@ 청각: 날카로훈， 찢어지는 듯한 

(ex) *ene3H뼈 .Opox nHCTbe8, *ene3뻐A 380H nOXeHbe8 

@ 촉각: 뺏뺏한， 튼튼한， 차가운 

(ex) *ene3H뻐 대xapb， *ene3HaJI CHna 

@ 후각: 쇠냄새의， 

(ex) *ene3H뼈 3anax kpo8H 

@ 미각: 쇠맛의 

(ex) *ene3H뼈 8kyC CJDOHW, *ene3뻐A 8kyC 80 pTy 

@2중감각 (ex) *ene3HOe He60 {담청색의 청량한 하늘) 

@ 근육의 이완: 강한， 튼튼한 

(cepl1ue, OpraHH3N, Hep8W, *enyl1Ok, 3110po8be) 

이성론적 지표 

@ 강인한， 강한 80JUl， 8Yl1ep*ka, XapakTep, 8epa, U8epeHHOCTb 

@ 냉 담한， 찬 n08el1eHHe ， 3peHH~ 

@ 엄한， 가혹한 pe*HM, .nHCUHnJlHHa 

원래부터 성질형용사에 속해 있는 단어들은 그 의미영역을 분명하게 설정해 놓 

올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감각과 반성의 兩者에 의하여 고통·불만·환회와 같은 관 
념올 가지게 된다. IIp빼이 일걷는 이성론에 입각한 성질형용사란 이러한 내부지각 

에 의 해 감지 되 는 어 휘 틀올 말한다. (mpaJ-IM A. H. ()t{epKH no CeMaHTHKe '" C.lO-46 
참조) 
경험론적인 형용사 (npunaraTeJlbHYe e뻐HPHßHYe): <D 시각(색깔·모양·형상·동작)(2) 
청각(음성)@ 후각(냉새·방향)@ 미각(맛)(5) 촉각(온도·습도·촉감)@ 근육의 
이완(힘의 강약·무게)(J) 共感賞(예: p뼈빼 CHer (시각·촉각)， 3peJ뻐e MOllbl (시각· 
촉각·미각)， rHHJ뻐e JUíJlOKH (시각·후각·미각) 
이성론적인 형용사(npunaraTeJlb뻐e paUHOHaJlbHYe): φ 사랍과 관련된 것(YI-뻐hIß pelíêH 
-OK, 앤ψlaJl yJl에IíKa) (2) 통물과 관련된 것(nopol1HCThIß aeHOK , X뻐HYe 3BepH) @ 대 
상물의 특성과 판련된 것 (CMemaHI뼈 penepTyap, yCT얘'lHBaJI JlOl1ka) @ 감정이입이 일 
어 나는 것 (OTJlH'lHOe HaCTpoeHHe, CHMßaTH'lHhll! ro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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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므로 거의 대부분 위의 여러가지 지표들 가운데 단 하나의 것에만 저촉을 

받는다.찌 그러나 성질화된 관계형용사는 경험론적·이성론적 모든 지표가 다 나타 

날 수가 있어 그 의미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올 보이고 있다. 위에 나 

열된 :ke끼e3뻐R의 지표에 의한 의미분석을 모든 OK형용사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일 

반화해서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이 업체적인 형태가 될 것이다. 

<표 5> 
A) 경험론적 지표: 색깔·크기·모양· 

냄새·무게·온도·촉감) 

(대상자체에 필연적으로 

속해 있는 혈在的 성질) 

B) 이성론적 지표 

(경험적지표가 감각에 미치는 그 결과로서 

주관속에 생기는 파생적 성질) 

「/ / 
외연적 의며 

·l 

ι
 시
 
-----/ 

/ / 
l ’ ’ ’ ’ 
i 
I 
l 

--, 
, 

7 
/ 

강
 미

 
, 이

 「쐐
 

부
 

위의 모형을 부차적 의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단순화시켜 보자. 

24) Mp빼 A.H. OtIepKH no ceMaHTHKe ••• c. 10-26 참조. 
25) 부차적 의미에 의한 성질화라는 것은 미적 표현(3cTeT뻐eCKHe 015pa30BaHHJI), 감성적· 

평가적 어휘(3MOUHOHaJlbHO-OueHO'lHYe CJJOBa), 집약(뻐TeHCHBW)동에 근간올 둔 것인데， 
본 논문에서는 그 대부분이 이성적 지표에 의한 OK에 편입되어 분류되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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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경험론적지표 • 이성론적지표 

내포적 의미 

외연적 의미 

4.0K 현상의 정태적 차원에서의 의미분석 (의미구조의 단면도) 

2-3의 내용과 도표는 성질화된 관계형용사의 의미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의미영역을 상정한 일종의 가상적인 모텔이다. 여기서는 다시 모텔을 평면적으로 

단순화시켜 실제 발생하고 있는 OK를 나타내 보도록 하자. 

“lkeJle3H뼈”라는 단어가 지니고 있는 부차적의미·뉘앙스의 경계를 구획할 수는 

없다. 이는 의미론이 지닌 한계로서， 우리 인간이 지닌 사고체계를 명확히 조명해 

낼 수 없듯이 화자에 따라 또는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부차적 의미를 표출 

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담화과정에서 화자가 “ lkeJle3HOe HeÕO" 혹은 “ lkeJle3Hye apryweHTY"라고 말했다 

하자. 화자가 (1) “*eJle3HOe HeÕO"라고 발화했을 때 “lkeJle3H뼈”의 의미를 청자는 

쉽게 파악할 수 없을 것이고， 관계형용사로서 뿐만 아니라 성질화된 형용사로서 

의 모든 의미를 상정하고 그 가운데 논리적으로 가장 합당한 의미률 선정해서 이 

해할 것이다. 즉 (1)에서 “*eJle3H뼈”는 “색깔( CHHeBATO-Cep뼈)"의 의미로 (2)에서 

는 “확고한(TBep뻐n)"의 의미로 쓰여져 “담청색 하늘” “확고한 논증”의 뜻으로 인 

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화자와 청자간에 의미전달이 정확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26) 지금까지의 설명올 통해 우리는 동기어 “*eJle30"보다 피동기어 “ lkeJl 

e3뻐n"가 훨씬 더 많은 내포적·연상적 의미를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통기어 lkeJle3。상태에서는 외연적 의미(intensional mea띠ng)가 강하게 표출 

되고 내포적 의미( extensional πleaI1Ïng)는 잠재되어 있는데 반해 피동기어 lkeJIe3H뼈 

26) 성질화된 관계형용사의 의미가 작가의 의도와 상황에 맞게 이해되어지는가에 대한 
심리언어학적인 실험들이 있었다. 그 결과는 교육받은 모국어 사용자일지라도 적절 
한 의미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자주 나타났다. 
Ta3HeBa E. M. c. 99-114. KJ빠，leHJ<O ， A. n. c. 52-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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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i ) 단지 외연적 의미로만 나타난 관계형용사의 의의소 ii) (외연적 의미 

보다는) 내포적 의미가 더 강하게 표출되는 성질형용사로서의 의의소 양자간 

에 구별이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동기어 *ene3。에서 잠 

재되어 있던 내포적 의미가 피동기어 *ene3H뻐에서는 외부적으로 표출되어 하나 

의 의의소가 되는 의의소화의 과정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점올 도표로 

나타내 보자. 

