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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와 러시아어에서 형용사+대명사 구문의 벼교

안 병

팔.

1. 서 론
본

논문의

목적은

(C JlOBOCO 'l eTaHHe) 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35) 와 마슬로프 (MaC JlOB

1987 ,

형용사가

않는다는
167)]) 의

대명사나

고유명사와의

셀리 베르스토바 (CeJlHBepCTOBa

주장과는 달리

어결합

1988,

한국어 에 서 는 형 용사가

대명사 및 고유명사와의 어결합이 허용된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

한 한국어와 러시아어의 형용사간 (또는 대명사간) 차이를 규명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러시아어와 한국어에서 형용사가 이루는 어결합의 예문을 살펴보자:

1) yMHbIH

'l eJIOBe I<

1') 지혜로운 사람
2) ? yMH뻐 HBaH HBaHOBH 'I
2 ’) 지혜로운 이반 이바니치

3) *YMH뻐 OH
3’) 지혜로운

그(를 보면

J

위 1), 1 ')의 예처럼 형용사가 병사를 수식하는 어결합은 러시아어와 한국어

*

서경대학교 노어학과 교수

1)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ECTb H CBOH oC06eHHOCTH B CHHTa I< CH 'I eC I< OH
CO 'l eTaeMOCTH , HanpHMep , JIH 'I Hble H He I< OTOpble npyrHe

“

MeCT아lMeHH쩌 -CY D\ eCTBHTeJIbHble

06bI 'I HO He CO앤 Ta~TC~ C onpeneJIeH eM-npHJIaraTeJIbHbIM , (MacJIOB

1987,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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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당연히 모두 허용되지만， 예문 2) 의 러시아어 예문처럼 형용사와 고유명

사의 어결합이나 예문 3) 처럼

형용사와 대명사의 어결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표현들의 번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어의 표현들은
처럼

2)

형용사2) 가 명사뿐만 아니라

3 ’)와 같이

2’),

1’)

고유명사3) 나 대명사4) 와의

한국어에서의 형용사 특성에 관련하여 사전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
형용사는 “품사의

하나로 사람이나 사물의

성 질과 상태

또는 존재를 나타내는

말”로서 “활용할 수 있어 통사와 같이 용언에 속한다. 단독으로 서술어 · 수식어로
쓰일 수 있는 점이 동사와 같은데， 이는 한국어의 형용사가 서숨어로 쓰일 때， be
동사가 개재되는 영어 형용사의 술어용법과 다른 특색이다. 그래서

..... 형용사를

동사로 분류하여 이것을 기술동사 (6ê 述動詞)라 하고， 본래의 동사를 동작동사(動作
動詞)라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어의 형용사는 그 활용에 있어서 진행
형인

‘ -L 다’ , 관형사형 어미

붙을 수 없는 점이

다

‘-는’ , 그리고 명령법

· 청유법(請課法) 어미가

동사와 달라서， 형용사와 동사를 서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

“한편， 영어의 품사 구분에서 형용사라고 할 때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특정인데， 실제로 형용사로 분류할 수 있는 범위는 각 언어의 어형변화의 특징과

구문상의 특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반해서 this L-J- any 등은 명사를 직
접 수식하지만 비교의 어형변화를 하지 않고， -Jy를 취하지 않으며， 구문상으로도
다른 종류의 특정을 나타내므로 형용사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형용사 중의
특정한

하위(下位)구별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http://kr.encycl. yahoo.comlfinal. htm J? id二 18971 1)

3) 고유명사 (proper noun) 는 한국어나 러시아어의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어와 관련된 다음의 사전적 설명을 참고하시오·

고유명사는 “특정한 사불 및 사람의 고유 기호나 명칭으로서 동류(1며類)의 다른
사불과 구별된다. 명사의
속한다

한 부류로， 인명 · 지명 · 국명 · 책명 · 사건명 등이

이에

예컨대， 개인의 이름은 모두 고유명사이며， 또한 우리 동포를 묶어서 ’한국

인’이라고 불러 다른 국민과 구별할 때

’한국인’이란 명칭도 고유명사이다 그러나

’태양’처럼 본래 같은 것이 달리 존재하지 않는 것의 명칭은 고유명사가 아니다
담배 이름의 ’한라산’과， 열차의 명칭 ’새마을’처럼 종류를 달리하는 것이 통일한
고유명사로 불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동명이인인 경우처럼 동류에 속하는 복수
의 자가 동일 고유명사를 가지는 사실이 있다든지， 또 펼명과 본명처럼 동일인이
2개의 고유명사를 가지는 예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고유명사가 본래 어떤 한정된
경우에 있어서 개체(個體)를 다른 사물과 구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명명이기 때
문이다. 고유명사의

의의는 그것으로 불리는 개체의 속성(屬性) 모두를 포함하여

기술하기에는 매우 복잡하다. 가령 ’무궁화’(열차의 명칭)라는 고유명사가 수를 셀
수

있는

꽃을

의미할

경우에는

이미

보통명사화된

것이다."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http://kr.ency cl. yahoo.comlfinal. htmJ?id= 14275)

4)

사람이나 사물， 장소나 방향을 직접 가리키는 기능을 하는 품사를 지칭한다. ‘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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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러시아어

형용사

yMH뻐는 대명사 。H 을 수식하는 어결합이 금지되는 반면， 3 ’)처럼 한국어 형용

사 ‘지혜로운’은 대명사 ‘그’를 수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형용사가 고유명사
를 수식하는 2 ’)의 예문이 한국어에서는 자연스러운 반면， 2) 의 러시아어 예문
은 러시아 모국어화자5) 에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런 한국어와 러시아어

에 있어서 형용사와 고유명사 또는 대명사와의 어결합 가능성이 일치하지 않

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4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가정을 생각하게

된다:

