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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독일어 이차적 부치사의

문법화와 구문화에 대하여

- entlang, abseits, entgegen,

zuwider, gleich를 중심으로 -

최근 독일어에서 일어나는 문법적 언어 변화 현상 중 두드러지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부치사의 분리 전철화 현상이다. 독일어의 부치사는 형성 시

기에 따라서 크게 일차적 부치사와 이차적 부치사로 나뉜다. 이 중 이차

적 부치사의 경우 신고지독어 시기부터 부치사로 사용되기 시작한 어휘들

인데, 이들이 최근 19세기~20세기 사이에 분리 전철로도 사용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적으로 해당 어휘들이 문법화를 거쳐서 새

로운 기능을 얻게 된 뒤, 구문화를 거쳐서 생산적으로 사용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현상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피기 위해

본고에서는 다섯 개의 이차적 부치사인 entlang, abseits, entgegen,

zuwider, gleich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분리 전철로 사용되게 되었는지 보

여주고자 한다.

문법화는 해당 어휘가 문법적인 기능을 더 가지게 되었는지를 나타낸

다. entlang, abseits, entgegen, zuwider, gleich 이 다섯 개의 이차적 부치

사들은 문법화의 기제 중 재분석과 유추에 의해서 문법화되었다. 문법화

가 되면서 독립적인 어휘였던 이들이 분리 전철로서 동사의 형태 구조 내

로 편입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해당 부치사들이 포함된 문장의 언

어적 맥락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abseits를 제외한 다른 부치사들은

주로 후치사로 사용이 되었기에 독일어의 어순 상 오른쪽 괄호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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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와 위치가 가깝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기존의 분리 전철

의 위치와 유사했기 때문에 언어 사용자가 해당 부치사들을 분리 전철로

잘못 인식하게 된 것이다. abseits의 경우는 부치사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주로 전치사로 사용이 되었기에 문장의 오른쪽 괄호와 가깝게 나타날 가

능성은 부사로 사용된 경우밖에 없다. 따라서 abseits는 부사에서 분리 전

철로 문법화 된 것으로 보인다.

구문화는 이차적 부치사로부터 새롭게 생겨난 분리 전철들이 하나의 독

립적인 언어적 단위로서 기능하는지를 나타낸다. 즉, entlang-X (X는 동

사)와 같은 구문이 언어 사용자에게 내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를

확인하려면 해당 언어적 패턴이 도상성, 생산성, 비합성성을 지니고 있는

지를 살펴야 하는데, 분리 전철 entlang, abseits, entgegen, zuwider,

gleich와 결합하는 동사들의 유형 빈도를 통해서 파악 가능하다. Entlang,

entgegen, gleich의 경우 결합하는 동사의 유형 빈도가 높고 그 의미적 분

포도 다양하여 언어 사용자에게 하나의 구문으로서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다. 반면 abseits와 zuwider는 유형 빈도가 매우 낮아 분리 전철

abseits와 zuwider가 하나의 구문으로서 내재되었다기 보다는 이들과 결

합하여 만들어진 abseitsliegen, zuwiderhandeln 등의 어휘들이 새로운 구

문으로서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정리하면 다섯 개의 부치사 모두 문법화를 통해서 분리 전철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구문화의 측면에서는 차이가 발생한다. entlang,

entgegen, gleich의 경우는 문법화 이후에 구문화를 거쳐서 독립적인 언어

적 단위로 언어 사용자에게 인식되어 있지만, abseits와 zuwider는 문법화

를 거쳐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기는 했지만 아직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단위로 받아들여지지는 못하고 있다. 비록 다섯 가지의 예에 불과하지만

이 관찰을 통해서 분리 전철로 사용되고 있는 이차적 부치사가 동질적인

양상을 보여주지 않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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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언어는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현 시점에 있어서도 언어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 독일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언어 변화

에는 문법적인 변화와 의미적인 변화가 있다. 문법적인 변화는 특정한 언

어적 표현이 가지는 ‘기능’의 변화를 말하고, 의미적인 변화는 특정한 언

어적 표현이 가지는 ‘지시체’의 변화를 말한다. 언어 변화는 변화가 일어

나는 언어적 단위에 따라서 음운 변화, 형태 변화, 어휘 변화, 통사 변화,

의미 변화 등으로 나뉜다. 각 층위에 따라서 변화의 동기나 구체적인 양

상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모든 언어 변화에 있어서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그 현상이 점진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이다. 언어 변화의 점진성은 언어 사

용자로 하여금 그러한 변화에 둔감하도록 만들고 있다.

비교적 최근의 시점에서도 언어 변화는 실재하고 있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언어 변화 중 하나는 어휘 변화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개념과 새로운 대상이 생기고, 그에 따라 새로운 어휘들이 나타난다. 반면

에, 과거에는 존재했으나 현재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개념들과 대상

들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그것들을 가리키던 어휘들도 같은 운명을 맞

는다. 이러한 종류의 변화는 어휘의 의미적 영역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편적이며, 어느 언어에서나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변화이다. 이에 반해 문법적인 변화는 쉽게 목격하기 어렵다. 문법적인 변

화의 예로는 품사의 변화나 문장 구조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변화이며, 그렇기에 언어 사용

자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기 어렵다.

그런데 독일어의 경우에는 약간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

로 목격하기 어려운 문법적인 변화가 목격할 수 있게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은 독일어의 부치사(Adposition)를 중심으로 나타난다.1) 독일어의 부

1) 부치사는 전치사(Präposition), 후치사(Postposition), 환치사(Zirkumposition)를
모두 가리키는 말로, 특정 명사를 지배함으로서 부사어를 구성하는 품사를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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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는 부사, 형용사, 명사 등으로부터 문법화(Grammatikalisierung)를 거

쳐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부치사가 다시 문법화가 되어서 분리 전철

(trennbare Vorsilbe)로 나타나게 되었다. 독일어의 부치사가 문법화된 정

도에 따라서 일차적 부치사와 이차적 부치사로 나뉘는데(Lehmann &

Stolz 1992: 11 참조), 일차적 부치사는 이미 신고지독어 시기 초기부터

분리 전철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었고, 이차적 부치사의 경우 19세기 이후

활발하게 사용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Lehmann & Stolz(1992: 14)의 구분

에 따를 때 이차적 부치사에 속하는 것 중 많은 품사가 분리 전철로 사전

에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gegenüber, entlang, entgegen 등이

있다.2) 이들은 본래 부사로 쓰였지만, 신고지독어 시기에 부치사로 문법

화 되었고, 현재는 분리 전철로 사용되고 있는 어휘들이다. 명사를 지배하

여 부사어를 이루는 부치사가 동사의 일부분인 분리 전철로 변화하는 문

법적인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차적 부치사의 분리 전철화가 실제 존재함을

보여주고, 이 현상이 문법화론(Grammatikalisierungstheorie)과 구문문법

(Konstruktionsgrammatik)에서 볼 때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

고자 한다. 독일어 이차적 부치사의 문법화 현상을 살피는 데에 두 이론

이 사용된 이유는 두 이론 모두 특정 표현의 변화가 그 표현을 둘러싼 언

어적 맥락에서부터 발생한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언어 변화는 특

정한 언어 사용자의 인지적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문법화론과 구문

문법은 어떠한 인지적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놓은 이론이다.

두 가지 이론을 통해서 같은 현상을 살피는 것은 두 이론의 요점이 다

르기 때문이다. 문법화론은 특정한 언어적 표현이 문법화가 될 때 그 표

현이 본래 가지고 있던 어휘적인 성격을 잃고 점차 기능적인 성격을 가진

다고 가정한다. 그렇기에 문법화론에서는 특정한 언어적 표현이 언어 변

화를 통해 얻게 되는 새로운 기능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많다. 반면에 구

2) Duden 온라인 사전을 보면 gegenübertreten, entlanggehen, entgegenstellen
등의 어휘들을 찾을 수 있다. 각 항목에서 entlang, entgegen, gegenüber를 분
리 전철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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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법은 언어의 기본 단위를 의미와 형식의 쌍은 구문으로 보기에, 언어

변화를 관찰하는데 있어 새로이 생긴 표현이 어떤 종류의 구문인지에 중

심을 둔다. 즉 언어 변화를 통해 새로이 생긴 표현이 그 자체로만 의미를

가지는지, 아니면 다른 결합 가능성을 지녀 새로운 표현들을 지속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문법화론을 통해서 이차적 부치사가 어떤 인지적 과정을 거쳐서 부치

사 보다 더 기능적인 어휘 부류인 분리 전철로 변화되었는지를 밝히고,

구문문법을 통해서 분리 전철이 된 이차적 부치사가 하나의 생산적인 언

어적 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것인지를 밝혀 볼 것이다.