〈표 7> 
*ene3。 *ene3 HI>Iß 

~ | A 묘] :풍짧짧01의 활성화) 
~ 

B G): ~t컵홍흉$nl의 활성화) 
( A: 외연적 의미， B: 내포적 의미 ) 

〈표 7>에서 화살표 ( ~)는 어떤 경로를 가지는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4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단어에 따라서는 동기어에서 이미 내포척 의미가 하나의 의의소로 표출되어 있 

는 경우도 많은데 이점과 상관없이 통기어가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경우 i ) 외연 
적 의미의 의의소와 내포적 의미의 의의소가 피동기어 형용사에 모두 전이되는 

형상과 ii) 외연적 의미의 의의소만 전이된 관계형용사로부터 iii ) 다시 단어의 

부차적 의미가 의의소로 나타나는 형상 그리고 ψ) 동기어의 내포적 의미에 대한 

의의소만 피동기어로 전이되는 형상이 있다. i) - iv)를 도표화하고 그 예를 제 

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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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동기어; 명사 

피동기어 i )의 경우 
(형용사) 

ii)의 경우 

iii)의 경우 

iv)의 경우 

의의소(se뾰me) 1 의의소(sememe) 2 

주의미 부차적 의미π 

sememe 1 sememe 2 

sememe 1 

sememe 1 sememe 1 

sememe 2 

2:1) 여기서 부차적 의미라 합은， 중심의미 즉 개엽적·외연적·인식적 의미(의의소 1)로부 
터 주변적의미인 내포적·감상적·주변적 의미 퉁이 활성화되어 표출된 것(의의소 2)을 
말한다. 그러므로 의의소 2는 대부분 의의소 l의 추상화를 통한 것이다. 
i) - ψ)는 실제의 단어의미체계를 단순화시킨 도표이다. 
실제 의미체계의 예: rp껴3b 

sememe 1 
• 

rpJl3eaoß 

sememe 2 
• 

rpJl3Hw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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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표 8에 대한 예 

KOlIIMap 악몽·마귀꿈 l 몽서리치게 하는 것·진저리나는 일 

KOlIIMapHI>IR 

ne-ryx 

neTymHHNR 

apoMaT 

apoMaTHNR 

sememe 1 

(J1 

악몽의 

sememe 1 

수 닭 

sememe 1-1 

on 

수닭의 

sememe 1-1 

향기·방향 

sememe 1 

on 

방향의， 

향기가 있는 

sememe 1 

뚱!IIIeIIIe 2 

Kr1 

진저리나게 싫은， 매우 고통스러운 

sememe 2 

l 수땀는소리 | 싸움꾼 
sememe 1-2 sememe 2 

Kfl 

|수닭우는 소리의， 
날카롭고 째지는 

듯한(소리) 

sememe 1-2 

독특한 분위기·정취 

sememe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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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 

。peJl

。pJlHHNA

73 

독수리 자리(별자리) 

sememe 1 se뾰mIe II sememe m 
× × 

αI ~ a< 

독수리의 매우 강력한 

sememe 1 날카로운，예리한 

독수리 모양의 

sememe 1 ’ 

sememe 1 • 

sememe 1 ’ 

28) 

Jlell 열 g 

sememe 1 

on ~ OK 

Jle.lVlH。까 얼음의 몹시찬， 얼음 
처럼 차가운 

sememe 1 sememe lb 

llbJIBOJl 악 마 

sememe 1 

α1 ~ OK 

.QbJlBOJlbCKHß 악마의 악의적인， 아주 
나쁜의도를 가진 

sememe 1 지독한 

굉장한， 극도의 

S없Jeme 1 ’ 
sememe 1’ 

sememe 1 .. 

28) 관계형용사의 성질화가 일어나는 대부분의 단어는 이 유형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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魔
↓

대리석 

seπ~ 1 
• 

MJ)aMOp 

× 

I (재료 함유 관계) 
on 

대리석의 MJ)aMOPHIDt 

sememe 1 
• 

on 

훌:!IIIeIDe 1 ’ 

seme웰Ie 1’ 

아〈 

(색깔) 대리석처럼 흰， 
대리석처럼 번들거리는 => 

(모양)대리석무늬의， 
대리석모양의 

=> 

대리석의 MPaMOpH뼈 

앉:!IIIeIDe 1 

매우좋은것 
매우 유쾌한 일 

산딸기 NaJlliHa 

풍야회1e 2 

g빠뭘Ie 1 

앙:!IIIeIDe 1’ 

매우 유쾌한， 매우 좋은 

산딸기의 (재료) 산딸기 색깔의， 
=> 검붉은색의 

양웰leIIJe 1 (목소리가)부드러운 

5eI톨me2 
OJ( 

똥meme 1 

NaJlliHOSIDt 

삐
 iv) 

추악·추행 흙 진 rpJl 3b 

sememe 2 sememe 1 
• 

× rpJl 3HIDt 

추악한，불결한，진흙색의 

sememe 2 

29) 유형 ψ)에 분류되는 형용사는 의미론적으로 얘초부터 성질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 
이다. 이는 시작부터 성질의 의미를 가지므로 현대 노어에서 성질형용사로 취급하고 
있다. 



현대노어에 있어서 관계헝용사의 성질화에 혐한 小考 75 

5.0K 현상이 복잡한 통시적 차원에서의 이유 

OK 현상의 통시적인 전개과정은 비교적 질서정연했던 고대노어의 형용사의미체 

계가 무너지고 한가지의 통일한 접미사에 여러가지 의미가 다 이동되는 과정을 

겪었다. 현대노어에서도 가끔 나타나듯이삐 고대노어에서는 대부분의 형용사가 
서로 혼용되지 않고 각자의 영역을 가지고 서로 다른 조어 방식을 통하여 (= 서 
로 다른 형용사 접미사를 통하여) 각자의 의미경계를 비교적 분명히 설정하고 있 

었다. 

〈표 10> 

BKyC 

빼
 鋼빼
 빼 

빼t
 빼t
 뼈
‘
 
뼈t

 

「
|
」
「
|
」

: 교훈적인 (KI1) 
: 교사의 (α1) 

: 맛있는 (KI1) 
: 미각의， 맛에 관계된 (on) 

y 'lHTenb 

이와 더불어 형용사를 파생시키는 형용사 접미사는 각자의 고유의미를 지니고 

있어 한가지 형태가 가질 수 있는 형용사 의미영역은 비교적 좁은 편이었다. 

* -nHB- -，의 경향올 가진( nbCT-HB-뻐， n3-HB=-YA, MHJIOCT-HB-뻐 ) 

-HB- ‘ 

-aT-, -HT-: - 이 충분히 공급된 이 충족된 ( 6opo.a-aT-뻐6or-aT-YA， 

NacT-HT-b/A ) 

-H-, -H’에 관계된(관계형용사 형성접미사)( Bep-H-뼈， Be'l-H-뼈， .aOJtl(

H-뼈 ) 

-OK- : 공간적 인 명 가 ( rny6-oK-HA, BYC-OK-때， .aan-eK-HA ) 

30) rp"3b [ rp"3빼 (추악한): KIl 

rp"3eBoA (진흙의): α1 

E ‘lenoBe'IHR 인간의): 
'1enOBeK '1eJJOBeQeCKHR 인간의， 인간다운): OK, α1， KIl 

'1enoBe'll뻐꺼 : KIl 

(뱀에 속한): 011 

3Me" 3MeAIßIlI: (교활한): KIl 

3MeRcnlll (구불구불한): KIl 

CBHHb" [ C뻐。R (돼지·돼지고기의): 011 

CBHHCKHR (돼지같은， 불결한): K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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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 > - (-K): 성질형용사형성접미사 ( Cnall-K-HR. Y3-K-뼈. T.lIlIC-K-HR. 

ropb-K-HR. CToR-K-HR ) 

-bCK-. -CK-: 집단에의 관계를 지시 ( lICeH-CK-HR. 맨noae'l-eCK-HR. 

Cnaa.llH-CK-뼈 ) 

관계형용사의 성질화가 노어의 중요한 발전과정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은 대부 

분의 성질형용사가 관계형용사로부터 출발하여 “성질화”의 과정올 통한 전개과정 

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당연히 성질형용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단어 

들올 예로 들어 보자. cseTJ뼈: (빛)을 탐구하는， 빛올 비추는) • 밝은 // cna 

llK째: (엿기름)의 맛을 소유하고 있는) • 단맛의 달콤한 // aep뻐R: (믿음)올 

소유하고 있는) • 믿을만한， 옳은 // napH얘: 수중기의， 김이 나는 • 신선하고 

따스한 // 둥의 단어들은 관계형용사로부터 시작된 것이나 단어의 생성초기에 

이미 성질형용사化 된 것이다. 노어는 그후 다양한 접미사를 통해 다른 형태의 

단어들로서 각기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r관계형용사의 성질화」의 경로를 

통해， 통일한 형태로서 다양한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 과정에는 

위에 열거한 형용사들처럼 관계형용사의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고 성질화된 단어 

들도 있고 관계형용사의 의미를 일정부분 지니고 있을 수도 있고， 아직 완전한 

관계형용사로 남아있올 수도 있어 현대 노어에서 단어의 어떤 기준으로도 단언적 

인 구별을 해 낼수가 없올 뿐더러 의미체계의 명확한 분석을 힘들게 하고 있다. 

m. 성질화된 관계형용사의 어휘목록 

l. OK 어휘의 수집 방법 

관계형용사는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화자의 의도에 따라 성질화되어질 수 있 

고 성질화된 형용사의 의미는 lICene30의 예에서 보듯이 화자의 개인적 경험과 인 

식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될 수 었다. 이러한 개별적이고도 무한정한 성질화의 의 

미전개과정과 그 의미영역을 언어학의 체계속으로 끌여들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해야만 한다. 