가정 1 : 형용사가 대명사를 수식할 수 없다는 마슬로프와 셀리베르스토바
의 주장은 보편성이 없는 주장이다 즉， 특정언어(Janguage- specific)
에만 적용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가정 2‘ 마슬로프나 셀리베르스토바의 주장은 옳지만， 한국어 대명사는 러
시아어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영어나 러시아어의

대명사와 달리

다시 말해 한국어의 대명사는
명사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형용사와 자연스럽게 어결합을 이룰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사’ 라는 말이

‘명사를 대신한다’ 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대명사가 명사를 대신하

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기 쉬우나， 명사를 통하지 않고 대상을 직접 가리키는
것이 대명사이다. 대명사가 명사를 대신한다변， 이름을 모르거나 이름이 없는 대상
은 대명사로도 지시할 수 없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는 그렇지 않다. 지시는 상
황 지시가 기본이며， 문맥적

대상이나 관념적

대상에

대한 지시는 부수적인

다. 대명사는 크게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의 둘로 나년다

이 외에

것이

의미론적인

성격이나 통사적 기능에 따라 관계대명사， 부정(不定)대명사， 소유대명사， 재귀대명
사， 의문대명사와 같이 나뉘기도 한다

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한국어에는 관계대명사가 없으며， 소유대명

한국어에서 인칭대명사는 크게 1 인칭， 2 인칭， 3 인칭 대명사

등으로 나뉘고， 지시대명사는 사물대명사와 처소대명사로 나뀐다. 대명사가 문맥적

대상을 가리컬 때， 이를 특히 조응사(照應、해)라고 한다

선행 문맥적 대상을 가리

키는 것을 전방조응사 (anaphor) 라 하고， 후행 문맥적 대상을 가리키는 것을 후방조
웅사 (cataphor) 라고 한다. 츰스키의

결속 이론에서는 핵 동사나 명사의 의미역 영

역 안에 대명사와 그 지시 표현이 함께 쓰일 수 없음을 포착하려는 것이나， 국어
의

경우에는 그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http:/새r.

encycl. yahoo.com!final.html?id=44602)

5)

이를 확인한 모국어화자는 서경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는 러시아의 대학생

KHM

raJlHHa 와 Jl( eH lI 양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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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3: 마슬로프나 셀리베르스토바의 주장은 옳지만 한국어 형용사의 성

질이 러시아어와 달라서 대명사와의 어결합을 허용하는 특성을 가
진다.
가정 4: 마슬로프나 셀리베르스토바의 주장은 옳지만 한국어

형용사와 대

명사는 모두 러시아어와 달라서 형용사와 대명사의 수식관계 어결
합을 허용하는 특성을 가진다

형용사와 대명사 결합을 금지하는 러시아어의 자료를 다음 장에서

셀리베

르스토바의 연구를 통하여 살펴보게 된다.

2.

앞선 연구

서론에서 제시한 네 가지 가정과 관련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차적

으로 형용사가 대명사와의 어결합이 불가한 근본적 이유에 대한 규명이 필요

하다. 셀리베르스토바 0988 35) 는 어결합이 불가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화상
대자 2 인칭’을 ‘co6ece.uHllua ’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교체하여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1)
1’)

Mo~ co5eCenHHQa(CenHBepcToBa

1988

35) ‘나의 대화상대자’

*Mo~ TbI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예문 1)은 좋지만 명사 co6ece.uHllua 를 대명사인

Tμ로 바꾼 경우인 1 ’)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대명사는 지시대상을 유일하게

정체확인(때eHT빼Il KaUIlJl)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한정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구태여 한정어 (onpe.ueJleHHe )6) 를 결합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예문
6) 한정어 (onpeneneHHe) 와 형용사는 구별이

2)

되는 개념이다. 한정어는 문장의 성분이지

만， 형용사는 한정어를 이루는 단어의 품사에 해당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의 비교를 위하여 한정어를 이루는 품사 중에 예문 3) ，4)와
같이 필요한 경우룹 제외하고는 CenHBepCToBa (1 988 35-36) 가 말하는 한정어 중에
서 형용사의 예만을 가려 뽑고， 언급되는 셀리베르스토바에서의 ‘한정어’라는 개념
은 형용사를 지칭하는 것과 통일한 지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전제하고 논의를 전
개하였다

한국어와 러시아어에서 형용사+대명사 구문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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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 Tn03 뻐HJI) 시키는 것

이 옳다는 것이다·

2) TbJ, MH Jlall , LIo6pall , KaK

’

l Mo*eWb TaK rOBopl Tb ?(Ce Jl HBepCToBa 1988, 35)

Tb

‘자상하고 착한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그러면서 한정어가 의미상 전치 (npen03HUH.II)할 수 있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3)

왜， TbJ B W
JllI ne , nOLI。때H c Hl LIa!(Ce Jl HBepCTOBa

1988, 35)

‘어이， 모자 쓴 너 이리와’

4) Y6epHTe

3T oro

B KenKe , (Ce Jl HBepCTOBa 1988, 35)

‘모자 쓴 이 사람을 다른 쪽으로 데리고 가라’

예문 3) ，4)의

경우는 문장 구조상으로 후치되어

있지만 의미상으로는 한정

어가 전치되어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정어가 대명사의 정
체확인을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문 5) ，6) 과 같이 한정어가 대명사
보다 전치되어

있는 유일한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때는 대명사가 그 지시물

(pelþepeHT) 을 화행 (aKT pe'm) 이

아닌， 대명사가 발화되기

이전의

나온 말속

(B npellpe'lH)에서 찾을 수 있는 문맥이 있는 경우라는 것 7) 이다;

5) KaK 6YLITO 6b1 B MeH lI BCe Jl HJl aCb LIPyrall , nOCTopoHH lIlI MHe lI< eHIIlHHa , a 1I,
HaCTOlllllall 꺼， TO Jl bKO C ~'lI<aCOM npHcny피 HBaJlaCb H npHr JllllIbl BaJl aCb K HeR(PYHoBa)