모든 종류의 이차적 부치사를 연구할 경우 이러한 목표를 가장 잘 달성

할 수 있겠지만, 이차적 부치사들 사이에서도 그 특징이 상이하기 때문에

동시에 연구할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3)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어 이차적 부치사 중 현재 분리 전철로 사용되고 있는 다

섯 개의 부치사 entlang, abseits, entgegen, zuwider, gleich를 선정하였

다.4) 이 연구에서는 다섯 가지의 부치사가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문법화가 되었고, 최종적으로 구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가늠해 볼 것이다.

2장에서는 독일어 분리 동사의 특징, 문법화론, 구문문법과 관련한 이론

적 내용을 개괄할 것이다. 독일어 분리 동사의 특징의 경우는 통사적으로

독일어 분리 동사가 문장 내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분리 동사의 통사적 특징은 이차적 부치사가 문법화 되는 데 결

정적인 언어적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문법화론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문법화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과 문법화 현

상의 특징에 대해서 상술할 것이다. 특히 이차적 부치사의 분리 전철로의

3) Lehmann & Stolz(1992: 14)를 보면 구(Phrase)도 부치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
차적 부치사는 구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떤 형태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가 가능하다.

4)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3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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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화에서는 재분석과 유추, 그리고 은유가 문법화의 주요 동인이기 때

문에 이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문법화의 특징은 여러 종

류의 문법화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들을 학자에 따라 정리한 것

인데, 이를 통해서 독일어 이차적 부치사의 문법화가 얼마나 다른 종류의

문법화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구문문법과 관련해서

는 구문문법의 중심 개념인 ‘구문(Konstruktion)’의 정의와 특징에 대해서

다루고, 구문문법의 입장에서 언어 변화를 어떻게 관찰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구문화(Constructionalization)’의 개념과 문법화와 구문화의 개념 차

이를 살펴볼 것이다.5)

3장에서는 다섯 개 부치사의 사용 양상을 DWDS(Das Digitales

Wö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에서의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할

것이다. 3장에서 다루는 것은 현재 다섯 개의 부치사가 부치사 뿐 아니라

부치사로 문법화 되기 이전인 부사, 형용사 등으로도 쓰이고 있음을 보여

줄 것이다. 아울러 분리 전철로 문법화 된 이후에 어떤 양상으로 사용되

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4장과 5장에서는 각각 문법화론과 구문문법의 입장에서 이 부치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논의해 볼 것이다. 다섯 개의 부치사들이

어떤 언어적 환경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문법화가 되었는지를 문법화론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을 4장에서 할 것이다. 5장에서는 4장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법화된 분리 전철들이 생산적이고 일반화된 구문

(Konstruktion)으로서 작용 가능한지를 구문화 이론에 비추어 검토해 볼

것이다.  

5) 구문화(constructionalization)의 경우 독일어로 하면 ‘Konstruktionalisierung’이
되겠으나, 아직 독일 문헌에서는 해당 단어가 발견되지 않기에 본고에서는 영
어 표현을 사용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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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독일어 분리 전철의 특성

독일어의 동사는 다양한 품사의 어휘와 결합하여 분리 동사를 이룬다.6)

아래는 Duden(2009: 697)과 Fleischer & Barz(2007: 328-347)에 제시된

대표적인 분리 전철들이다. 형용사나 명사 유래 분리 전철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장소’를 기본 의미로 가지고 있는 어휘들임을 알 수 있다.

(3) Dudenredaktion(2009: 697)

전치사 유래 분리 전철: ab, an, auf, aus, bei, durch, hinter, mit,

nach, über, um unter, vor wider, zu

부사 유래 분리 전철: her, hin, herunter, hinunter, dahin

형용사 유래 분리 전철: fest, frei, hoch

명사 유래 분리 전철: preis, stand, teil

(4) Fleischer & Barz(2007: 328-347)

ab, an, auf, aus, bei, ein, los, nach, vor, zu

위와 같은 분리 전철은 통사적 분포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진다.

6) 분리 동사의 형태론적 지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전통적인 합성과 파생의
구분을 통해서는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Fleischer &
Barz(2007)의 경우 분리 전철에 따라 합성과 파생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고,
Booij(2005)의 경우에는 네덜란드어의 비슷한 경우를 설명하면서 합성과 파생
의 중간적인 형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분리 전철을 접
사(Affix)라고 하기도 하고, 반접사(Affixoid)라고 하기도 하는 등 용어에도 통
일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분리 전철 및 분리 동사를 이르는 다양한 용어에 대
해서는 Duden 2009: 696 참조). 본고에서는 독일어 부치사의 형식적 변화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분리 동사 앞에 나타나는 an, her, teil 등의 요소를 ‘분
리 전철’(trennbare Vorsilbe)이라고 부르고, 그들이 포함된 동사도 ‘분리 동
사’(trennbares Verb)라고 명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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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리 동사가 정동사의 위치에 나타날 경우에는 분리 전철이 분리 되어

문장의 오른쪽 괄호에 위치하게 된다. 문장 내에서 정동사는 인칭, 수, 시

제, 태, 법에 따라 주어와의 일치를 보여야 하는 자리로, 보통은 왼쪽 괄

호 자리이다. 분리 전철은 동사 기저 부분이 주어와 일치를 보일 때 오른

쪽 괄호 자리에 위치하여 다른 문장 성분을 동사 기저와 함께 감싼다.

(5a)의 경우 분리 전철 an이, (5b)의 경우 분리 전철 teil이 문장의 맨 끝

에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5) a. anfangen: Heute fängt die Prüfung an.

b. teilnehmen: Hans nimmt an dem Judoverein teil.

2. 분리 동사가 정동사의 위치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결합되어 나타

난다. 독일어에서 동사가 정동사의 위치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모두 부

정사로 나타난다. 독일어에서 부정사의 형태는 원형부정사, 과거분사, 그

리고 zu 부정사 이렇게 3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형태에서 모두 분리 전

철은 동사 기저와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다.

(6) a. Hans will an den Judoverein teilnehmen.

b. Gestern hat die Prüfung schon angefangen.

c. Es ist sehr leicht, einen neuen Facebook-Freund hinzufügen.

(6a)에서는 화법조동사 wollen이 정동사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동사

teilnehmen이 원형부정사 형태로 문장의 오른쪽 괄호 자리에 나타났다.

이 경우 분리 전철 teil은 nehmen의 원형부정사 형태인 nehmen 앞에 붙

어서 나타난다. (6b)에서는 완료조동사 haben이 정동사 자리에 있기 때문

에 동사 anfangen이 과거분사 형태로 문장의 오른쪽 괄호 자리에 나타났

다. 이 경우 분리 전철 an은 fangen의 과거분사 형태인 gefangen 앞에 붙

어서 나타난다. (6c)에서는 einen neuen Facebook-Freund hinzufügen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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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로 나타나면서 동사 hinfügen이 zu 부정사의 형태로 zu 부정사 구의

오른쪽 괄호 자리에 나타났다. 이 경우에도 분리 전철 hin은 fügen의 zu

부정사 형태인 zu fügen의 앞에 붙어서 나타났다. (6b)와 (6c)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동사가 정동사의 위치가 아닌 경우 분리 전철은 기저 동사

의 굴절형에 변화를 주지 않고 그 변화된 형태 앞에 붙어서 나타난다.

이러한 분리 동사의 특징은 독일어 이차적 부치사가 분리 전철로 문법

화 되는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독일어 이차적 부치사의 분포 중에서

분리 동사가 부정형 동사로 나타날 때와 유사한 분포를 지니는 경우가 있

기 때문이다.7)

2.2. 문법화론(Grammatikalisierungstheorie)

문법화(Grammatikalisierung)는 문법적 언어 변화 중 하나로 어떤 언어

적 표현이 ‘문법성’(Grammatikalität)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더 가지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문법화’ 현상의 발견은 언어의 통사적

특징과 그로 인해 수반되는 의미적인 특징이 점진적으로 변해간다는 관찰

에서 출발한다. 문법화와 관련한 첫 기록은 Meillet에서 드러나는데,

Meillet는 “자립적인 어휘에 문법적인 성격이 옮겨지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8)9) 또 Kuryłowicz는, 문법화는 “한 형태소가 어휘적 지위에서 문

법적 지위로, 혹은 파생형에서 굴절형으로의 변화처럼 덜 문법적인 것으

로부터 더 문법적인 것으로 범위가 증가하는 현상”이라고 한 바 있다.10)

7) 자세한 논의는 4장 참조.
8) "the attribution of grammatical character to an erstwhile autonomous
word." (Meillet 1912: 131, Hopper & Traugott 2003: 19에서 재인용)

9) 물론 Meillet도 그 이전에 Humboldt나 Gabelentz와 같은 학자들의 영향을 받
았다. 문법화론의 역사에 관해서는 Hopper & Traugott(2003: 19-38)이나
Lehmann(2002: 1-7)을 참조.