2-1에서 언급된 이 분야의 기존연구들 가운데 최근의 것으로 Ta3Hesa의 논문 

에서는 1040개의 OK단어들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있고 • .lIoHuy의 논문에서도 약 

5007ß의 단어들을 선보이고 있다 Ta3Hesa의 어휘목록中에 일반의 담화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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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될 정도로 일반적일 것은 350단어정도이고 나머지는 偶困語(occasionalism) 

의 단계에 있는 것들이며， lloHuy 논문의 경우는 아직까지 각종사전에 둥장하지 

않은 OK 어휘를 다양한 텍스트에서 찾아내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므로 常用단계에 

있는 어휘수는 훨씬 더 적올 것이다. 

本 어휘목록은 기존 연구들의， 일상의 담화과정에서 통용되고 있지 않은 어휘 

들을 근간으로 하는 방대한 자료 산정에서 비롯되는 보편성의 결여를 극복하고자 

노어 사용자에게 보편적으로 유통되는 어휘소(lexeme)를 싣고 있는 CO (O:IcerOB) 

사전과 어휘소 선정의 엄정함과 다양한 용례가 돋보이는 K3HI<IOCJI사전 두권을 가 

지고 220단어의 OK를 수집·목록화하고 었다. 

2.0K 어휘목록 

동기어 피동기어(관계헛용사) 성질화된형용사(성질형용사)의 의미 

-통기어를 객률로 하는， 

-동기어를 할율하고 있는， 

-동기어에 소솜된， 

-동기어에 표겐된， 

aTJlaC aTJlacHYß (직물의 일종인 aTJlaC처럼) 매끈하고 광택있는 

all allc l<HR (지옥과 같이) 1. 아주심한 지독한 2. 무서운 
apHCTO l<pU apHCTOl<paTH'{eCl<l뻐 귀족적인， 고상한 

aHreJl aHreJlbCK‘IR (천사처럼) 극히 양전한， 선량한 

ane6aCTp ane6aCTpoBWI (셜화석고와 같은) 색깔의， 모양의 

aJlMa3 aJlMa3t뻐n 1. (금강석과 같이) 반짝이는 2.아주 단단한 

aJIOMHHH꺼 aJIIONHHHeBWI (알루미늄과 같은) 은백색의 

aHTHK aHTH,{HYß 1. 정당한 2. 단정하고 아름다운 
aneJlbCHH aneJlbC‘IHOB'"꺼 오렌지색의 

apMHJI apt.leRCKHR (말， 행동이) 거친， 세련되지 못한 

6poH3a 6POH30Bμn 1. (청동과 같은) 색깔의， 청동색의 

6apxaT 6apxaTt빼 (빌보드처 럼) 부드러운， 상냥한 

6Hcep 6Hcep뻐꺼 (유리구슬처럼) 아주작은 

6y야ya3HJI 6y없ya3H뼈 부르조아적인，사치스러운 

(6y빼ya) 

6paT 6PUCKHR 형제같은， 사이좋은 

6)'Mara 6)'M8.*l머꺼 1. (소리가) 바스락거리는 2. 紙上의， 
(서류로만 조재하여) 실제적 이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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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yCHHKa CipyCHH'IHI빼 훨률나무색의，진홍빛의 

líyTWIl<a líyTWlO'IH뼈 (유리병과 같은) 녹색의 

líyJlaB l<a líyJl4BO'lHbIß 매우작온， 눈꼽만한 

B4Ta BaTHbIß (솜처럼) 1. 잘 웅칙일 수 없는 

2. 뺏뺏하지않은， 부드러운 
ByJll<aH ByJlKaHH'Iec I<HR (화산처럼)활활타오르는，열정적인 

BopolíeR BOPBlíbHH뼈 (참새의 먹이나 행동처럼) 아주적은 

BOpoB BOpoBCI<。꺼 (도둑의 행위처럼) 불법의， 불법적인 

BnOBa BnoBHR (과부처럽) 고독한， 불쌓한 

BOJl BOJlOBHR (황소처럼) 매우튼튼한， 강한 

BOCK BOCKOBOR (밀랍과 같은) 색깔의， 납색의， 창백한 

BaCHJlÈ!K BaCHJlbKOBwR (수레국화와 같은) 색깔의， 하늘색의 

BOJlK BOJltlHR (늑대처럼) 악한， 나쁜 

BHIIH" BHmH!!BwR 버찌색의，암적색의 

*rp"3b rp"3eBOR (진흙과 같이) 추악한 (= rp"3H뼈) 

rHyc rHYCHbIß (파리，모기동의 곤충류틀이 괴롭히는 것과 같이) 

싫은 

rJIHHa rJIHH".뻐n 1. 황갈색의 

2. (점토처럼)박약한， 지속적이지 못한 
ropon roponcKoR 도회풍의 

rpolí rpolíoBOR (죽음과 같이) 조용한 

ronylíb ronylíHHb빼 (비둘기처럼) 온순한 

rpa빼T rp빼HTHblR 검은색의 

rp빼eJlb rp빼eJlbHl빼 (분필， 석필과 같이) 회색의 

rpaHaT rpaHaTOB뼈 (석류와 같이) 검붉은색의 

(rpaHaTH뼈) 

ropox ropoxoBbIß (완두와 같은) 색깔의， 완두빛의 

rpoM rpoMOBoR (소리가) 우뢰와 같은 

reHepan reHepanbCK뻐 중요한， 주된 

nepeBO nepeB"HHI빼 (나무와 같이) 1. 무표정한 2. 둔한， 어리석은 
3 팍딱한 

nHKapb nHl<apCKHR (미개인들처럽) 사람올 피하는， 수줍어 하는 

lI*eHTJlbMeH lI*eHTJlbMeHCKHR 신사적인，예절바른 

m’llJIOMaT nHllJIOMa TH'IeCKJ깨 (행동이) 외교적인， (대인관계가) 능숙한 

neT" neTCKHR 어린이다운 

neMOH neμOHH‘’eCKHR (마귀처럼) 악하면서 억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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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oKOH npoKOHOBCKHA 고대 아테네의 npoKOH처럽) 가혹한， 가차없는 

ßb~Bon ßb~BOnCKHA 악마처럼) 1. 지독한 2. 악의적인 3. 굉장한 
u.y6 따60B뼈 (참나무와 같이) 1. 견고한， 단단한 

2. 거친， 매끄럽지 못한 3. 바보같은， 우둔한 
ßHHaNHT ßHHa뻐THIIIR 다이너마이트처럽) 매우 위태로운， 위험한 

eXHßHa ex뻐뻐R 교활한， 독이 있는 

(ex뻐ia: 半은 사람 半은 뱀인 괴물 신화) 

뼈3Hb 뼈3He뻐뻐 (생명， 생활에 관계된) 위급한， 중대한 

예) 뻐3HeHH때 Bonpoc 사활의 문제 

lkene3。 lkene3H1뻐 1. (철과 같이) 단단한， 강인한 

lkeHa lkeHCKH꺼 여자다운 

lkepe6~Ta lkepe6~t’”‘’ (망아지처 럼) 쾌활하고， 틀푼 

lKeN'lyr lKeN'IY*H1IIR (진주와 같이) 하얀 

3MeA，3Me~ 3 MeHHIIIR (뱀과 같이) 1. 교활한， 약삭빠른 2. 날카로운， 
30noT。 30noTOß 1. 황금빛의 2. (금과 같이) 귀중한 