(Ce Jl HBepCTOBa 1988, 35)
‘마치 내 안에 낯선 다른 여자가 들어와 살고 있는 것 같았다

나， 진짜

나는 그 여자에게 오로지 두려워서 귀를 기울이고 바라보고 있었다’

6) … Benb

3TaKH꺼

,11,

TO Jl bKO OLIHH H eCTb , (Ce JlHBepCToBa 1988, 35)

‘독특한 나라는 폰재는 유일하게 단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화자의

7)

청자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에서 고유명사와 대명

이에 대해서 셀리베르스토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ECTb TO Jl bKO OlIH O yCJlOBHe , npH KOTOpOM onpene Jl eHH lI
a HMeHHO ,

J< orna J< OHTeKCT

He B aKTe peqH , a

J< aK

1I, TbI, BbI, CTOllT B npen03HllHH ,

CTpOHTC lI Ta J<, qTO MeCTOHMeHHe nO JlyqaeT CBoR pe$epeHT

6b1 B <npenpeqH) HJlH BO

caMoro MeCTOHMeHH lI, nOKa3aTe Jl eM 3Toro qaCTO
(Ce JlHBepCTOBa 1988, 35)

J<

BC 꺼J< OM
CJI써씨 T

cnyqae

nO

npOH3HeceHHlI

nOBTopHoe ynoTpe6 J1 eH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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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비교하고 있다. 형용사가 고유명사를 수식하는 예문 7) ，9) 는 가능하지만
대 명 사를 수식 하는 8) ， 10) 은 불가하다는 것 이 다:

7) Moß aoporoß I1BaH I1 BaHOBHQ (CenHBepcToBa 1988, 36)
‘나의 사랑하는 이반 이바니치’

8) *Mo51 llpyra51 TbI (CenHBepcTosa 1988, 36)
9) rny6oKoYBa*aeM뻐 뼈 aH I1 BaHOBHQ(CenHBepcToBa 1988,
10) *YBa*aeM뻐 TbI (CenHBepCTOBa 1988, 36)
고유명사가 복수적인
으로 유일하게

36)

것으로 해석 가능한 다음 11) 과 같은 경우에

정체가 확인되는 고유명사에

일반적

있어서도 한정어가 사용되는 예

를 제시하고 있다:

11)

?

3TO 뻐nVMH뻐 I1 BaH HBaHOBH 'i.(CenHBepCTOBa

1988, 35)

예문 11) 은 이반 이바니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복수로 존재하며 그 중

에 똑똑한 이반 이바니치가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 한하여 한정

어가 고유명사와 결합하여 유일 정체성을 확인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위의

예문 3) 씨，5) ，6)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정어가 대명사의

체확인을 할 펼요가 있는 경우， 즉 대명사의 유일정체성이 확실하지

정

않은 경

우에 한해서만 한정어가 대명사를 수식하는 어결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런 유일정체성의 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문 8) , 10) 처럼 화자의 청자에 대
한 관계를 보여주는 경우에도 한정어와 대명사의 어결합은 금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대명사는 보통 그 자체로서 유일정체성이 확인된 것으로서 더 이상의 한정
이 펼요하지 않으며 해서도 안 된다는 셀리베르스토바의 주장이 한국어 예문

인 서론의 예문

2 ’), 3’) 등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살펴보게 된다.

3.

문제의 검토

일반적으로 대명사는 명사와 두 가지

점에서

구별이 된다. 먼저

대명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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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와 한정성 8) 에서

구별이

된다. 가령， girl 하게

되면 소녀라는 자질을 가진

모든 원소들이 속해 있는 집합을 지시하게 되지만
집합 중에서

the girl 하게되면 소녀라는

특정한 한 명의 소녀만을 지시하게 된다. 여기서

girl 은 이른바

유형 (type) 을 지시하지만，

the girl은 특정한 개체 Undividua]) 를 지시하는 것으

로서 차이가 있다(김종도

2002 , 188-194).

러시아어에서 형용사가 수식어로서 명사를 한정하는 것은 지시대상 (referent)
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정 (definite) 하는 과정이다. 즉 yMH뼈 yeJ10se l<이라는

명사구는 yeJ10se l<이라는 포괄적 자질을 가진 집합의
자질을 가진 집합을 추려내는 것이다

원소 중에서 yMHbIH 라는

이것은 니 eJ10se l<의 개체들을 원소로 가

지는 집합과 yMHbI끼가 가지는 자질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의 교집합에

해당하

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화자는 청자에게 자신이 지시하는 대상을 펼요
한 만큼 좁게 한정 하여 전탈하게 된다.
그런데 대명사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대명사라는 것은 어떤 명사에

있어서 한정성이 이미 부여되어
것이기

때문이다9)

붙이는

것은

boy 하게

이미

언어의

되면

있어서

개체로서

경제원칙에

소년이라는

boy 하게 되면 특별하게

개체로서 정해진 명사구 (NP) 와 같은

지시된 것을 다시 한정하기

위해 수식어를

어긋나는

영어의

자질을

가진

것이

된다. 가령

유형 (type) 을

지시하게

정해진 소년을 지시하게 된다. 이런

사 he로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이 the boy 흘 한정하기

경우에

되지만 the

the boy 를 대명

위해 smart를 붙여

smart + the boy , 즉 smart the boy 라고 한정할 펼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smart + he , 즉 smart he 라고 할 펼요는 없는 것이다 한정성을 표현하는 형
태적인 표지인 정관사가 없는 러시아어에서는
적 으로 드 러 나 지 않 는 다. 즉

8) 한정성이란 개념에 대해서
을

밝힌다

(uniquely

“한정성이란

identifiable) 의

the boy 와 boy 의 차이가 형태

Ma J1 bYH I< ( +definite) 과 Ma J1 bYH I< ( -definite) 이 표 면 적
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심사자에 의해 논란이