10) "Grammaticalization consists in the increase of the range of a morpheme
advancing from a lexical to a grammatical or from a less grammatical to a
more grammatical status, e.g. from a derivative formant to an inflectional
one" (Kuryłowicz 1975: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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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문법화는 언어 변화 현상의 일종으로, 특정한 어휘가 시간이 흐름

에 따라 점차 지시적인 역할을 잃고 기능적인 역할을 얻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문법화를 연구하는 학문을 문법화론(Grammatikalisierungstheorie)라고

하는데, 문법화론은 언어를 공시적, 통시적인 두 가지 입장에서 동시에 살

피고, 언어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 설명한다. Hopper &

Traugott(2003: 1)에서는 문법화론을 가리켜 “언어 변화에 대한 연구 분

야로, 어떻게 어휘적인 요소나 구조가 특정한 언어적 문맥에서 문법적 기

능을 담당하게 되는지, 혹은 어떻게 문법적인 요소가 새로운 문법적 기능

을 발전시키는지를 연구하는데 중점이 있는 분야이다”..11) 문법화론은 크

게 문법화의 특징, 문법화의 기제 그리고 문법화의 모형 이렇게 세 가지

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문법화의 기제와 특징에 대해

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2.1. 문법화의 기제

문법화의 특징들은 문법화의 기제와 관련이 있다. 문법화의 기제는 상

당히 다양하고, 학자들에 따라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다르다. 대표

적인 것을 꼽자면, 은유(Metapher), 환유(Metonymie), 유추(Analogie), 재

분석(Reanalyse), 화용적 추론(pragmatic inference), 조화(harmony), 일반

화(generalization) 등이 있다(이성하 1998). 하지만 이 중에서 화용적 추

론, 조화, 일반화의 경우에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원인이 되는 경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은유, 유추, 재분석만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은

유는 문법화에서 의미적인 맥락과 관련이 깊은 기제이고, 재분석은 형태

11) “As a term referring to a research framwork, “grammaticalization” refers
to that part of the study of language change that is concerned with such
questions as how lexical items and constructions come in certain linguistic
contexts to serve grammatical functions or how grammatical items develop
new grammatical functions.” (Hopper & Traugott 200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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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맥락과 관련이 깊은 기제이다. 유추는 의미와 형태 모두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2.2.1.1. 은유(Metapher)

은유는 주로 의미 변화를 설명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기제이다. 은유는

어떤 대상을 속성적으로 유사한 다른 대상에 투영하여 설명하는 인지적인

힘이다. 독일어에서 은유의 기제를 통해 문법화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예

시로는 독일어 전치사 von을 들 수 있다. von은 본래 ‘출발점’을 의미하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12)

(7) a. Hans fährt von Stuttgart nach München.

b. Das Rathaus öffnet von 8 Uhr bis 18 Uhr.

c. Ich bin sehr müde von der Arbeit.

d. Das Bild über dem Sofa stammt von mir.

e. Das Wörterbuch von meinem Bruder ist teuer.

(7a)의 경우에는 von이 본래의 기본 의미로 사용이 되었지만, 이 의미

가 ‘공간’에서 ‘시간’의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7b)와 같은 용례로 사용이

되기 시작하였다. 영역은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von이 ‘시작’을 의미한다

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7c)의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영역에 투영되었다.

이 경우에도 (7a)의 용례와 비교해 봤을 때 ‘시작’이라는 속성을 공유하고

있다. (7a)의 Stuttgart는 그런 의미에서 (7c)의 die Arbeit와 대응된다. 이

러한 특성이 더 발전하여 (7d)의 경우에는 ‘소속’을 의미하게 되었다. von

이 ‘출발점’을 뜻하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원래 소속되었던 곳을 뜻하게

된 것이다. 이런 쓰임이 더 나아가서 현재 독일어에서는 (7e)와 같이 von

이 2격을 대신하여 쓰이는데 이르렀다.

12) von과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구명철(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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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은유는 어떤 언어적 표현이 추상적인

의미/기능을 갖도록 유도한다. Heine et al.(1991)에서는 이러한 원리를 정

리하여 문법화에 있어서 은유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은 지닌다고 소개하였

다.13)

(8) 사람 > 사물 > 활동 > 공간 > 시간 > 질

von의 경우는 ‚공간‘을 의미하던 어휘였는데, 위 예시를 통해 볼 때 공

간 > 시간 > 질의 방향으로 의미가 바뀌어, Heine의 관찰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2.2.1.2. 재분석(Reanalyse)

재분석은 언어 사용자가 언어 표현 간의 경계를 잘못 인식하는 것을 가

리킨다. 이성하(1998: 240)에 따르면 재분석은 학자들에 따라 “외형상으로

는 어떤 직접적이거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변화”(Langacker),

“언어 형태의 구조적인 경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Traugott)이라고 설명

했다고 한다. 즉 재분석은 언어적 표현의 형태의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

라 언어적 표현들이 서로 가지는 관계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독일어

에서 재분석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차적 부치사이다.14) 이차

적 부치사란, 신고지독어 시기에 들어와서야 부치사로 기능하기 시작한

어휘들을 가리킨다.

(9) an Statt der Lehrerin > anstatt der Lehrerin

(9)는 부치사 statt가 문법화 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statt는 본

13) Heine(2008)에서 재인용.
14) Anstatt를 비롯한 이차적 부치사가 다른 품사로부터 문법화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Lehmann & Stolz(199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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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명사로 ‘장소’, ‘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명사 Statt는 an과 함

께 쓰면 ‘~의 자리에서’라는 뜻을 가진 구를 이루었다(9a). 그런데 후에 이

의미가 ‘~를 대신해서’가 되면서 an과 Statt는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었

다.15) 이것이 시간이 지나자 언어 사용자들은 an과 Statt를 붙여쓰기 시

작하였다(9b). 본래 an은 Statt를 지배하는 부치사이고, Statt 뒤에 나타나

는 2격 명사는 Statt의 부가어였는데, 언어 화자들이 이러한 관계를 잘못

분석한 것이다. an과 Statt를 붙여썼다는 것은 곧 anstatt를 하나의 어휘

로 인식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하나의 부치사로 본 것이다. 이러

한 변화를 도식화 하여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0) [[an] [[Statt] [der Lehrerin NP] NP] PP]

> [[an Statt PP] [der Lehrerin NP] PP]

Hopper & Traugott(2003: 52)에서는 재분석이 중의성(ambiguity)과 가

추법(abduction)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의적인 언어적 표현을

가추법을 이용해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재분석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가추

법이란 일종의 추측 방법으로, 어떤 결과를 보고 그 결과의 원인을 생각

하는 방법이다. 가령 누군가가 소크라테스가 죽은 것을 보았을 때,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명제를 추론해 내는 과정을 뜻한다. statt의 예로 설명하

자면, 어떤 화자가 an Statt der Lehrerin이라고 말했을 때, 이 구는 두 가

지 방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전자는 an을 전치사로, Statt를

명사로 간주하는 것이고, 후자는 anstatt를 하나의 전치사로 간주하는 것

이다. 이때 어떤 화자가 전자의 입장에서 이 구를 발화하더라도, 어떤 청

자가 이를 후자로 인식하게 되면 그 청자에게는 재분석이 발생한 것이다.

재분석이 본질적으로 언어 화자의 인지적 문제이기 때문에 재분석은 사고

속에서 바뀐 언어의 구조가 표면화되기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 특성이

15) 일종의 은유가 발생한 것이다. Statt가 공간적인 의미의 ‘자리’에서 사회적 관
계의 의미의 ‘자리’로 의미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이 발생할 수 있
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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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6)

2.2.1.3. 유추(Analogie)

유추는 ‘A: B = C: x’와 같은 관계에서 x를 A: B의 관계로부터 추론하

는 것이다. 유추는 형태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유사한 언어적 표현에 다른

언어적 표현이 동화되거나 그에 맞추어 변화하는 현상의 기반이 된다. 유

추는 다양한 기제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앞서 언급한 은유나 재

분석도 유추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anstatt의 예를 더

깊게 살펴보면 그 변화과정에도 유추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17) anstatt der Lehrerin > anstatt des Gesetzes

anstatt가 an과 Statt의 결합이 아닌 일종의 부치사가 되자, 다른 부치사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의미를 가진 명사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본래 an Statt + 2격 명사 구조에서는 2격 명사구로 사람의 의미를 가진

어휘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유추적 적용으로 인해 Gesetz와 같은 사물명

사도 anstatt의 보족어로서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유추는

재분석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유추가 문법화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소 상이하

다. Hopper & Traugott(2003: 64)의 경우 유추는 문법화의 언어학적 증거

를 보여줄 뿐, 그 자체가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유추 자체로는 특정한 표현이 다른 표현에 영향을 끼치고 그 반대는 되지

않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의 Lehmann(2002)의

16) anstatt의 경우는 ‘붙여쓰기’라는 표면적인 형태로 드러나게 되었다.
17) 실제 코퍼스에 있는 예시로, 전체 문장은 아래와 같다.
[…] so gründeten sich doch diese mehr auf die Gewohnheit, als auf
schriftliche Gesetze; oder besser zu sagen, der Wille des Fürsten war
anstatt des Gesetzes. (DWDS,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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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문법화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했다. 이

론적으로 어느 편이든지 간에, 유추가 언어 표현 간의 다양성을 줄어들게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것으로 보인다(이성하 1998: 230). 유추는 언어

적 표현 간의 동화 현상을 일으킴으로서 표현들 사이에 계열적인 평균화

및 일반화를 야기시키기 때문이다.