3. (금과같이) 아름다운 
3epKano 3epKanbHIIIR (거울같이) 투명한 

3Bepb 3 Bepm뻐n (짐숭처럼) 잔인한 (= 3BepCK뼈) 

3e~ 3e~Hoß 흙색의 

H3YMPYß H3YMPY뻐뼈 에머랄드색의 

HrpymKa Hrpyme'fH뼈 (장난감처럼) 작은 

Kpy*eBO Kpy*eBHoA (레이스 같이) 가벼운 

Kanenb KanenbHWI (이슬，이슬방울처럼) 극히적은 

KHpnH'f KHpnH'fHWI 벽돌색의 

KaMeHb KaMeHHWI 1. (돌과같이) 무표정한， 무감각한 2. (돌과갈이) 
단단한 

KH~3b KH~eCKHA 공후다운， 위엄있는 

KyKna KyKonbHWI (인형처럼) 1. 작은 2. 자연스럽지 못한， 인위의 

Kopann KOpannoBIIIR (산호와 같은) 색깔의， 선홍색의 

KJBOKBa KJIOKBeHH뼈 (월률나무) 색깔의， 검붉은색의 

KOIþe K때eßl뻐R 커피색의， 진한 갈색의 

K。빼eTa KoHlþeTHhIA (당과류처럼) 달콤한 

KapTHHa KapTHHHblß 1. (그림처럼) 아름다운 2. (눈에 보이는 듯이) 
생생한， 사실적인 

KpeMHHß Kpe빠iêB뼈 견실한， 강인한 

KpeM KpeMOB뼈 크립색의，연한황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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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llCeB。 Kp)'llCeBHoß (레이스처럼) 1. 가벼운 2. 그물모양의 
3. 환히 들여다 보이는 

KapTOH KapToHHI1Iß (두꺼운 종이로 만든것 처럼) 취약한， 

부서지기 쉬운 

KoneßKa KOnee'lHWI (꼬빼이까와 같이) 사소한，소액의，매우 싼값의 

KOBëp KOBpoBbI찌 융단모양의 

KO!íaJlbT KoCíaJlbTOBblß 코발트색의 

Kap싸IH KaPMIIHHμn 붉은 그림물감색의， 선홍빛의 

Ka!íaK Ka!íaUKHß (선술집과 같이) 거칠고 지저분한 

KycTapb KycnpH뼈 (일처리가) 원시적인， 조잡한 

mlTepaTypa mlTepa TypHhIR 문학성이 있는， 문학적인 

J1HU。 J1HueBoß 거죽， 표연의， 표면적인 

J1ëll J1e.!VlHoß (얼음과 같이) 1. 몹시찬， 냉정한 2. 굳은， 마비된 
J1HCa J1HCHß (여우같이) 교활한， 교묘한 

JIIO!íHTeJJb JIOCí“TeJlbCKHß (열렬히 좋아할 정도로 상품이) 최고급의 

J1eH J1bHJIHOß (亞앓와 같은)색의， 아주 흐린 황색의 

J1HMOH JIHMOHt뻐꺼 레몬 빛의， 담황색의 

ny!íoK ny!ío'lt빼 (그렴， 문학작품의) 솜씨가 서투른， 저속한 

MaclIlTa!í MacIITa!íHI때 대규모의 

MaJJHHa MaπHHOBhIR 1. 딸기색의 2. 유쾌한 3. (음색이) 부드러운 
Mellb MellHblß 구리빛의，구리색의 

Mëll MellOBWI (꿀처럼) 달콤한 

MO])OKO MO])o'It뻐꺼 우유빛의 

MeTa])JI MeTaJlJUI'IeCKHß (금속성의) 소리의， 째지는 듯한 높은 소리의 

MalllHHa MallHHH버R 기계적인 

M03r M03rOBoß 정신적인 

MpaMOp MpaMOpH비때 (대리석과 같은) 1. 색깔의 2. 모양의 
3. 반들거리는 

M)'lICHK μ)'lICHUKHß (농부같이) 거칠은， 무례한 

MaTb MaTepHHCKHß 1. 어머니다운， 모성애가 많은 2. 원래의， 시조의 
MJIaneHeu MJIaneH'IeCKH까 미숙한， 불완전한 

MOrHJIa MOrHJlbHμ“ (무덤과 같이) 정적인， 고요한 

MOHYMeHT MOHYMeHTaJlbHblß 장대한， 당당한 

MaJlaXHT MaJlaXHTOBWI (孔옳石과 같은) 색깔의， 녹색의 

MaK MaKOBbI꺼 (양귀비와 같은) 색의， 홍조를 띈 

MOpKOBb MOpKOBHblR 홍당무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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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3101Ka NY3101KaJlb}뻐꺼 (목소리둥이) 음악적인 

“。J1HHjJ MOJlHHTHWI (번개처럼) 매우빠른 

M030Jlb M030JlbHl>l꺼 (물집， 굳은 살이 생길 정도로) 고생올 하는， 

몹시 어렵게 얻올 수 있는 

MarHHT MarHHTHWI (자석처럼) 마옴이 끌라는， 매력적인 

HeMeu HeMeUKHA (독일인처럼) 꼼꼼한 

Ha fiJDollaTeJlb Ha6JJollaTeJlbCKHA 보고만 있는， 방관적인 

He60 He6eC}빼 아름다운， 매혹적인 

HellOCTaTOK HellOCTaTO'lHWI 가난한， 궁핍한 

HeBloIrOlla He뻐rOllH뼈 불편한 

HepB HepBHWI 신경질적인，동달아하는 

HH마깨 HHIleHCKHA (거지처럼) 보잘것 없는， 형편없는 

HOMHHaJI HOMHHaJlbHWI 이름뿐인， 명의상의 

orOHb OrHeHHI>IA 불타는 듯한， 열혈한 

OJlHBKa OJIHBKOB어R 올리브색의 (암록색) 

OJIHMIIHalla OJIHMII‘IßCKHA 아주태연하고 위엄있는 

。'J10BO OJlOBjJHHWI (주석처럼) 흐렷한， 생기없는 

opraH 。praHH'leCKHR 본능적인 

OprHHaJI 。prHHaJlbHWI 독창적인， 독특한 

OXOTHHK OXOTHH‘’HA (사냥꾼의 이야기에서 처럼) 허구의， 

거짓이 많은 

OTeu OTUOBCKHA (아버지 같은) 마음의， 父情의 

。pän 。pJIHHI>IA (독수리처렴) 1. 강력한 2 날카로운 
3. 독수리 모양의 

。naJI onaJJOB잉꺼 (광물질 오팔) 색의 

orOHb orHeHHWI 1. (눈초리가) 빛나는， 반짝이는 2. 열렬한 
nepJlaNYTp nepJlaNYTpoBI>IA 1. (진주와 같은) 색깔의， 진주빛의 

np}'ll<HHa npY*l’HHIoIA (용수철이 튀어오르듯이) 비약적인 

naCTOpaJIb naCTOpaJIbHIoI꺼 전원적인 

nary6a nary6.뻐n (파멸을 가져올 정도로) 매우 나쁜 

napaJlJleJlb napaJlJleJlbHWI 서로 비슷한， 유사한 

nO)J(ap nO)J(ap}뻐k (불이 난 것처럼) 아주급한，-화급의 

nOKa3 nOKa3HO까 (보여주기 위한) 가식의， 허위의 

nOKa3aTeJlb nOKa3aTeJlbHl>l꺼 (지표가 되는) 교훈， 모범적인 

noJJOc nO]JjJp}뻐꺼 정반대되는 

nOCT nOCTHIoI꺼 (대재기간에 행하는 것처럼) 1. 기름기， 지방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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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2.명랑치 못한， 분위기가 가라앉은 