너무

모호한

개념으로서

개념으로 대체하여

차라리

유일정체

있었음

파악가능성

피수식명사나 대명사가 이미

이런 자

질을 갖는 경우 러시아어에서 수식어가 오기 힘들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더구나
대명사의

경우 매우 특이한 맥락에서

전치된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고유명사보다

이런 조합을 허용하기 힘들므로 이틀 사이에도 어느 정도의 위계가 있으리라고 보
여진다” 위의

지적에

대해 연구자도 감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한정성의 용어는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용어를 만드는 것이 더 불편할 수

도 있어서 피하기로 한다

9)

대명사의 명사구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정미애 0997， 174) 를 참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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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MaJJbt:(싸〈과 형용사 수식어 YMHblií 9}의 어결합

가능성 여부는 1), 2) 에서 표면상 드러나지 않게 된다:

1) yMH뼈 + MaJ1 b'lHK( +definite) ---- > *YMH뻐 + OH -- >*YMHblß OH
2) yMHbIß + MaJ1b째 K( -definite) ---- > yMH bIH + Ma J1b'깨 K --> YMH뻐 Ma J1 b'l HK
앞서서

대상에

언급하였듯이

대한 한정성이

대명사의

확보되어

형용사 수식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지시

개체가 유일한 것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점에서 언어의 경제성 원칙에 근거하고 있
다. 여기에서 한국어는 어떻게 해서 한정성이 확보된 대명사를 다시 한정하는
것을 허용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런 현상이 가능하기 위해서 즉，

한국어에서처럼 형용사와 대명사의 어결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대
명사는 한정성이 결여되어 있든지

그게 아니라면 수식하는 형용사가 한정성

을 부여하지 않는 형용사라야 한다.
그리고 형용사와 대명사의

어결합에서

고려해야 되는 대명사와 영사와의

차이는 형태통사적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명사를 수식하는 요소의 결합성
과 관련하여 명사구 (NP: noun phrase) 차원과 명사 (N: noun) 차원의 위 계를
구별하여 생각해야 한다. he는 the boy 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지시대상을 지시

하는 명사구차원의 문장의
사차원의

단어에

머물러

성분이지만 명사는 그러한 명사구를 구성하는 품

있다는 것이다. 완전한 명사구로서 형태통사적 차원

의 문장 성분으로서 필요한 수식어에 의해 확정 판단된 상태에 있는 명사구
를 단어차원의

형용사로 다시

한정하는 것은 결합차원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언어의 경제성 원칙에 어긋나는 잉여적인 것이 왼다.
그러면 한국어에서는 형태통사적 차원의 위반이라고 여겨지는 형용사 + 대

명사의 어결합을 왜 허용하는 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한국어에서 형용사 +
대명사 어결합이 가능해 지기 위해서는 그 대명사가 명사구 (NP) 차원이 아니
든지， 아니라면 형용사가 대명사와 같은 레벨의 구 (phrase) 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한국어의 대명사는 한정성이 결여되어 있는가?

2.

한국어의 형용사는 수식하고 있는 명사구에 대하여 한정성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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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문은 사실 자명한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어에서도 대명사는 청자나
화자에게 이미 확정되어 분명히 정체가 알려져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논증의 여지가 없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국어에서
의 형용사에 관한 부분이다. 둘째 의문， 즉 한국어에서 형용사가 수식하고 있
는 말에

대해서 한정성이 아닌 다른 성질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면 한국어에서 형용사가 대명사를 수식하고 있다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
을 것이다.
문장 구조차원의 레벨과 관련하여 고려할 때에는 대명사를 명사구 (NP) 차원

이 아닌 명사 (N) 차원으로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형용사가 대명사와 같은 레벨
의 구 (phrase) 로 올려서 서로 어울렬 수 있는 레벨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
서도 대명사로서의 NP 를 N 으로 내리는 것은 당연히 불가하다. 이미 명사구
로서

정해진 것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것을 안 알려진 것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경우에 한국어 형용사를 구의 차원으로 올려서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어 형용사는 대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 다음의 특

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가정을 하게 된다:

1 대명사를 수식하는 한국어 형용사는 그 대명사에 대하여 한정성을 부
여하지 않고 다른 기능을 하게 된다

2.

대명사를 수식하는 한국어 형용사는 단어 차원이 아닌 구 (phrase) 차원
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명사가 형용사에

의해

형용사의

한정성 기능과 구조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식을 받고 있는 다음과 같은 러시아어의

경우를

검토하여야 한다:

3) TbI,

MHJl all , .Ilo6pall , KaK TbI MO :l< eWb

3- 1) TbI,

3-2)
3-3)

Ta K

rOBopHTb ?(CeJlHBepCTOBa

1988, 35)

[KoTopall MH Jl all , .Ilo6pa서， KaK Tμ MO :l< eWb TaK rOBopHTb?

*빼Jl all ， .Ilo5pall TbI, KaK TbI MO :l< eWb TaK rOBopHTb?

자상하고 착한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예문 3) 에서

보듯이

러시아어에서도 형용사가 대명사의

뒤에서

수식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것은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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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JJa.s!와 tlo6pa.s!가 Tbl 에 한정성을 부여하는가의 문제이다. 형용사 MHJJa.s!와

는 당연히

청자와 화자에게서 피차 이미

알려진 Tbl 라는 대명사에

tlo6pa .s!