2.2.2. 문법화의 특징

아래에서는 학자들에 따라 문법화를 어떤 현상으로 포착을 하고 있는지

살필 것이다. 아래의 내용은 본 연구에서 다룰 독일어 이차적 부치사가

실제로 문법화 된 것인지를 살피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우선 Lehmann(2002)은 통합적 관계와 계열적 관계에서 문법화의 원리

를 살폈다. 문법화가 일어나면 어떤 요소가 통합적, 계열적 관계에서 위치

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즉, 계열적인 관계에 있어서 유

동적인 것은 구체적인 기능을 가지면서 다른 표현으로의 대체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 통합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요소들

이 특정한 위치에 고정되게 된다.

(12) a. Das ist mein Bleistift.

b. Der Bleistift ist meiner.

c. *Das Bleistift ist meiner.

(13) a. [...], der drei Meter hoch auf Stützen das ganze Dach längs

durchquert.

b. Sie streichen die Daumen längs der Kohlen.

c. *Sie streichen die Daumen der Kohlen längs.

(12)은 계열적 유동성이 문법화가 되면서 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독일어

의 관사는 지시대명사에서 문법화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시대명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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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의 경우 명사의 성에 관계 없이 사용이 가능했는데(12a), 이것이 관사

가 되는 경우에는 명사와 성, 수, 격에서 정확한 일치를 보이지 않으면 비

문법적이게 된다(12b, 12c). (13)은 통합적 유동성이 줄어든 경우로, längs

의 경우 부사로 사용할 경우에는 문장 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이 등장할 수

있었으나(13a), 부치사로 문법화가 된 이후에는 자신이 지배하는 명사 앞

에만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13b, 13c).18)

위와 같이 계열적 유동성과 통합적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수적으

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온전성의 감소와 구조적 영역의 축소이다. 온

전성의 감소란 계열적 유동성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언어 표현

자체의 음운적인 무게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앞서 anstatt가 statt가

되는 현상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다. anstatt가 전치사와 명사의 조합이 아

니라 하나의 부치사가 되면서 an Statt일 때의 의미가 많이 상실되었

다.19) 독일어에서 전치사와 정관사가 합쳐져서 vom, aufs 등과 같이 나

타나는 것도 같은 예이다.

(14) a. am Montag

b. an dem Montag

(14a)와 (14b)의 결정적인 차이는 Montag이 화청자 사이에서 특별하게

정의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것인지의 차이이다. (a)는 일반적인 월요

일을 가리키지만, (b)는 대화 참여자만 알고 있는 특정한 월요일 하나만

을 가리킨다. (a)와 같은 관사의 기능을 의미론적 한정성, (b)와 같은 기

능을 화용론적 한정성이라고 하는데, 독일어 정관사의 접어화

(Klitisierung)는 관사가 오직 의미론적 한정성의 기능만을 가지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감소라고 볼 수 있다. 화용론적 한정성이 사라지면서 관사가

가진 기능이 하나로 고정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20)

18) 위 예시는 구명철(2015: 135-141)을 참조하였다.
19) Statt가 ‘자리’라는 의미를 더 이상 표상하지 못하게 되었다.
20) 독일어 관사의 접어화에 대해서는 Nübling(200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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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영역의 축소는 통합적 유동성이 줄어들 때 생겨난다. 앞서 언급

한 längs의 경우는 부사로 사용될 때에는 동사구 전체가 그 구조적 영역

이었다면, 전치사로 쓰이게 되면서는 동사구 내에 있는 특정한 전치사구

내로 축소가 되었다. 이는 어순에서의 제약을 만들었는데, 가령 부사인 경

우에는 단독으로 전장에 나설 수 있었지만(15a), 전치사가 된 이후에는 지

배하는 명사와 함께 움직여야만 한다(15b). 즉, (15a)의 längs는 동사구와

의미적으로 직접 연결되지만, (15b)의 längs는 지배하는 명사인 der

Kohlen와 함께 나타나야만 동사구와 연결이 된다.

(15) a. Längs hat er das ganzen Dach durchquert.

b. Längs der Kohlen streichen sie die Daumen.

정리하면, Lehmann에게 있어서 문법화는 언어 체계 내의 불안정한 상

태를 안정한 상태로 스스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언어 표현

중 자립적이었던 대상들이 문법화를 거치면서 고립되고 규칙에 지배받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Lehmann은 문법화의 기제 중에서 유추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유추는 언어 표현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면서 언

어 체계의 불안정성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Lehmann이 문법화의 결과가 언어 체계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집중했다

면, Hopper(1991)는 문법화가 시간에 따라 진행되는 양상, 특히 의미와 형

태 사이의 관계에 집중하였다. Hopper에 따르면 문법화는 단절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진다고 보았다. 이를 층위화

(layering)라고 표현했는데, 문법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중 어느 한 시점을

보면 문법화 되기 이전의 형태와 문법화된 형태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독

일어에서 분리 전철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일차적 부치사들은 부치사

로서도 여전히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a)에서 mit은 wem을 지배하는

3격 지배 전치사로 사용이 되었고, (b)에서 mit은 nehmen의 일부인 분리

전철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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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 M it wem gehst du einkaufen?

b. Beim Einkaufen nehme ich immer meinen Mann mit.

이와 더불어 Hopper(1991)는 의미와 기능의 측면에서 보자면 문법화에

서는 분화(divergence)와 전문화(specialization)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분

화는 문법화를 통해 새로운 의미 혹은 기능이 얹어지면서 해당 언어적 요

소의 기능이 문법화 이전에 비해 다수가 되는 현상을 뜻한다. 이는 층위

화와도 관련이 깊다. 문법화를 시점에 따라 살피게 되면 하나의 표현이

문법화 정도에 따라 여러 표현으로 쓰이게 되기에 층위화로 볼 수 있지

만, 어휘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의미가 여러 가지로 분화된 것이기 때문이

다.

분화가 하나의 언어적 표현 내에서 발생하는 일이라면 전문화는 하나의

기능에 대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킨다. 문법화가 발생하게 되면 경우

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언어적 표현이 하나의 공통된 기능을 표현하는 현상

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 각각의 표현들은 경쟁을 거치게 되고, 그 결

과 가장 전문화된 소수의 표현들만이 해당 기능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전문화는 독일어의 수여자 수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수여자 수동은 3격

목적어를 주어가 되게 하는 수동의 한 종류로, bekommen, kriegen,

erhalten 등의 동사를 통해 유도된다.21) 하지만 이 중에서 bekommen은

문어와 구어 모두에서 잘 쓰이고, kriegen은 주로 구어에서, erhalten은 특

정한 동사와만 쓰인다. 독일어 수여자 수동 조동사 중에서는 bekommen

이 가장 전문화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1) 독일어 수여자 수동 조동사의 문법화에 대해서는 Askedal(200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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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구문문법(Kontruktionsgrammatik)

2.3.1. 구문의 정의와 구문문법의 원리

구문문법, 혹은 구문문법적 관점은 언어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으로,

모든 언어적 표현을 일종의 ‘구문’(Konstruktion)으로 살피는 관점이다. 구

문문법에서 말하는 구문은 Goldberg(2006)에 나타나 있듯 다음과 같은 정

의를 가진다.

(17) 구문의 정의

Any linguistic pattern is recognized as a construction as long

as some aspect of its form or function is not strictly

predictable from its component parts or from other construction

recognized to exist. In addition patterns are stored as

constructions even if they are fully predictable as long as they

occur with sufficient frequency. (Goldberg 2006: 5)

그것의 형태나 기능의 몇몇 측면이 그것의 구성요소나 다른 존재

한다고 인식되는 구문로부터 엄밀하게 예측 불가능한 경우 그 언

어적 패턴을 구문이라고 한다. 또한 완전히 예측 가능하더라도 충

분한 빈도로 나타날 경우 그 언어적 패턴은 구문으로 머릿속에

저장된다.