noxopoHbI noxopoHt뻐n (장례식처럽) 슬픈 

nO'lTeHHe nO'lTeHHbIß 매우 방대한， 치수가 큰 

매때eCCIIOH때 매ocþeCCIIOHaJ\bH뼈 전문적인 

llJIe l'íeß llJIe l'íe꺼CKIIß 천한， 천박한 

neneJl neneJlbHbIß 1iR.色의， 갯빛의 

nepraMeHT nepraMeHTHW (추皮紙처럼) 주륨이 많은 

nyx n앤:OBW 부드러운， 몽실몽실한 

nyCTbllUI nyCTblHHblß 황야와 같은， 황량한 

neCOK neco'ltu빼 모래빛의 

po3a P030BW 1. (장미와 같은) 색깔의， 장미빛의 2. (장미와 
같이) 순결한 3. (장미와 같이) 즐거운， 행복한 

pyKa PY'lHOß 1. (손이 많이 닿아) 길들여진， 익숙해진 

pa.ayra palI앤뻐R 1. (무지개처럼) 희망이 있는 2. 무지개빛의 
pyl'íIlH pyl'íIlHOBW 루비 색깔의 

pbll'ía Pbll'íIlß (생선처럼) 무표정한， 소리가 없는 

pe311Ha pe3HHOBW 1. (고무처럼) 신축성이 있는 2. 이렇게도 저렇 
게도 해석이되는 

pblCb pblCIIß (삼팽이와 같이 눈이) 반짝이는 

p*a p*8.BW 척갈색의， 녹색의 

CMepTb CMepTH퍼까 (죽을 만큼) 매우심한， 터무니 없는 

cnopT cnopTIIBHbIß (복장，스타일 퉁이) 스포티한， 산뭇한 

CTaJ\b CTaJ\btu때 1. (강철같은) 색깔의 2. (강철처럼) 강언한， 
단단한 3. 오래가는， 지구성이 있는 

CMOJla CMOJVI뻐R (타르처럼) 새까만 

cepe l'ípo cepe l'ípJlHHbIß (은과 같은) 1. (빛깔) 은빛의 

2. (음성이) 카랑카랑한 
CHer CHe*H뼈 (눈처럼) 하얀 

caxap caxapt뻐R (설탕처럼) 1. 단 2. 달콤한， 감미로운 
CBIIHbJl CBIIHCKIIß (돼지처럼) 불결한 

CpoK Cpo,{HW (기일이 정해져) 시급한 

cep.aue ceplle'{Hblß 마음으로부터의，진심의 

cepelllfHa cepell씨HHW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것처럼) 

이도저도 아닌， 모호한 

CJJYlI<l'ía CJJYlI<e l'íHblß 보조적인， 부차적인 

co l'íaKa co l'ía'{IIß 매우심한， 참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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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KOJl COKOJIHHWI (매와 같이) 선명하고 아름다운 

COJlb COJlêHI>Iß 1. (소금처럽) 싼， 싼맛이 나는 

2. (행동， 말이) 거칠은 
COCTaB COCTaBHoR 모조의，가짜의 

COK CO'lml꺼 1. 명료한， 밝은 2. 정취가 있는 
CTeKJI。 CTeKJUlHHI>Iß (유리처럼 특색올 가지지 못하고) 생기가 없는 

CTapHK CTapHKOBCKHR 노인다운 

CTapyxa cTapymell때 노파다운 

caTaH caTaHHlIeCKHR (사탄처럼) 흉악한 

CBHHeu CBHHUOBI>Iß 납빛의 

cBêKJla CBeKOJlbHWI 사탕무우와 같은 빛깔의 

cOJlOwa c。πoweHHWI 짚과 같은 색깔의， 밝은 황색의 

CaJJO CaJJbll!Jl꺼 (지방， 수지가 묻어) 더러워진， 추잡한 

CHpeHb CHpeHeBI>Iß 라일락색깔의，보라빛의 

Ta6aK Ta6alll뻐꺼 담배색의，황갈색의 

TeaTp TeaTpaJJbH1때 연극성이 풍부한， 연극적인 

TOBapHIII TOBapH며.eCKHR 우의적인，친선의 

Tonop TonopH버n (도끼로 만든 것처럼) 거친， 조잡한 

TOp*eCTB。 TOp*eCTBeHl빼 (축전올 거행하는 것처럽) 장중한 

1)'NaH 1)'NaHHb때 (안개처 럼) 침울한， 흐릿한 

TeJlêHOK TeJUI‘mR (송아지 막무가내로 뛰놀 듯이) 지나친 

Tpayp Tpaypl뻐까 슬픈， 애처로운 

TeJJ。 TeJJecHWI 살색의，육체적인，형이하학적인，물질적인 

Yllap YllapHWI (타격， 돌격올 가하는 것처럼) 중요한， 긴급한 

yrOJlb yroJlbl뻐R (석탄갖이) 검은색의 

y6HRcTBO y6HRcTBe뻐뼈 살인적인， 극도로 심한 

y60R y60RH뼈 (도살되어질) 막판의， 최후의 

ynop ynopHWI 확고한， 끈질긴 

ypollCaR ypollCaRHhIR 풍요한 

yqeHHK yqeHHlIecKH꺼 (아동들처 럼) 미숙한， 유아적인 

iþHrypa 빼ryp뻐R 옴매가 아름다운， 풍채가 당당한 

iþopwa iþopWaJJbH뼈 형식적인 

iþHaJJKa iþHaJJKOBblR 제비꽃과 같은 색의 

xpyCTaJJb xpyCTaJJbH1때 (크리스탈처럼) 투명한， 영롱한 

XaJJTypa XaJJTypH뼈 적당히 처리하는， 임시로 대강해두는 

xJle6 XJle61뻐n (콕물，빵이 생기는) 유리한， 이익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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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03 .11HH X03 .11ACKHA (주인처렴) 자상한， 정성있는 

xpHCTHaH xpHCTHaHCKHA (기독교도인처럼) 조심하여 소극적인， 

도를 넘지않는 

uapb uapcKHA 호화로운， 멋진 

uepKOBb uepkOBHWA 신앙심이 깊은 

l..lI>II11IëHOK l..lI>II11I.II'ßIA (병아리처럼) 나약한 

~eJlOBeK ~e.πOBe~eCKHA 인간다운， 인정많은 

~aXOTKa ~aXOTO~HhI꺼 (폐병에 걸린것 처럽) 보잘것 없는，빈약한 

mëJlK meJlkoBhIA (비단처럼) 1. 매끈매끈한 

2. (뺏뺏하지않고) 양전한 
3J1aCTHK 3J1aCT~HhIA (합성탄성섬유처럼) 1. 탄력있는， 탄성있는 

2. 안정되지 못한 
3MaJIb 3MaJIeBhIA (에나멜처럼) 맑은 광택이 나는 

3lþHp 3lþHPH뼈 (에테르처럼) 아주가벼운 

.IIcTpe6 .IIcTpe6HWA 1. 매같은 모양의 -갈구리 모양의 2.매같은 

특성의 -잡아먹을 것같은 

IV.oK 어휘목록 분석 

1. OK 어휘목록의 분류 

여러가지 장애요인들 - 이를테면 상황과 문맥에 따라 화자의 의도에 의해서 어 

떤 경험적·이성적 지표도 표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실제로 감각적· 

이성적으로 인식하게 될 때에 순수하게 특정한 감각하나만올 통하는 경우보다는 

두가지 이상의 감각이 함께 하는 공감각적 지표가 발생하는 경우와 경험론적 지 

표와 이성론적 지표가 결합하여 작용하는 경우 둥이 많다는 점 둥에도 불구하고 

위에 열거한 어휘목록올 가장 강하게 연관성올 맺고 있는 부분에 편입시켜 

뻐P뻐M의 방법에 의해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경험론적 지표: 

시각 

(1) 색상·광태·무늬 

aTJlaCH뻐*， aJIe6aCTpoB뻐*， aJIMa3뻐꺼*， aJDOMHHHeB뼈， 'aHTH~H뼈*， aneJlbCHHOB뼈， 

6poH30B뼈， 6pyCHH~H뼈， 6yThIJIO~뻐때， BOCkOB얘， BaCHJlbkOB뻐， BHmHëBhlA, rJlHH.IIH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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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빼HT뻐ß， rp빼eJlb뻐ß， rpaHaTOB뻐， rOpoXOBYß, :lCeN'{y빼뼈， 30JlOTOß*, 3epKaJIbH뼈， 

3eMJ1JlHOß, H3)'l쩌pym뻐ß， HrPYJIet빠빼， KHPJ1HtÐih빼， KOpa.1l1lO없패， IUJOK-BeHt빠ß， Kocþefll뻐ß， 

KapTHHH뻐*， KpeMOBYß, Kpy*eBHOß* , K06aJIbTOBYß, KapMHHI뻐ß J1bHJlHOß, J11뻐OHHYß， 

MaJIHHOBY꺼*， MOJlOqH찌꺼， MpaMOpHYß*, M삐laXHTOBYß， MaKOBYß, MOpKOBHI뼈， OJIHBKOBYß, 

OJlOBJlHH뻐*， onanoB뼈， OrHeHH뼈*， npeJlaMYTpoB뼈， nene-J1bH뼈， neCOqH뼈， po30B뼈， 

PIUlYlkl뼈*， py6J，버OB뼈， pYc Hß, 야aBYß， CT윈lbHl빼*， CMOJIJII빼， cepe6pJlHt빼*， CHe:ICI빼， 

COqHYß*, CTeKJIJIH뻐ß， CBHHUOB뼈， CBeKOJlbHYß COJlOMeHH뼈， CHpeHeB뼈， Ta6aqH뻐， 

TYMaH뻐ß， TeJleCH뼈*， yroJlbHl빼， IþHaJIKOB뼈， XpyCTaJIbH뼈， 3MaJIeBYß. 