대해 유일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선행하는 대명사 Tμ
의

특성에

대해

부연하고 서술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tlo6pa.s!가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차원에

있다. 그리고 MHJJa.s!와

머무르고 있는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3) 은 3- 1)과 같이 고쳐 쓸 수 있다. 3- 1)에서 MHJJa.s!와 tlo6pa.s!는 대명사 11>1를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서술어로서
다. 즉 예문 3) 은 3- 1)의

예문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구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를 고려하면 3) 의 예문에서 형용사는 수식어라기 보다는 서술어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관계대명사 절의 구조에서 전체적으로 대명사를 부
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어에서의

형용사 + 대병사 구문은 관계대명사 절이

대명사를

수식하는 러시아어 구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한국
어에는 관계대명사가 없고 관형형 어미를 이용하여 수식어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러시아어에서 3) 에서처럼 형용사가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에는 대명사

를 형용사가 수식하는 것이 왜 허락되는 것인가?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수
식하는 것은 관계대명사절로 고쳐서 3- 1)처럼 다시 쓸 수 있다. 영어에서와는
달리

러시아어에서는 관계대명사절이 한정적 용법인지 서술적 용법인지 외형

상으로 구분 l이하지

않고 실현된다. 그런데 관계대명사절 속에서

정적 용법인 경우와 서술적인 용법의

형용사는 한

경우를 불문하고 모두 숨어로서 사용되

어진다. 이때 3) , 3- 1)의 예문에서처럼 관계대명사절의 주어는 이른바 PRO( 또
는 pro) l1)가 되며 그의 술어는 형용사가 되는 것이다. 물론 서술적 용법으로
10) 영어에서는 관계대명사뜰 서술적인 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앞에
코머를 찍어서 한정적인 용법과 구별한다，

The girl , who is beautiful , is my sister.{서술적 용법)
The girl who is beautiful is my sister. (한정 적 용법 )
11) PRO는 음성적 실체가 없는 대명사적인 공범주 (pronominal empty category) 로서
지배 받지 않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대명사류적 대용사를 말한다. 즉 It is unclear
[what PRO to do tl 문장에서 to do의 주어에 해당하는 비어 있는 범주의 대명사
류적

대용사를

지칭한다

반면에

pro 는 지배받는 자리에서

나타나며

음성적으로

나타날 수 도 있지만 화맥에 의해서 알려질 수 있어서 탈락되는 것으로 대명사류
공범주라고 한다. 가령 러시아에서

[pro

4HTa~ KHHryl 에서 g 는 동사의 변화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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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용되는 경우에 형용사는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서술적인 것이 된다.

4) *KpacHBa~ OHa H~ëT.

4’) OHa

KpaCHBa~

5) 아름다운 그녀，

5’)
4) 의

아름다운 그녀가 온다

경우에

명사구 OHa 는 형용사 한정어 KpaCHBajj 에

의해서

다시

잉여적

으로 지시대상을 한정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것이 붙게 되어 언어의 경제성에
위반되므로 비문이

된다. 반면에 4 ’)에서

형용사 KpaCHBajj 는 주어인

명사구

OHa 를 한정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형용사 KpaCHBajj 는 명사구의 지시대상을 확

정하기 위하여 중복적인 기능을 하지 않고， 이미 한정되어 정체가 확정된 것
으로 전제되어진 명사구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새롭게 서술 묘사
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4) , 4 ’)에

대하여 5) , 5 ’)와 같이 번역되어진 예문인 경우에 한국어는

형용사 + 대명사의

구문이 문법적인 구조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떻게 설

명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와 러시아어에서 형용사나
대명사 구조가 달라야 한다.
한국어에서

형용사는 관형사 (unconjugation a이 ective)12) 와 구별되어진다.

한국어의 관형사는 이， 그， 저， 딴， 온， 새， 헌， 옛 등과 같은 것으로 그 수가
제한 13) 되어
해 밝혀져

있다. 관형사는 형태변화를 하지 않으면서 뒤에 오는 명사나 명사
있어서 탈락되어도 무방하다. 이런 지배받는 자리에서 탈락되는 공범주

를 지칭한다 (영어학사전 1990, 968; 언어학사전 1987, 715)

12) 체언(體듬) 또는 체언형(形)을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품사(品詞). 매김씨라고도 하
며 활용하지 않음을 특정으로 한다. 수식되는 체언이나 체언형이 가진 뜻을 더욱
명확하게 밝히면서 그 체언에 지배된다
의

원근(遠近)을

가리키는

통어적(通語的)인 종류를 나누면

지시관형사(指끼냥形해):이(사람)

. 그(곳)

@ 사물

. 저(여자)，

@ 사물의 특질이나 상태를 제한하는 성질관형사 또는 성상관형사(性狀冠形詞):새
(살림) . 외(아들) . 사회적(동물)，@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수관형사(數冠形詞):
몇(가지) . 온갖(풀) 등이다. 관형사의 특색은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용언의
관형형은 관형사와 흡사한 기능을 하지만 그 활용 여부로 관형사와 구별되며， 체
언도 관형어로 쓰일 수 있으나 곡용하는 점이 관형사와 구별된다(두산세계대백과

http://k r.ency cl. yahoo.com/fina 1. html?id=I8457)

13)

한국어의 관형사는 다음과 같은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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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하면서
하게된다. 반면에

에

의해 문법적

명사의 성질이나 상태를 한정해 주는 역할을

형용사는 동사와 더불어 문장의 서술어 14) 로 기능하며 어미

기능이 표현된다. 어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간만으로는

단어 구실을 하지 못한다. 형용사는 어미가 활용한 다는 점에서 동사와 더불
어 용언(用듬 )15) 으로 분류되며 동사처럼 서술적 성격을 가지게 된다.

a

이， 그， 저

b. 딴， 여 느， 어 느， 무슨， 웬， 각(各)， 별(別)

c.
d.