정의에 따르면 거의 모든 언어적 표현은 구문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소쉬르가 말한 바와 같이 단일한 언어적 기호는 형태와 의미 간의 관계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일한 언어적 표현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측면에

서 구문으로 간주된다.22)또한 특정 언어적 패턴이 충분한 빈도로 사용될

22) 소쉬르의 경우는 특히 단어를 중심으로 이와 같은 특성을 설명하였다. 즉,
‘나무’라는 대상이 Baum 혹은 Tree로 발음되는데에는 어떤 일정한 원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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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구문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복수의 언어적 표현의 결합

체 또한 구문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Goldberg(2003: 2)에 따

르면 구문의 종류는 아래와 같은 스펙트럼을 지닌다고 하였다.

(18) Goldberg(2003: 2) 규모에 따른 구문의 예시들

초기 구문문법은 숙어나 관용어와 같이 그 의미가 구성요소의 의미를

합성함으로써 도출되지 않는 언어적 표현들을 주요한 연구 대상으로 생각

하였으나, 인지언어학과 궤를 같이 하면서 촘스키 중심 언어학에 반대되

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소쉬르(2006)를 참조하라.

구문 형태/예시 기능
형태소 e.g. anti-, pre-, -ing
단어 e.g. Avocado, anaconda
복합어 e.g. Daredevil, shoo-in
숙어 (채워진) e.g. Going great guns
숙어 (부분적으

로 채워진)

e.g. Jog (someone’s)

memory
이중 변수-조건

구문

(Covariational-

Conditional

construction

Form: The Xer, the Yer

(e.g. The more you think

about it, the less you

understand)

의미: 독립변수와 종

속 변수를 연결함

이중타동 구문

(Ditransitive

construction)

Form: 주어 [동사 목적어1

목적어2]

(e.g. He gave her a Coke;

He baked her a muffin)

의미: 전이 (의도 혹은

실제 상황)

수동태

Form:

주어 조동사 과거분사 (by

전치사구)

(e.g. The armadillo was hit

by a car)

담화 기능: 피동주

(undergoer)의 주제화

혹은 동작구(agent)의

주제화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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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새로운 문법론으로 부상하였다. 구문문법에서는 앞서 정의한 구문을

기준으로 언어를 분석한다. 가령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기존의 문법이론에

서는 동사를 중심으로 논항 구조를 분석하는데 치중했다면, 구문문법에서

는 개별 단어의 차원을 넘어서는 ‘구문’이 적용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

기에 아래와 같은 기존의 의미론으로는 분석이 어려웠던 문장도 쉽게 분

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Goldberg 1995: 29).

(19) a. Sam sneezed.

b. Sam sneezed the napkin off the table.

(19a)의 sneeze는 본래 자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데,

(19b)와 같은 표현들은 실제 영어에서 사용되고 있다. 기존의 의미론적인

접근을 했다면 sneeze에 새로운 의미가 하나 더해져서 그에 따른 새로운

논항구조가 생겼다고 하겠지만, 구문문법에서는 sneeze에 ‘결과격 구문’이

입혀진 것으로 해석을 한다. 결과격 구문은 주어-동사-목적어-보어의 형

태와 목적어가 동사가 나타내는 명제내용으로 인해 보어에 해당하는 결과

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를 가진 구문이다. 구문문법에서는 sneeze라는 동

사는 본래 자동사가 맞는데, 이 동사에 결과격 구문이 더해지면서 목적어

를 가질 수 없던 동사 sneeze가 목적어를 가져도 문법적으로 문제가 생기

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위와 같은 구문문법의 분석에서 구문문법의 중요한 특징 3가지를 찾아

볼 수 있다. 하나는 구문문법은 어휘부와 문법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23) 모든 구문은 문법과 어휘부의 두 극단을 잇는 연속체 위

23) “Sie liegen alle im Grenzbereich zwischen Lexikon und Grammatik. Mehr
noch: der Verzicht auf die traditionelle klare Grenzziehung zwischen
Lexikon und Grammatik ist eine der wichtigsten Grundannahmen der
KxG.” (Dobrovol’skij 2011: 113)
그것들(구문들)은 어휘부와 문법의 경계영역에 놓여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분명한 어휘부와 문법 사이의 전통적인 경계짓기를 포기하는 것은 구문문법의
가장 중요한 가정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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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점에 해당한다. 앞서 언급한 결과격 구문은 문법의 일부라고 규정

하기도, 어휘로 규정하기도 어렵다. 어휘로 규정하기에는 구체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아서 어렵고, 문법의 일부라고 규정하기에는 규칙만으로는 설

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24) 다른 하나는 표층 구조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기존의 주류 문법론인 변형생성문법에서는 모든 문장을 설명하는

데 기저형과 표면형을 가정하고 기저형에서 표면형으로의 변형생성 규칙

을 통해서 구체적인 발화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구문문

법에서는 기저형을 따로 상정하지 않는다. 변형 규칙이 없이 의미 혹은

기능이 곧바로 형태에 적용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구문과 구문 사이

에 네트워크가 있다고 상정한다. 구문들이 서로 관련이 되어 있고, 그 네

트워크를 통해서 언어 화자가 새로운 문장을 구문으로 해석하여 인식이

가능하다. 구문 간의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은 아래 도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20) Ziem & Lasch (2013: 97)

[SATZ]

[[NPNOM][intr. VERB]] [[NPNOM][tr. VERB][NPAKK]]

[[NPNOM][weinen]] [[NPNOM][lachen]] [[NPNOM][drücken][NPAKK]] [[NPNOM][mögen][NPAKK]]

위 도식은 문장이 자동사 구문과 타동사 구문으로 나뉠 수 있고, 자동사

는 weinen, lachen 구문 등으로, 타동사 구문은 drücken, mögen 구문 등

24) 여기서 문법은 촘스키 식의 구 구조 규칙을 가리킨다. 구 구조 규칙에서는
어떤 구가 어떤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정의하지만, 특정한 구성요소
가 어떤 역할을 가지게 되는지까지는 정의하지 않는다. 그러한 부분은 어휘부
에게 담당을 시킨다. 촘스키식의 구 구조 규칙에 대해서는 Carnie(2007)을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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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Konstruktikon’이라고

부른다.25) Konstruktikon은 위계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상위에 있는 구문

이 하위에 있는 구문에게 속성을 상속하여 준다. 하위 항목은 상위 항목

의 ‘빈 자리’를 채워가면서 점점 더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어 간다.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 간의 관계는 다의 관계, 부분-전체 관계, 예시 관계, 은

유적 확장 관계를 가진다. 다의 관계는 상위 항목이 가지는 다의성이 하

위 항목에서 구체화 되는 관계를 뜻하고, 부분-전체는 하위 항목이 상위

항목의 부분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말한다. 예시 관계는 위 그림과 같이

해당 구문에 해당하는 예시가 하위 항목에 나타나는 경우이고, 은유적 확

장 관계는 상위 항목의 구문이 가지는 의미가 은유에 의해서 다른 영역에

적용되는 것을 뜻한다.26) 구문은 서로 위와 같은 관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언어 화자는 이러한 구문적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놓인 언

어적 표현을 해석하고, 생산한다고 구문문법에서는 가정한다.

구문문법의 마지막 특징은 구문문법이 사용-기반 문법론이라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결과격 구문과 같은 추상적인 구문을 구문문법에서는 구체적

인 예시들의 높은 빈도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한다고 본다. 같은 유형의 다

양한 예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언어 화자들이 그 예시를 일

반화하여 추상적인 구문들을 두뇌에 형성한다고 보는 것이다. 구문 형성

에 중요한 빈도는 출현 빈도(token frequency)와 유형 빈도(type

frequency)가 있다. 유형 빈도가 높을수록 해당 유형의 추상적 구문이 생

겨난다. 예를 들면 타동사 구문의 경우, essen, lessen, sehen과 같은 동사

들이 대격 목적어와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그로부터 언어화자가

[동사 + 대격 목적어]를 일반화된 구문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다.27)

반면에 출현 빈도가 높으면 해당 출현형을 가진 숙어와 같은 구문이 생겨

나게 된다. 가령 어떤 언어 화자가 언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여 jmdn.

die Daumen drücken(기원하다)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이 표현

25) Konstruktion(구문)과 Lexikon(어휘부)의 혼합어(Blending)이다.
26) Kontruktikon에 대한 자세한 예시 및 논의는 Goldberg(1995)를 참조.
27) 유형빈도와 출현빈도에 대한 예시는 Ziem & Lasch(2013:104)에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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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언어 화자들 사이에 반복적으로 사용이 될 때에야 그 구체적인 어휘와

어순이 하나의 구문으로 언어 사용자들에게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이다. 사

용 기반적인 구문문법의 특성은 구문문법이 언어 변화 및 언어 습득 연구

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한다.