(2) 모양， 통작， 형상. 
aJIe6aCTpoBYß*, 6HCepHYß, 6YJlaBOqHYß, BaTHYß*, BYKaHHqeCKHß*, BOPB6bHI뻐ß， 

KaneJlbH뻐 KyKOJlb뻐ß* ， Kpy*eBHOß*, KOBPOBYß, MaCmTa6H뼈 MpaMOpH뼈*， 

MOHYMeHTaJIb뻐ß， MOJlHHß뻐까 OpJlHH뼈*， nOqTeHH뼈 nepraMeHTH뼈 cnopHTBH뼈， 

JlcTpe6HY때*. 

촉각aJIMa3H뼈*， 6apXaT빼 BaT뻐ß*， rJlHHJI뻐때*， JlepeBJlHH뼈*， JlY60BYß*, 

:lCeJle3뻐ß*， Kpy*eBHOß, KaMeHH뻐*， KapTOHH뼈J1eJlJlHoß* ， nyxOB뼈 CT때b뻐때*， 

meJlKOBYß*. (5) 
청 각 6YMa:ICH뼈*， rpo60Boß, rpoMOBOß, MaJIHHOBYß*, MeTaJIJlHqeCKHß, MOrHJIbH뼈 

MY3YKaJIb뻐ß， pY6Hß*, cepe6pJlHH뻐*. (9) 

미 각 KO빼eTH뻐*， MeJlOB뼈， caxapHYß* , COJleH뼈*. (4) 

후각 3빼pH뼈 (1) 

인식론적 지표: 

aJICKHß, apcToKpaTHqeCKHß, aHreJlbCK째 aHTH반뻐ß* ， apMeßCKI깨， 6yp*ya3H뼈， 

6paTCK뼈 6YMa:IC뻐ß* ， ByKaHHqeCKH때*， BOpoBCKI깨 BnPBHß ， BOJlOBHß, BOJlql때， 

KpJl3eBoß, rHYcHYß, ropoJlCKoß, rony6HHYß, reHepaJlbCKHß, JlepeBJlHHYß*, JlHKapCKHß, 

lI*HeHT J1bMeHCKI때JlHnJlOMaTHqeCKHß， JleTCKHß, JleMOHHqeCKHß, JIpoKOHOBCKHß 

JlbJlBOJlCK때， JlY60B뼈*， JlHHa싸fTH뼈 eXHJlH뼈:lCH3He뻐뼈:lCeJle3H뼈*， :lCeHCK때， 

:lCepe6J1qH때 3MeHHYß ， 30JlOTO때*， 3 BepHHYß, KaMeHHYß* , KHJI:lCeCKHß, KyKOJlbHY꺼*， 

KO빼eTH뻐*， KapTHHH뻐*， KpeMHêBYß, KOpeeqH뼈 Ka6aUKHß， KycTapH뼈， 

J1HTepaTypHYß, J1HueBOß, J1e JlJlHOß* , J1HCHß, ~6HTeJlbCKHß， ny60qHYß, MaJIHHOBYA* , 

MamHHI뻐ß ， M03rOBOß, MY:ICHUKHß, MaTepHHCKHß, MJI0JleHqeCKHß, M030JlbHYß, MarHHTHYß, 

HeMeUK때 Ha6~JlaTeJlbCKHß， He6eCH뼈 HeJlOCTaTOqH뼈 HeByrOJlH뼈 HepBH뼈， 

H뻐eHCKI때 HOMHHaJIbH뼈， OJIHMpH때CKH꺼， OJlOBJlHH뼈*， OpraHHqeCKI때， OprHHaJlbH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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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THHl{뼈， OTUOBCKHA, OpnHH뼈*， OrHeHH뼈*， npy엄iHt빼， naCTOp때b뻐때， nary6H뼈， 

napannenbH~A， nO*apH~때 nOKa3HoA， nOKa3aTenb~A， nongp~A， nOCTHμA ， 

noxopoHH뼈 nI빼eCCHOH떼bH~A， nne6eAcKHA, nycT~HH뼈P030B~A*， P앤HoA， 

pallY*t뻐A*， P외61깨*， pe3HHOB~때 CNepT~A ， CTMbt뻐A* ， caxap~A* ， CBHHCKHA, 

Cpol{~， Cep.ael{H~， Cepel1HH~A， c~e6~A， C06al{H꺼 COKonHH~A， COnêH~*， 

COCTaBHoA, COl{H~*， CTapHKOBCK써l， cTapyme\뻐까 CaTaHHl{eCKHA， CMb~A， 

TeaTpanb뻐때 TOBap때eCKHA ， TOnOpH뼈 Top*eCTBeHH뼈 Tengl{HA ， TpaypH뼈， 

TeneCH뻐*， y.aapH뼈， y6HAcTBeHH뼈， y60AH뼈， ynOpH뻐， ypo*aAH~A， y l{eHHl{eCKHA, 

"lHrypH~A ， φ。pNanbH~A ， xanTypH~A ， Xne6H~， x03~AcK빠t ， XpHCTHaHCKHA, uapCKHA 

uepKOBH~A， U찌ßngl{H때l{enOBel{eCKHA ， l{aXOTOl{H~A， menKOB~A* ， 3naCTHl{H~A ， 

~cTpe6H~A* 

2. 통계적 분석 

본 논문의， 보편적인 常用국면에 있는 cl<분석과， 노어에서 우연어( occasionalism)라 

는 OK 과정 의 초기 단계에 있는 단어를 근간으로 하여 분석 한 Ta3HeBa의 논문올 

필자가 다시 통계적으로 집계한 결과를 비교해 보자. 

<표 10> 

Ta3HeBa의 분석(A) 본 논문의 분석(B) 

경험론적 지표 737 117 
1 

1. 시 각 (φ + (2)) 437 88 
CD 색태·광·택·무늬 289 69 

@청형 모양·동작 148 19 
2. 각 86 9 
3. 촉 각 48 15 
4. 후 각 25 l 
5. 미 각 13 4 
6. 다감각적 지표 128 

이성론적 지표 303 137‘ 

)*: 본 논문의 경험론적 지표內의 다감각적 지표 및 경험론적 지표와 이 

성론적지표 양자에 모두 해당되는 어휘는 각각의 항목에 넣어서 계 

산되 었으며 분류목록에 해당단어의 우측상단에 ‘로서 표시 

**. 경험론적 지표와 이성론적 지표 모두에 해당되는 어휘도 포함된 숫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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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 10>으로부터 우리가 우선 피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첫째 兩者간의 분석방법의 차이를 감안한다변 (A)와 (B)는 각 지표에 의한 점 

유율이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상용단계에 있는 220단어의 분석과 노어 

전체 어휘에서 OK가 발생되었던 어휘의 총계가 유사한 수치로 나타난다는 것은 

한 언어에서 잠재적 의미가 표출되어 이미 의의소化가 되어 일반 담화과정에서 

통용되는 어휘들의 의미체계와， 표출되지 않고 가능성만으로 내재되어 있는 의미 

체계가 다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말하자면 단어의 의미론적 연구는 매우 복잡 

·다양하지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표출되어 있는 (늑 사전에 어휘소로 

유입되어 있는)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을 시도한다 할지라도 커다란 오차를 발생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 사실은 의미론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둘째 (A)와 (B)는 공히， 경험론적 지표 가운데 시각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청각·촉각， 가장 적게 OK가 일어나는 것은 미각·후각에 의한 것이다. 