모든， 온， 갖은， 온갖， 전(全)
새， 헌， 옛， 순(純)

(이 익 섭 외 1997, 124)

14) 서술어 됐述語 (predicate) 는 문장 구성의 기본 골격이 되는 요소로서， 주어의 동
작 • 상태 · 성질 따위를 서술하며 자신이 나타내는 의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른
언어요소를 펼요로 하는데 이 들을 서술어의 논항(論項 :argument) 이라고 한다. 예
를 들어 ’죽이다 r 라는 서숲어가 나타내는 사건 이 완전히 명시적으로 표현되기 위
해서는 죽이는 존재와 죽임을 당하는 존재를 가리키는 언어표 현이 필요하므로 이
들 언어표현은 서술어 ’죽이다 l 의 논항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술어는 자 신

이 필요로 하는 논항들을 하나하나 취함으로써 문장이 형성된다. 서술어는 ’무엇이

어찌한다’의 ’어찌한다’에 해당하는 동사 서술어， ’무엇이 어떠하다’의 ’어떠하다’
에

해당하는 형용사 서술어무엇이

무엇이다’의

I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계사(혔

離) 서술어로 분류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논 항의 수， 즉 자릿수 (valency) 에 따라

한자리 서술어， 두자리 서술어， 세자리 서술어 등으로 나눌 수도 있다 (두산세계대
백과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89426)

15) 용언은 독립된 뜻을 가지고 어미(語尾)를 활용하여 문장성분으로서 서술어의 기능
을 하는 말로서

풀이씨라고도 하며

체언(體듭)에

대립된다. 어간(語幹)과 어미로

되어 있다. 어간에는 여러 가지 어미가 붙어서 여러 가지의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
다. 어간은 하나[예:가-(去)， 오-(來)， 보 (見) 등] 또는 둘 이상의 어근(語根)이 결

합되어 이루어진 것[예:오가-(往來)， 빛나-(榮)， 지나가-(過) 등]도 있고， 접사(接離)
에 의하여 파생된 어간도 있다 어미는 종결어미와 연결어미， 또한 이들 어미와 어
간 사이에 들어가 존대법

· 시제법 등의 법범주(法範廳)를 이루는 선행어미(先行語

尾)로 나누어진다. 용언은 대개 동사

사물의

동작

• 성칠

· 상태

· 형용사 · 지정사로 나누어지고 이들은 모두

· 환언(換듬)의 뜻을 나타내면서 활용하며 서술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중 지정사는 학자에 따라 용언으로 인정하지 않고 체언의
활용으로 다루어 서술격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는 독립한 뜻을 가지고 단독으로
서술어가 될 수 없다는 데 논거를 두고 었다. 동사와 형용사 및 지정사는 그 뜻으
로도 대강 구별이 되지만， 그 분류 원칙은 그들 활용에 의지한다. 현행 학교문법에
서는 존재사

· 지정사는 모두 설정하지

yahoo.com/final.html?id= 118445)

않는다，(두산세계대백과 http://kr. ency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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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상하고 착한]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5’)[마음씨가 자상하고 착한]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5") ?[얼굴이 자상하고 착한] 네가 어떻게 그런
5" ’) [행동거지가 자상하고 착했던] 네가 어떻게
5) 는 그 앞에

말을 할 수 있니?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다른 성분을 부가한 5 ’), 5") 에서처럼

절 (sentence) 로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5) ，5') ，5") 에 해당하는 것은 러시아어로 다음과 같은 구조
를 가지게 된다:

6) TbI, MIIJl a Jl, Llo5pa Jl, KaK TbI MO ll< eWb

Ta K

rOBop lI Tb?

6 ’ ) TbI, [PRO MIIJl aJl, tlo5pa Jl], KaK TbI MOll< emb Ta K rOBoplI Tb?
6 ’ 1) TbI, [KoTOpa Jl MIIJla Jl, Llo5pa Jl], KaK TbI MOll< emb Ta K rOBopllTb?
6")

6 ’")

TbI, [뾰JI Llyma MII Jl a Jl, tlo5pa Jll, KaK TbI MO ll< emb Ta K rOBop lI Tb?

Tμ ， [뾰 ê nOBetleHlle MII Jl Oe , tlo5poe l, KaK Tμ MO ll< emb TaK rOBopllTb?

이러한 5) 의 명사구 부분인 ‘자상한 너’라는 NP 부분만을 수형도로 나타내
면 다음과 같이 절 S ’에 의해 수식되는 NP 형태로 표시할 수 있다:

/

NP

~까~

NP

VP

COMP

PRO

자상하다

-L

5- 1) [PRO

너

자상한} 너

한국어에서 형용사는 관형사처럼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사처럼 서술적인

것이다 .6 ’)의 경우는 6 ’-1)처 럼 주어가 공범주 (empty

category)

PRO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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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뿐이지 하나의 관형어 (adnominal phrase)16l 절로서 KpaCHBa~ (= KOTOpa~

KpaCHBa~) 가 선행사인 TbI를 수식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것은 한국어에서 형용
사가 대명사를 한정적으로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대명사로 이루어진 명사구

에 대하여 그의 성격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것은
순수하게 한정적 역할을 하는 관형사의 경우를 보면 잘 드러나게 된다:

7- 1)*

새 너를 보면 힘이 솟는다.

7-1') [PRO 새로운] 너를 보면 힘이 솟는다.
7-2) 새 학생을 보면 힘이 솟는다.
7-3) 새 선생님을 보면 힘이 솟는다

7-4)
위의

*새 당신을 보면 힘이 솟는다

7- 1) -

7-4) 예문에서 관형사의 한정적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이루는 명

사구는 적당하지만 7- 1)，7-4) 에서처럼 명사구를 이루는 대명사에 대해 한정적
인 관형사가 수식하는 경우에는 비문이 된다. 그러나 형용사가 관형사절을 이
루어 수식하는 경우에는 적합하다.