2.3.2. 구문화(Constuctionalization)

구문화(Constructionalization)란, 본래 없던 구문이 생성되거나, 존재하

던 구문의 구조가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Traugott & Trousdale 2013). 구

문화는 문법화와 마찬가지로 언어 표현의 점진적 변화를 포착한 것이

다.28) 그렇기에 문법화와 마찬가지로 구문화도 재분석과 유추, 은유 등 문

법화의 주요 기제들을 똑같이 주요 동인으로 생각한다. 다만 구문화의 경

우에는 구문문법의 관점으로 언어 변화를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문법화론

과 다소 차이가 있다. 아래 내용에서는 문법화와 구분되는 구문화의 차이

점을 중심으로 구문화를 살필 것이다.

Trousdale(2014)에 따르면 구문화는 구문화를 통해서 새롭게 나타난 표

현은 새로운 형태통사적, 혹은 통사적인 속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에서 문

법화와 구분이 된다고 하였다. 또 문법화처럼 어떤 요소가 보다 작은 단

위로 줄어들어 가는 현상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구문화를 일

으키는 동인은 크게 세 가지인데, 도상성(schemacity), 생산성

(productivity), 그리고 합성성(compositionality)이 바로 그것이다. 구문화

로 인해 새로 생긴 구문은 도상성과 생산성이 높고, 합성성이 낮다는 특

징을 공유한다.

도상성은 어떤 구문이 추상화된 정도를 의미한다. 즉 구문화를 통해 생

긴 구문이 음운론적으로 약화되어 있고, 의미론적으로는 일반적인 것이

도상성이 높은 구문인 것이다.29) Trousdale(2014: 566)에는 영어의 부분

28) Diewald의 경우 구문화는 문법화를 좀 더 맥락 중심적으로 바라본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Diewald 2006:5). 문법화나 구문화의 구분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Fried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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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사를 예를 들어서 도상성을 설명하고 있다. a bit of, a shred of와 같

은 표현이 그 예인데, 이들은 모두 bit이나 shred의 의미가 일반화 되었

고, 또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음운론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므로 도상성이 높은 경우라고 하였다.

생산성은 어떤 구문이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관련

이 있다. 이는 구문문법이 사용 기반적 이론인 것과도 관련이 깊은 부분

이다. 문법적인 어휘의 경우 유형 빈도가 높을수록 구문화가 더 잘 이루

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어떤 언어적 표현의 유형 빈도가 높다고

해서 새로운 구문이 생겨났다고는 말할 수 없다. 구문화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형태-의미의 쌍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합성성은 구문의 의미가 그 구성요소로부터 예측이 가능한

지와 관련이 있다. 즉, 어떤 구문 C가 a와 b로 구성되어 있을 때 C의 의

미 c’가 a와 b의 의미인 a’와 b’의 합인 경우는 합성성이 높은 것이고, 그

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성성이 낮은 것이다. Trousdale(2014)는 새로이 생

겨난 구문은 내적인 합성성이 낮고, 언어 화자들은 이 구문의 일부분만

그 의미를 투명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새로운 언어적 표현이 특

정한 언어 화자에 의해서 생성이 되었을 때, 언어 화자들은 인지적 기제

를 활용하여 그 표현을 해석한다. 하지만 이것이 빈도가 높아지면서 구문

이 된다면, 그 구문은 특정한 형태와 의미의 연결체이기 때문에, 그 구문

의 구성요소로부터 의미를 도출해 내기보다 그 형태에 맞는 의미를 직접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앞서 문법화론을 살펴볼 때 들었던 statt의 예를 통해서 정리

해 볼 수 있다. 문법화는 Statt라는 명사가 어휘적 의미를 잃어버리고 기

능적인 요소가 추가되어 부치사 statt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지만, 구문화

는 [statt X]라는 새로운 도식(혹은 하위-구문)이 형성될 수 있는가에 주

목을 한다. 가령 statt가 특정한 종류의 명사와만 결합이 가능하도록 문법

화가 되었다면, 구문화의 입장에서는 명사 Statt가 부치사 statt이 된 것을

29) 음운론적으로 약화된 언어적 요소는 대개 기능적인 요소이다.



- 24 -

단순히 [statt X] 구문의 탄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X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할 것이다. 즉, 구문화는 문법화가 일어난 이후에 그 표현이

어떻게 사용될지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 이후 논의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entlang, abseits, entgegen, zuwider, gleich 이렇게 5개 부치사가 문법화

가 되었는지 언어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문법화론을 바탕으로 그러한 현

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는지 살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들 부

치사들이 새로운 구문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구문화 이론을 바탕으로 관찰

해 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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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ntlang, abseits, entgegen, zuwider, gleich

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사용 양상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어에는 많은 부치사들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entlang, abseits, entgegen, zuwider, gleich를 중심으로 부치

사의 분리 전철화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 다섯 개 부치사는

Lehmann & Stolz(1992)의 이차적 부치사 목록을 참고하여 고르게 되었

다. 선정 기준은 우선 분리 전철로서 현재 사용하는 흔적이 나타나야 한

다는 점, 그리고 이 연구는 이차적 부치사의 분리 전철로의 문법화가 전

체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모델 연구의 성격이 강하므로, 샘플로서 최

대한 상이한 성격을 지닌 부치사들이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entlang의 경

우는 3격 혹은 4격 명사를 지배하는 부사 유래 부치사이고, entgegen,

zuwider는 3격 명사를 지배하는 부사 유래 부치사이며, gleich는 3격 명사

를 지배하는 형용사 유래 부치사이고, abseits의 경우는 2격 명사를 지배

하는 부사 유래 부치사이다. 이번 장에서는 본고에서 다룰 부치사들의 언

어적 특징과 실제 언어 자료에서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 부치사들이 현재 분리 전철로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3.1. entlang

entlang은 사전적인 의미로 ‘~를 따라서’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이자 부

치사이다. 일반적으로 장소 부사에 붙어서 장소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쓰이거나, 3격 혹은 4격 명사를 지배하는 부치사로 사용이 된다. 부치사로

사용될 경우 지배하는 명사의 앞이나 뒤에 나타나며, 주로 뒤에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인다. Lehmann & Stolz(1992)에 따르면 entlang은 부사에서

문법화를 거쳐 3/4격 명사를 지배하는 부치사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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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a. Der große Heer zog nun südwärts an der Küste entlang.

b. Wir gingen der Allee entlang nach dem schönen

Wohngebäude zu.

c. [...], Als die Aufstellung von Landstreitkraften entlang der

kommunistischen Grenze.

d. Er tanzt mit ihr den Neckar entlang.

e. Schau entlang den Wiesengrund, von Viol’ und Maasslieb

bunt, Niemand sieht uns.

(21a)는 entlang이 장소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로 쓰인 모습이다. 여기서

entlang은 부사 an der Küste를 꾸며준다. (21b)는 entlang이 3격 명사를

지배하는 후치사로 쓰인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entlang은 der Allee를

지배한다. (21c)는 entlang이 3격 명사를 지배하는 전치사로 쓰인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der Quermauer를 지배하고 있다. (21d)는 entlang이

4격 명사를 지배하는 후치사로 쓰인 것을 보여준다. 여기서는 den

Neckar의 격을 지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1e)의 경우는 entlang이 4격

명사를 지배하는 전치사로 쓰였음을 보여준다. 이 경우 den Wiesengrund

가 지배를 받는 대상이 된다. 이렇듯 entlang은 품사에 따라, 또 다른 언

어적 표현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총 5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Entlang은 고대고지독어와 중세고지독어 시기에는 부사가 아니라 하나

의 구(Phrase)였다. 현대 독일어의 ‘in’과 ‘lang’(ahd. lanc)이 합쳐지면서

고대고지독어 시기에 andlang이 되었고(Grimm & Grimm 1971), 이것이

모음 변화를 겪으면서 중세고지독어에는 en(t)lanc가 되었다가(Pfeifer

1997), 이것이 바뀌어서 신고지독어의 entlang이 되었다고 한다.30)

분리 전철로서의 entlang은 현재 많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30) Bi dem mer in lanc(=dem Meer entlang)이라는 예시가 나타난다(Pfeifer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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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en 온라인 사전을 살펴보면 entlang이 분리 전철로 있는

entlanggehen, entlangfahren 등과 같은 동사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며, 그

패러다임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geht entlang과 같이 분리동사가 보여

주는 특징을 그대로 살려서 나타내고 있다.31) DWDS를 통해서 본 언어자

료를 보면 entlang이 분리 전철로 쓰인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

뉘는데, 하나는 entlang-동사가 자동사인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entlang-

동사가 타동사인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문장 내에 4격 목적어가 존

재하지 않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4격 목적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2)32) a. Sie war am Seeufer entlanggegangen und hatte sinnend auf

die Wasserfläche gesehen.

b. Es war nicht leicht, mit dem spirtzen Messer die Kernreihen

entlangzufahren.

c. In Richtung Osten konnten sie nun an der naturbelassenen

Grenze zu Tschechien und zu Polen entlangwandern.