E권 > 현휠똥휠 > 펀굉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은 후속논문에서 다루도록 하자. 

위의 분류는 이외에도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내용 

이 홍미를 끌고 있다: 

3.0K현상과 활동체차테고리와의 연관성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보였던 OK의 의미영역도 일정한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 

노어문법의 핵심적인 역할올 수행하고 있는 활동체·비활동체카테고리(J<ATerOpHJI 

OJlYllleBJleHHOC깨 HJlH HeonyceBJleHHOCTH)가 OK의 의미분석에서도 중요한 역할올 수 

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휘목록의 분류를 주의깊게 관찰해 보면 경험론적 지표 

에 의한 성질화는 비활동체에 이성론적 지표에 의한 성질화는 활통체 범주내에 

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올 알 수 있다. 동기어가 인간이나 동물 자체에 대한 명 

칭 혹은 그 부분에 대한 명칭일때는 이성론적 지표에 관한 성질화가 발생하고， 

동기어가 비활동체로서 식물이나 自然塵에 대한 명칭이변 경험론적 지표에 의한 

성질화가 발생되고 있다. 즉， 관계형용사의 성질화는 @ 외적대상의 색·소리·맛· 

크기·형태·조직·견고성 및 운동(또는 정지) 둥에 대해서는 (= 대상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소가 필연적·항구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자연塵의 광물질이나 식물 둥을 통해 (= 實在的 성질을 통해) 외적대상의 

감각적 성질을 부여하고 있으며 @ 내부의 심적 활동이 수반되는 (= 주관적 의 

지가 작용하는) 지각·사고·회의·고통·신념·환회 둥에 대해서는 이러한 요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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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인간들이나 동물올 통해 대상의 속성올 其現하고 있다. 

〈표 11> 
명사 

동기어 

동기어의 의미 성질화의 지표 

활 동 체 「 인간 및 그 부속물·집단 - 이성론적 지표 

I ( 예 reHepaJJbCK때， apNeßCKHß, OXOTHH'fHß) 

」 동물 및 그 부속물 - 이성론적 지표 

( 예 :teepe611'fHß, rHycH뼈， nHCHß) 

비활동체 「 식물 - 경험론적 지표 (예 rpaHaTOB뼈， CHpeHeB뼈) 

l 자연뚫(자연현상) - 경험론적 지표 

예 anwa3뼈， :teene3H뼈， NOnHHßH뼈) 

」 인공적인 사불(인위적인 현상) - 경험론적 지표 및 

이성론적 지표 

활동체 카테고리와 경험론적(이성론적) 지표와의 연관성에 입각한 〈표 11>은 

규칙적인 양상올 보이고 있으나 동기어가 인공적인 사물(혹은 현상)을 지칭할 경 

우에는 두가지 지표가 다 나타나고 있다. 비활동체이나 인간활동의 부산물 TeaTp 

aJJbH뼈(박물관)， KOßee'fH뼈(동전)， T。야eCTBeHH뼈(종교제 전) 퉁이 나 인공적 인 사물 

에 대해서는 이성론적 지표를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면 

비활동체로서 이성론적 지표에 의한 성질화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국한되어 있 

다 

@ 무생물이지만 활동성을 가지는 것 BynKaHH'feCKHß ， ßO:teapH뼈 orHe뻐뼈， 

NarHHTHyß, pe3HHOBYß ••• 

@ 인간활동의 부산물인 것 6ywa:te뻐ß， KyKonbH뼈， nHTepaTypH뼈， Na.HHH뼈， 

HOMHHanbHYß, ßOCTHYß, ßOpoXOHHY때， CTeKnllHHYß, TeaTpaJJbHyß, ypo3aßHyß, 

xne6HYß, uepKOBHYß, KOßee'fYß, llHHa애’THYß ••• 

@ 경험론적 지표로부터 이성론적 지표로의 이전에 의한 것 llepeB.sIHHYß， 

30nOToß, nell.s!HOß, MaJJHHOByß, He6eCHYß, P030Byß, CTaJJbHIJIß, lIenKOByß ••• 

우리는 여태까지 활동체 카테고리가 생명의 유무에 의해 활동체·비활동체로 양 

분되는 2원적인 체제로 받아들였었는데， 활동체 카테고리가 의미론적으로 깊이 

분석해 들어가면 다원적 체제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체 카테고리의 다원적 체제를 OK와 관련지어 말하자면 활동성이 강해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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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론적 지표에， 비활동성이 부각될수록 경험론적 지표에 의해 OK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 12> 동기어의 의미영역과 지표·활동체 카테고리의 상관관계 

경험론적 지표에 의한 

성질화 이성론적 지표에 의한 
< 성질화 

>

자연산무생물 무생물로서 인간활동의 
(광물질) 식물 동작성올 부산물인 동물 인간 

가지는것 비활동체 

<
비활동성 >

활동성 

이러한 내용올 토대로 노어에 존재하는 모든 OK어휘 (경험론적 지표로부터 이 

상론적 지표로 전이되어 양자가 공히 표출된 경우는 제외)룰 수용할 수 있도록 

위의 분석 결과를 좀 더 추상화， 이론화시켜 도표로 나타내보자. 

0 

100% ‘- 비활동성 

활동성 • 100% 

0% 

1 표에 의한 성질화 

l표에 의한 성질화 

〈도표에 대한 설명: 활동성， 비활동성의 개념올 다원적으로 간주하여， 관계형 

용사를 파생시킨 동기어가 활동성을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관계형용사인 피동 

기어로부터 OK는 여성론적 지표에 의해서 일어나고 통기어가 비활동성올 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OK는 이성론적 지표보다는 경험론적 지표에 의해 일어날 가능성 

이 높아진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 “경험론적 지표”와 “이성론적 지표”에 대한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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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시켜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내용올 “OK형용사 + 명사”로 이루어진 명사구로 

까지 확대시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올 것이다: 그 자체로서 능동적인 행위능 

력과 인식능력이 있는 대상올 OK형용사로 수식하는데 있어서는， 그 자체로서 능 

동적인 행위능력과 인식능력을 지닌 명사(즉 활동체명사)를 동기어로 하는 관계 

형용사로부터의 성질화가 발생한다. 반대로 그 자체로서 능동적인 행위능력과 인 

식능력을 지니지 못한 대상을 OK형용사로 묘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체로서 능 

동적인 행위능력과 인식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명사(즉 비활동체명사) 를 동기어 

로 하는 관계형용사로부터 성질화가 일어나게 된다. 

4. 각 지표에 의한 성질화의 특징 

이번에는 OK 가 경험론적 지표와 이성론적 지표에 의해 어떤 부분에 어떤 형태 

로 일어나는가를 4-1의 분류로부터 찾아보자. 대상자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 물체로부터 전혀 펠 수 없는 경험올 통해서 햄性에게 주어지는 외적 대상의 

감각적 성질은， 폼性이 受動的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대상의 실재적 성질 

가운데 본원적인 것이다. 

대상의 여러가지 寶在的 성질 가운데 대상의 색상은 그것의 크기， 소리， 맛， 그 

것의 냄새， 촉감 둥에 비해 가장 本源的이다. 위의 분석결과 실제로 성질화가 가 

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 광물질(철， 구리， 납 ... )을 위시한 자연산 물질(톨， 

나무， 진주…)로부터 @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정원수·과실수 동의 식물로부 

터 그 색상이 표출되어 성질화 되는 것이다. 