8- 1) [pro 새로운] 선생님을 보면 마음이 설렌다.
8-1') [교수법이 새로운] 선생님을 보면 마음이 설렌다‘
8-2) [pro 새로운] 학생을 보면 마음이 설렌다
8-2') [유니폼이 새로운] 학생을 보면 마음이 설렌다.
8-3) [pro 새로운] 당신을 보면 마음이 설렌다.
8-3 ’) [모자가 새로운] 당선을 보면 마음이 설렌다.
8-3") *새 당신을 보면 마음이 설렌다，
8-3 ’") *모자가 새 당신을 보면 마음이 설렌다.
16) 체언 앞에 놓여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성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 등
과는 달리 문장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부속성분에 속한다. 관
형어는 문장성분의 일종으로， 품사의 하나인 관형사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즉 관형
사는 항상 관형어의 기능만 하는 단어 부류를 말하는데，
든 사람’ 의

‘이 책’ 의

‘이’ ,

‘모

‘모든’ 이 관형사의 예가 된다. 이때 관형사만이 관형어가 될 수 있

는 것은 아니고

‘철수의’ 와 같은 체언의 속격형，

사형도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예쁜’ 과 같은 용언의 관형

판형어는 대개 수의적인 요소이나， 피수식 요소가

의존명사이변 관형어가 반드시 요구된다. 어떤 의존명사는 특정 유형의 관형어만
을 특별히 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는

용언의

관형사형만을

inal. html?id= 18458)

요구한다.

‘따름’ 은 관형사형어미

(두산세계대백과

‘-己’ 로 끝나

http://kr.ency cl. yahoo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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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pro
8-4 ’) *새
술어의

형사절의

새로운] 너를 보면 마음이 설렌다.
너를 보면 마음이 설렌다.

논항 17) 이

고려된 예문 8-3') 가 적합한 것은 형용사로 이루어진 관

수식을 대명사가 받고 있기

때문이다(이홍식 때00

75-95). 이러한

문장들은 러시아어로 옮길 경우 관계대명사절 구조를 가지게 된다:

8-3)

새로운 당신을 보면 마음이 설렌다.
BbI, [KOTOpblli

8-4)

PRO

HOBbI씨， MeH!I Ll BHraeTe ,

새로운 너를 보면 마음이 설렌다.

TbI, [KOTOp뻐 PRO HOBbI써， MeH lI

Ll BHraeWb.

이러한 형용사의 특징은 형용사와 고유명사의 결합에서도 고려될 수 있다.
고유명사는 유일한 지시대상을 지시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

러시아어에서 형

용사로서 한정을 하게 되면 이미 유일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중복하
여 다시

한정하는 것이

되므로 언어의

경제성에

비춰

볼 때 잉여적인 것이

되어 비문이 된다. 그러나 고유명사를 한정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예를 보
자:

9) ?

KpaCHSa!l MapHHa

9 ’) [pro

아름다운] 마리나

위 9) 의 경우는 MapHHa 라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어서 그 들 중 하나를 구

체적으로 유일하게 확정할 펼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 18) 될 수 있

17)
18)

이에 대해서는 유현경 (1998 ，

45-49) ,

김시곤 (200이을 참조하시오，

KpaCHSa!l MapHHa 와 같은 예문에 대해서 본 논문의 심사자에 의해 다른 논란이 있었

음을 밝힌다

“ KpaCHSa!l

MapHHa 와 같은 조합은 마치 마리나에 붙은 별칭 Epithet와

같이 사용될 가능성도 많은 만큼 반드시 혼동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체확인 기
능을 위해 사용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특히 고대 러시아어에서는 이같은 경우

가 많았고 형용사 단독으로도 대명사나 고유명사를 대신하여 지시적으로 사용되기

도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형용사가 별칭으로 단독적 또는 독립적으로 쓰인

경우가 아니라 대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를 검토하기 위한 과정에서 고유명사를 수식
하는 경우를 고려하였을 뿐이다. 별칭으로서 사용된 경우와 단독적으로 사용된 경우
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하여 추후 보완해야될 연구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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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KpaCHBa~ MapHHa 는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KpaCHBa~ OHa 는 좋지 않
다 이것은 OHa 라는 것은 지시대상이 MapHHa 와 같이 동명이인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
관형사 + 고유명사는

형용사 + 고유명사 구문은 10) ，1 0- 1)처럼

가능하지만，

10') 10") 처럼 가능하지 않다. 여기에서도 한국어의 형용

사는 서술어 기능을 담당하지만， 관형사는 한정적 역할을 함이 드러난다:

10) [pro 새로운] 현정이
10- 1) [마음씨가 새로운] 현정이
10 ’) ? 새 현정이
10") ? 새 정숙이
11) 새 사람

형용사는 시제가 반영되어 서술어라는 것을 확연하게 나타낸다:

12) [pro 아름다운] 그녀가 노래를 하고 있다
12 ’) [pro 아름답던] 그녀가 노래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리할 필요가 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한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서도 정

이것은 형용사가 러시아어에서 형용사 + 명사 구문에

서는 적절하지만， 형용사 + 대명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서 명사와 대
명사가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일반명사는 유형
(type) 을 지시하는 것이지만 대명사는 그러한 유형 가운데서 특정한 하나
를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지시대상이 동일하지 않다. 이것은 청자
와 화자가 유일하게 인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한정어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4.

결론

형용사가 이루는 어결합을 다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1) 형용사 + 명사

1’ )

l< paCHSa Jl

:l< eH뻐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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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ro 아름다운] 여 자

2) 형용사 + 대명사
2’ )*KpaCHBa Jl OHa
2") [pro 아름다운] 그녀
3) 대명사 + 형용사
3’ ) OHa , [KoTOpa Jl PRO KpaCHBa Jll,

...

3") [pro 아름다운] 그녀
1-3) 에 해당하는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구문에서 1), 3) 은 가능하지만， 2) 의

구문은 좀 특별하다.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가능하지만 러시아어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 이유는 대명사가 이들 언어간에 차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형용사의

기능과 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

형용사는 동사처럼

활용을 하며 서술어로 사용된다. 러시아어에서는 형용사가 서술어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한정적인 기능을 하는 한정어로서

즉 한국어의 관형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형용사가 명사구에서 수식의 위치에 오
게되면 명사를 한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명사와는 결합이 가능하지

만 대명사와는 결합이 불가능하게된다. 반면에 한국어에서 형용사와 관형사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형용사는 한정해 주는 관형사의 역할을 하지

반면 관형사는 철저하게 활용되지
관형사가 대명사를 수식할 수 없게

않는다.