(22a)의 entlanggehen은 자동사로 쓰인 경우이다. (22b)의 entlangfahren

은 타동사로 쓰인 경우이다. 목적어는 die Kernreihen이다. 자료를 살펴보

면 같은 동사임에도 자동사와 타동사의 쓰임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

다. 또 (22c)에서 알 수 있듯이 gehen과 fahren과 같은 특정 동사와만 결

합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뜻하는 많은 동사와 결합하여 분리 전철을 이

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1) Duden(2009: 698)에서도 entlang이 분리 전철의 예시로 나타난다.
32) 앞으로 이 글에 나타나는 예문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두 DWDS의
코퍼스로부터 가져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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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bseits

abseits는 사전적인 의미로 ‘~와 떨어져’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이자 부치

사이다. diesseits, jenseits 등과 같이 –seits 파생어이다. 단독으로 나타

나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이거나, 2격 명사를 지배하는 부치사로 사

용이 된다. Lehmann & Stolz(1992)에 따르면 abseits는 –s 파생을 통해

부사가 된 뒤 문법화를 통해서 2격 명사를 지배하는 부치사가 된 경우로

분류되고 있다.

(23) a. Jene finstre Gegend, von welcher sie sprachen, lag abseits

vom Dorfe.

b. Ich ging etwas abseits, machte meine Entwurf und führte

einige Strophen aus.

c. […] und zwar meist abseits der Straße im Gebüsch

versteckt.

(23a)에서 abseits는 vom Dorfe와 함께 동사 lag을 수식하는 부사로 사용

되었다. 부사 abseits는 (23b)에서와 같이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고

간혹 von 부사구를 수식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23c)에서 abseits는 der

Straße를 지배하는, 즉 2격 명사를 지배하는 전치사로 사용이 되었다.

DWDS에서 찾아본 자료에서는 abseits가 후치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찾을

수가 없었다.33)

abseits는 17세기에 존재했었던 같은 의미의 보다 일반적인 단어인

seitab에서 두 형태소가 서로 자리를 바꾸면서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17세기 초반에는 ‘멀리’라는 뜻의 부사로 사용되었고, 17세기 후반에

33) ‘einen Schritt abseits’와 같은 예시가 단독 부사구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있
기는 한데, 이 경우는 4격 명사와 장소부사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 맞다. 아직
까지 abseits가 4격을 지배하는 전치사로 보고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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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는 전치사로 쓰이기 시작했고, 그 의미는 ‘~와 약간 떨어진’이라고 한

다(Pfeifer 1997).

분리 전철로서 abseits의 위치는 그렇게 확고하지는 못하다. Entlang과

비교했을 때 그 경우의 수나 결합하는 방법의 종류에서도 현격하게 차이

가 난다. DWDS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이 현재 분사 형태로

나타나는 것 이외에 과거분사나 zu 부정사, 혹은 원형 부정사와 같은 예

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24) a. Ein Abseitsstehender, der seiner Kunst halb als Liebhaberei,

[…]

b. [...] und die von dem um kämpften Fabrikgelände abseits-

liegenden Truppen ließen sich entlich in den Untergang nicht

weiter hineinreißen.

c. Nachdem allgemein als Pflicht des neutralen Staates aner-

kannt wird, dass er abseitsstehe, kann man ihm auch nicht

zubilligen, [...]

(24a)에서는 abseitsstehend이라는 현재분사가 형용사의 명사화를 거쳐서

사용된 예시이다.34) (24b)는 abseitsliegend라는 현재분사가 형용사로 나타

나서 Truppen을 수식하고 있는 경우이다. (24c)는 독특한 경우인데,

abseitsstehen이 본동사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DWDS 전체에서 이와 같

이 abseits가 명백하게 동사로 쓰인 경우는 이 한 경우 밖에 없기 때문에

띄어쓰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예시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35)36)

34) Duden 온라인 사전을 검색해 보면 Abseitstehender라는 명사는 존재하지 않
는다.

35) DWDS에 있는 Kernkorpus 20과 Kernkorpus 21 전체에서 단 한 건만 나타
난다.

36) abseits와 stehen이라는 동사는 서로 잘 나타나는 단어들이다. Wortschatz
Universität Leipzig에서 stehen은 liegen과 함께 동사 중에서는 abseits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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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ntgegen

entgegen은 사전적인 의미로 ‘~와 마주하여’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이자

부치사이다. 단독으로 나타나서 동사를 수식하는 장소 부사로 쓰이거나, 3

격 명사를 지배하는 부치사로 사용이 된다. 부치사로 사용이 될 경우 지

배하는 명사의 앞이나 뒤에 나타난다. Lehmann & Stolz(1992)에 따르면

entgegen은 부사에서 문법화를 거쳐 3격 명사를 지배하는 부치사가 된

경우로 분류되고 있다.

(25) a. [...] soweit er der Bibel nach dem Verständnis der Refor-

matoren nicht entgegen war,. [...]

b. Bettvorleger und Staubtücher warden entgegen allen

Polizeivorschriften zum Fenster oder Balkon hinausge-

schüttelt [...]

c. In dem Artikel wird dann den Behauptungen entgegen

getreten, [....]

(25a)에서 entgegen은 양태부사로 쓰였다. 그 의미는 ‚반대하여‘이다.

Entgegen은 (25b)와 같이 전치사로 쓰여 3격 명사 allen Polizeivorschrift

en을 앞에서 지배하기도 하고, (25c)와 같이 후치사로 쓰여 3격 명사 den

Behauptungen을 뒤에서 지배하기도 한다.

Entgegen은 고대고지독어 시기에 ingagan이었고, 이것에 중세고지독어

시기에 음운변화를 거쳐 engegen이 되었고, 후에 신고지독어 시기에 ‘in’

혹은 ‘en’이 ‘ent’로 인식되어서 오늘날의 entgegen이 되게 되었다(Pfeifer

1997). Grimm 사전에 따르면 gagan이 gegen으로 변하게 된 것은 고대고

발생이 가장 잘 일어나는 단어이다. abseits의 바로 오른쪽에 나타날 수 있는
단어 중에서 다섯번째로 빈도가 높은 것이 stehen이기 때문에 인지적으로는
abseitsstehen을 하나의 동사로 생각하지 않았어도 코퍼스 상에는 띄어쓰기를
잘못한 사례가 나타났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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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독어 명사 gagani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gagani의 대격 형태가

gegini였고, 이것이 in과 결합한 형태인 in gegini의 영향을 받아서

engegen이 되었고, 후에 앞에 있는 en이 잘못 이해되어 ent가 되면서

entgegen이 되었다고 한다.

entgegen이 분리 전철로 사용된 것은 꽤 오래 전부터였다. 현재

entgegen은 다양한 동사의 분리 전철로서 생산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DWDS를 기준으로 할 때 이미 17세기 말~18세기부터 entgegen이 분리

전철로 쓰이는 동사의 과거분사형, zu 부정사 형이 나온다. 그리고 결합하

는 동사도 stellen, nehmen, setzen 등으로 의미의 편향 없이, 또 논항 구

조의 편향이 없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단어들은 이미

Duden 온라인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entgegen이 들어간 동사들은 부치

사 entgegen으로부터 격을 넘겨받아 3격 지배로 나타나거나 3격 목적어

를 취하지 않던 동사가 3격 명사를 취하게 된 경우가 많다.

(26) a. Da aber Lord Derby den Kapkolonisten soweit entgegen-

gekommen war, [...]

b. [...] um an der Beseitigung von Kriegsgefahr mitzuwirken

oder den Verfolgungen entgegenzutreten, denen sein Volk

ausgesetzt war.

c. [...] indem er ihr ein brennendes Streichholz oder ein in

Betrieb gesetztes Feuerzeug entgegenhält.

(26a)의 entgegenkommen은 3격 지배 동사로 쓰였으며, 이 예문에서는 과

거분사 형태로 나타났다. (26b)의 entgegentreten 역시 3격 지배 동사로

쓰였으며, 이 예문에서는 zu 부정사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26c)의

entgegenhalten의 경우는 3/4격 지배 동사로 쓰였으며, 이 예문에서는 3인

칭 현재시제에 일치하는 정동사 형태로 나타났다.



- 32 -

3.4. zuwider

zuwider는 사전적인 의미로 ‘~에 반대하여’라는 의미를 갖는 부사이자

부치사이다.37) 부치사로 사용이 될 경우 지배하는 명사의 앞이나 뒤에 나

타나며 주로 뒤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Lehmann & Stolz(1992)에 따르

면 zuwider는 부사에서 문법화를 거쳐 3격 명사를 지배하는 부치사가 된

경우로 분류되고 있다.