객관적 실재성을 근간으로 하는 경험론적 지표에 비해 이성론적 지표에 의한 

성질화는 좀 더 개별적이고 주관적이다. 사물에 일정한 색채·맛·향기·형태·견고 

성의 지각은 공통적으로 발생하지만 이성론적 지표란 외적대상에 대해 자기자 

신의 입장이 작용하는 우리의 내부에 발생되는 여러가지 지각이므로 상당히 가변 

적이다. 즉， 경험론적 지표에 의한 OK는 동기어의 상태에서는 잠재되어 있던 대상 

의 속성이 표출되는 현상인데 비해 이성론적 지표에 의한 OK는 그 의미 변화과 

정에서 연상(association)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성론적 지표에 의한 

。K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심리에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 의미변화가 

본질적으로 심리현상에 의해 이루어지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심리적 원언을 충분 

히 알고 있지 않으므로 그 의미변화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할 수 없으나 

A>B라는 의미변화에서 A가 B로 변했다는 사실， 다시 말하자면 변화의 출발점과 

그 결과는 이성론적 지표에 의한 OK의 개별어휘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하다. 

그러면 OK어휘의 변화방식을 도표로 나타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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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OK방식 인식방식 주관적 의지작용 

경험론적 지표 완전피동 

심리현상(연상작용) 이성론적 지표 

그런데 대화자들 집단내에서 의미를 소통시키는데는 그 기본조건이 되는 의미 

의 r상호일치」가 존재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사소통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매우 다양하게 표출될 가능성이 있는 이성론적 지표에 의한 OK도 일정한 

틀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사람이나 동물올 지칭하는 단어가 언어집단의 

구성원 누구에게나 쉽게 연상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에서 OK가 일어난다는 점 

이다. 식물명이나 광물명은 그것의 OK지표들이 본원적이므로해서 대화하는데 있 

어서 오해의 소지가 적을 것이고 따라서 통일한 단어로부터도 OK의 2가지 이상의 

경험론적 지표가 외부로 표출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이나 동물을 지칭하는 단어 

들에 대해서는 개인적 느낌과 견해가 서로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으로 해서 

실제 언어행위에서 상호간에 공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이 

성론적 지표에 의한 성질화가 표출되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성롱적 지표에 의해 성질화한 단어들은， 사람이나 동물올 지 

칭하는 단어로부터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가장 핵심적인 한가지 속성 

만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v. 맺음말 

본 논문에서 OK어휘목록과 그 분류에 관한 2개의 기본자료와 14개의 도표가 제 

시되어 있다. 

우선 분류의 문제점과 관계형용사의 성질화에 대한 기존연구 및 통시적인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새로이 선보이고 있다. 

Cî) r형용사 + 명사」로 구성된 명사구의 전치사 구문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춧점을 

맞추어， OK까지도 포함한 모든 형용사에 적용될 수 있는 형용사 분류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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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있다. 

@ 매우 복잡한 양상올 보이고 있는 OK 현상에 대해 업체적·단면적 도표를 통해 

간명한 설명올 시도하고 다시 유형화하고 있는데 4가지 경우로 나타타고 있 

다. 

@2개의 노어사전으로부터 OK가 일어나는 “일반적인” 단어 2207ß를 추출하여 목 

록을 작성하고 있다. 이 OK어휘목록은 이 분야에 대한 앞으로의 연구와 외국 

인에 대한 노어교육에도 도움올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이 목록에 열거된 어휘를 뼈paMM이 제시한 성질형용사 분류법에 대입시켜 통계 

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偶因語(occasionalism)로 둥장하는 어휘를 다수 

포함한 OK의 총체적인 것에 대한 분류와 본 논문의 모국어화자 누구에게나 

널리 유통되고 있는 어휘들에 대한 분류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의미론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 위에서 말한 어휘목록의 경험론적 지표에 의한 성질화는 양적으로， 시각 > 청 

각·촉각 > 후각·미각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 이성론적 지표에 의한 것은 @활동체 명사로부터 파생된 관계형용사와，@ 경 

험론적 지표에 의해 성질화된 형용사가 다시 이성론적 지표로 전이된 @,@ 

두가지 형태가 주종올 이루고 있다. 

@ 관계형용사의 성질화는 경험론적 지표에 의한 것은 비활동체 동기어를 중심 

으로， 이성론적 지표에 의한 것은 활동체를 중심으로 발생되어 있어 노어의 

활동체 카테고리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OK현상은， 처음에는 주변적으로 함축적·내포적 의미였던 것이 점차 명료해져서 

의의소화 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는 심리현상이고 성질화한 관계혐용사의 의미 

이해에는 인식의 메카니즘이 존재한다. 그 양상은 극히 복잡하여 OK현상에 대한 

규칙을 세울 수는 없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실제로 생기는 변화양상들을 분류하 

여 메카니즘을 밝히는 것에 그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같으로 이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상하게 생각된 점은， 이 분야에 관한 최근의 

논문틀이 참고문헌올 30û7ß 이상 열거할 정도로 러시아애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 
구가 오늘날에 와서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국·유럽 둥의 외국에서는 

관심올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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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어 >> 
OK 관계형용사의 성질화， 관계형용사의 성질형용사로의 전이현상， 성질화된 관 

계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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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 :성질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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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MhlCRb 0 OKaqeCTBReHßß OTHOCßTeRbHb~ npßRaraTeRbHb~ B 

COBpeMeHHOM pyCCKOM .sI 3bIKe 

n뻐o CaHr HOHr 

Cero，뻐JI HCClIeJ]OBa TeJIH C띤πaJOT， 'ITO 0때。R H3 B/llICf뻐x Telllle~빼 COBpeMeHHoro 

pyccKoro Jl3NKa JlBJljjeTCJI pa3BHTHe KaTerOpHH Ka~BeCTBeHHOCTH H nOnOllHeHHe pa3pJl~a 

Ka~eCTBe빼뻐x npHllaraT잉IbHNX. HaCTOJllllaJI pa6(>Ta nOCBJllI.eHa HCC기eJ]OB없iHIO npol.(eCCa H 

MexaHH3Ma OKa~eCTBlIeHHJI OTHOCHTellbHNX npHllaraTellbHNX no CeMaHTHKe. B Ka~eCTBe 

MaTepHaJla 6wn‘ HcnOllb30B하뻐 l1Ba pyccKHe ClIOBapJl - 디lOBapb “Ü*erOB" H ClIOBapb 

“I<3HIOOCJI" H3 TOKHO. 220 oTcy6cTaHTHBHNX OTHOCHTellbHbIX npHlIaraTellbHNX, 
pa3BHBalO뻐x Ka~eCTBeHHNe 3Ha~eHHJI ， pa3~e))jj eTCJI Ha l1Ba - npHlIaraTellbHNe 

3MnHpHRHNe H pal.(HOHa끼bHNe. B pe3yllbTaTe aHaJlH3a ClIe~DlaJl Hay~HaJl HOBH3Ha 

。TMeTHlIaCb.

CDY 。깨OCHT빠뼈 np따araTellbHNX， pa3BHB뼈HX Ka~eCTBe뻐e 3Ha~eHHJI， 

Ha6JJo~eTCJI npol.(eCC paC뻐야바뼈 ceMaHTHKH. Pacm짜f뻐e CeM뻐THKH OTHOCHTellbHbIX 

np때araTellbHNX npoJlBJljjeTCJI B pa3BHTHH B O~。꺼 lIeKCeMe cpa3y HeCKOllbKHX 

Ka~eCTBeHHNX 3Ha~eHHH BClIe~CTBHe paCmHpeHHJI CO~eTaeMOCTb npHlIaraTellbHOrO H 

aKTya1lH3al.(HH Bcê HOBNX CMNClIOB. 

(2) B 야3yllbTaTe H3~eH뻐 MaTepHana nOKa3aHO, ~TO npol.(eCC OKa~eCTBlIeHHJI 00 

CHlIbHO CBJl 3뻐 C KaTerOpHeR O~eBlIêHHocTH/Heo~eBlIêHHOCTH 뼈THBHp뼈없 ClIOB. Y 

npHllaraTellbHNX, MOTHBHpoB뻐뻐x 0，매meBlIeH뻐MH CYD\eCTBHTellbffi뻐1， OKa~eCTBlIeHHe 

@뻐eCT밍llIeTCJI no 뼈l.\IIOHaJ입DI r따i3HaKaM， a Hao60POT, OKa~eCTBlIeHHe OTHOCHTellbHμ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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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H1JarATen바뻐X， NOTHBHPOB8J뻐X H∞따.eBJJe빠fIOINH C~eCTBHTeJ빠&빼， OCym.eCTBJIlIeTCJI 

no 3NllHPHAH!.μ npH3HAKlI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