않고 한정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므로
된다. 이것은 대명사가 화자나 청자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확정된 한정적 지시대상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유일하게 확

정된 대상을 다시 한번 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서 형용사는
한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형사절 안에서 주어의 특성이 어떠함을
서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19) 따라서 한국어에서 형용사 + 대명사 구조는 자

연스럽게 보이는 것이고 당연히 받아들여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한국어와 러

시아어에 있어서 이러한 구문의 차이는 대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의 기능이 같
지 않기 때문이다.

19)

결론부분에서 형용사와 관형사를 좀더 명확하게 구분하고 한국어와 노어의 형용사
기능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정리할 펼요가 있다는 본 논문 심사자의 요구가 있었다
는 것을 밝힌다

이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거론되지

문제와 더불어서 차후의 연구에서 정리하도록 하겠다

않은 형동사(lIpH'IaCTHe)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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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3IJye

CpaBHeHHe KOHCTpyKQHH “-npHnaraTenbHOe

+

MeC·I-oMMeHMe ” KopekCKoro g3HKa c pycCKMM.

AH ， 6ξH-nXaJl

nO Ha6JlJOlleH싸o MaCJJ08a0987 167) H Ce깨 8epCT08μ0988 35-36)

8 pyCCKOM

jf3blKe JJH 'iHble MeCTOHMeHHjf He CO 'i eTaIOTCjf C OnpelleJJeHHjfMH-npHJJaraTeJJbH blM l

’-

1) Mo~ co6eceaHHua(CenHBepcToBa 1988, 35)
‘나의 대화상대자’
1 ’) *Mo~ TbI
Mo ß aoporoß HBaH HBaHOBH4 (CenHBepcToBa 1988, 36)

2)

‘나의 사랑하는 이반 이바니치’
3) *Mo~ apyra~ TbI (CenHBepcToBa 1988, 36)

4) rny6oKoYBa*aeM뻐 뼈 aH HBaHoBH4(CenHBepcToBa 1988, 36)
5) *YBa*aeMblH TbI (CenHBepcToBa 1988, 36)

3Ty ocoõeHHOCTb MO*HO HaÕJJlOllaTb He TOJJbKO 8 pyCCKOM , HO H B aHrJJHRcKOM
jf3 비 Ke.

B KOpeßCKOM jf3hlKe MeCTOHMeHHjf H co6cT8eHHμe CymecT8HTeJJbHhle xopomo

CO 'i eTaIOTCjf C onpeaeneH깨뻐 -npHJJar a TeJlbHbI빼 B npeMO*eH째 6 ’), 7 ’), 8 ’):

6) 써Hblß 4enOBeK

6 ’)

지혜로운 사람
YMHbI깨

7)

7’)

?

4enoBeK

YMH뻐 HBaH HBaHOBH4

지혜로운 이반 이바니치
YMHblß HBaH HBaHOB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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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YMHbIη 。H
지혜로운 그(를 보면

8')

)

YMHblll OH

B .ll aHHoß paõoTe o Õb $l CW!e TOI , nOl!e My B pyCCKOM

$I 3 b1 Ke

He Jl b3 $1

C04eTaTb

MeCTOHMeHH꺼 H COÕCTBeHHble cymecTBHTe Jl bHbIe C onpe .ll e Jl eHH $l MH-npHJl araTe Jl bHblM H ,

a B KopeHcKoM - - 3TO B03MO*HO.
CaMa $l r Jl aBHa $l npH4HHa B 3TOM pa3 J1H4HH - - 3TO pa3HHua ~yHKUI써 npH Jl araTe Jl bHOrO

B pyCCKoM H KopeHcKoM

$I 3bIKe.

B KOpeHCKOM $1 3 피 Ke npHJlaraTe JlbHμe

Cnp $l ra lO T KaK r Jl aro Jl H ~yHKUHOHHpyIOT He Onpe.ll e Jl eHHeM , a cKa3yeMbIM B a .llHO-

MHHaJlbHO외 ~pa3e ， 4TOÕbI OnHCbIBaTb cymecTBHTe Jl bHylO rpynny(NP).

B 3TOM

c Jly4ae

。 npe.lleJleHI깨$I -npHJl araTeJl bHbIe ~OpMHpyIOT a .llHOMHHa Jl bHylO ~pa3y. To eCTb C04eTaHHe

onpe .ll e Jl eHHH-npH Jl araTe Jl bHbIX

C

MeCTOHMeHH $l MH

B

KOpeHCKOM

$I

3bIeKe

HMeeT

CHHTaKCH4eCKH rπYÕOKylO CTpyKTypy , He KaK CJl OBOC04eTaHH $I, a KaK COe .llHHeHH $I
a .llHOMHHa Jl bHOH ~pa3bI C cy띠eCTBHTe Jl bHO 잉 rpynnoß.
npHJlaraTeJl bHOe B pyCCKOM

$I 3bIKe

HMeeT ~yHKUHIO Onpe.lleJleH깨 cymecTBHTeJlbHOr。

(N) 4epe3 onpe .ll e Jl eHHe-npH Jl araTe Jl bHOe , HO B KOpe때 CKOM $1 3μKe npH Jl araTe Jl bHOe

’

HMeeT ~yHKUHIO He onpe.lleJleH깨 cymecTBI Te Jl bHOrO (N) , a onHCaHH J'I cyDlecTBI’TeJlbH。찌

rpynnμ(NP). 3TO 3Ha배 T ， npH Jl araTe Jl bHOe B KOpe때CKOM
r J1 aro Jl a

B

3KBHBa Jl eHTHOH

MeCTOHMeHH $l MH B pHcyHKe

PRO

c~epe

$I 3 b1 Ke

HMeeT XapaKTep

Onpe .lle JleHH때 -npHJl ara Te Jl bHbIX

C04eTaHH $I

9)

자상하다

L

너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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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I

자상한] 너

MH JIbIα T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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