(27) a. Die haßerfüllte Art, sich über unsere Probleme zu verbreiten,

macht mir seine Sicht auf unser Land zutiefst zuwider.

b. Aber eben daraus siehet man auch, dass Jesu Reich geistlich

un himmlisch zuwider dem Vorgeben der Pharisäer, Juden

und fleischlichen Christen, [...]

c. […] aber schlechte Gemeinschaft ist dem Sprachsinne

zuwider.

(27a)에서 zuwider는 machen을 수식하는 양태부사로 쓰이고 있다. (27b)

와 (27c)는 부치사로 zuwider가 사용된 예시인데, (27b)의 경우에는 앞에

서 지배하고 있고, (27c)의 경우에는 3격 명사를 zuwider가 뒤에서 지배

하고 있다. zuwider는 대체로 명사를 뒤에서 지배하는 후치사 형태로 나

타난다.

Grimm 사전에 따르면, zuwider는 wider에 zu가 덧붙어서 만들어진 형

태로, 이와 비슷하게 형성된 부사로는 zuhin, zugegen 등이 있다. zuwider

는 중세고지독어 시기까지만 해도 사용된 바가 없으며, 중세저지독어의

towedder라는 형태로 그 모습이 나타난 적이 있다. 현재 독일어에서 본격

37) Duden 온라인 사전에는 형용사로 나타나지만, 서술적 용법으로 쓰이는 형용
사는 사실상 부사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부사라고 한다. 이와 같
은 내용에 대해서는 Welke(2007)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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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사용이 된 것은 zuwidern이라는 동사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였다

고 한다(Grimm & Grimm 1971).

분리 전철로서 zuwider가 생산적으로 사용되는지에 관해서는 abseits와

마찬가지로 확실하지 않다. zuwider를 분리 전철로 취하는 동사로는

zuwiderlaufen과 zuwiderhandeln 외에는 특별하게 발견되는 것이 없기 때

문이다.38) 이 두 동사는 DWDS 기준으로 이미 18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

하고, 과거분사, zu 부정사, 정동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이

동사들은 Duden 온라인 사전에도 등재가 되어 있고, 그 빈도수도 꽤 높

게 나타난다. 또한 이 두 동사의 경우 지배하는 격에 3격이 포함된 것으

로 보아 이 두 동사에 있어서는 zuwider가 분리 전철로 쓰인다고 볼 수

있겠으나, zuwider가 다른 동사와 결합하여 생산적으로 새로운 분리 동사

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다.

(28) a. […] die den Interessen des deutschen Reiches zuwiderlaufen.

b. Gegen U. War Anklage erhoben worden, weil er einer

Polizeiverordnung zuwidergehandelt habe, [...]

c. [...] weil auch beim besten Willen Einzelmaßnahmen einander

zuwiderwirken können, [...]

(28a)는 zuwiderlaufen의 예로, 3격 명사 den Interessen을 지배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28b)는 zuwiderhandeln의 예로, 역시 3격 명사인 einer

Polizeiverordnung을 지배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zuwiderwirken과 같은

동사가 (28c)와 같이 나타나기는 한다. 여기서는 Einzelmaßnahmen이 1격

38)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zuwider가 일반적으로 laufen과 handeln과
동시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동사에 비해 현격하게 높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겠다. Wortschatz Universität Leipzig를 살펴보면 zuwider와 동시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laufen과 handeln, 그리고 sein을 제외하면 아무 동사도 나타나지
않는다. 단, Wortschatz Universität Leipzig의 경우 비교적 최근의 자료만을
수집하기 때문에 과거에 zuwider가 다양한 동사와 결합했을 가능성은 그 자료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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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이고 einander가 3격 명사여서, zuwiderwirken이 3격 명사를 지배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예외적으로 나타나는 동사로는 zuwiderrufen,

zuwidersetzen, zuwidersprechen 등이 있는데, 이들은 오히려 최근으로 올

수록 그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39)

3.5. gleich

gleich는 사전적인 의미로 ‘~와 같은’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 부사, 그리

고 부치사이다. 다섯 가지 샘플 중 유일하게 형용사로도 사용이 가능한

어휘이다. 명사를 수식하거나 sein, werden, bleiben과 같은 동사와 함께

술부를 형성하기도 하고, 문장에서 단독으로 부사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

한 적게나마 부치사로 사용이 되는데, 이 때 지배하는 명사의 격은 3격이

다. Lehmann & Stolz(1992)에 따르면 gleich는 형용사에서 문법화를 거쳐

3격 명사를 지배하는 부치사가 된 경우로 분류되고 있다.

(29) a. Wir verfolgen die gleiche Philosophie und sind auf einer

Wellenlänge.

b. Als er schließlich doch unter der Erde lag, wollte ich meine

spät begonnene Berufstätigkeit nicht gleich aufgeben.

c. Gleich diesem und anderen Thurmschiffen hat der „Colossus“

(und sein Schwesterschiff „Majestic“) eine centrale gepan-

zerte Citadelle, [...]

39) 흥미롭게도 zuwiderlaufen, zuwiderhandeln을 제외한 다른 동사의 경우에는
19세기 이전의 자료를 보여주는 DTA(Deutsche Textarchiv)에서는 간혹 보이
는데, 20세기 이후 자료를 보여주는 Kernkorpus 20, Kernkorpus 21에서는 거
의 나타나지 않는다(DTA, Kernkorpus 20, Kernkorpus 21은 모두 DWDS에
속해있는 코퍼스이다). 그런데 19세기 이전 자료 중 많은 수는 zu 부정사 구
문에서 zu와 wider-동사가 붙여쓰기가 된 경우이다. 즉, zuwider가 분리 전철
로 작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Zuwider-동사가 실제로 다양하게 쓰이다가
종류가 줄어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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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a)에서 gleich는 한정적 용법으로 쓰인 형용사이다. 여성명사

Philosophie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 어미 –e가 붙었다. (29b)에서 gleich는

aufgeben을 수식하는 부사로 사용이 되었다. (29c)에서는 3격 명사

Thurmschffen을 지배하는 부치사로 나타난다.40)

gleich는 고대고지독어 시기에 gilīh였고, 중세고지독어 시기에는

g(e)līch였다가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gleich의 경우 그 연원

을 더 따져서 올라가면 게르만조어의 *lika-로 가게 되는데, 이 단어의 의

미는 ‘몸, 형태’라는 뜻이다. 여기서부터 ‘~의 형태를 가진’이라는 뜻이 나

와서 현재의 ‘~와 비슷한’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으로 본다(Pfeifer 1997).

분리 전철로서 gleich가 사용되는 것은 상당히 많다. gleich는 이미 18세

기부터 여러 동사의 분리 전철로 활용되었다. gleich와 잘 결합하는

stellen, setzen과 같은 경우 이미 18세기 초에 과거분사, zu 부정사 형태

가 나타난다. 그리고 다수의 gleich 동사들이 Duden 사전에 이미 등재되

어 있다. gleich가 3격 지배 부치사이기 때문에 3격 지배 동사인 경우가

많고, 전치사 mit과 함께 쓰이는 동사도 많이 나타난다. 이는 gleich가

mit과 함께 쓰이는 속성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30) a. Die beweglichen Versorgungseinrichtungen in Speisewagen,

Flugzeugen, aud See- und Binnenschiffen sind den Gemein-

schaftsküchen gleichgestellt.

b. Daß Geist ohne weiteres mit Sinnesempfindung und Energie

gleichgesetzt wird, [...]

c. Er ist beabsichtigt, die Stadt erst einzuschließen und durch

Beschuß mit Artillerie aller Kaliber und laufendem Luftein-

40) ‘Es ist mir gleich’와 같은 문장에 나타나는 gleich는 형용사이다.
Duden(2009: 361)에 따르면 형용사는 결합가를 지닐 수 있는데, 이 때 gleich
의 경우 ‘~는 …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결합가가 2이다.
Mir는 이 결합가 중 하나를 채우는 보족어로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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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z dem Erdboden gleichzumachen.

d. [...] die den handelnden Wirtschaftssubjekt keine Alternative

läßt und somit dem Zwang gleichkommt.

(30a)에서는 gleichstellen이 과거분사 형태로 나왔으며, 3격 명사

Gemeinschaftsküchen을 지배하고 있다. (30b)에서는 gleichsetzen이 과거

분사 형태로 나왔으며, mit 전치사와 함게 나타났다. (30c)에서는

gleichmachen이 zu 부정사 형태로 나타났으며, 3격 명사인 Erdboden을

지배하고 있다. (30d)에서는 gleichkommen이 3인칭 현재시제와 일치한

정동사 형태로 나타났으며, 3격 명사 Zwang을 지배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5개의 부치사 중에서

확실하게 문법화를 통해서 부치사가 분리 전철로 쓰이고 있는 것은

entlang, entgegen, gleich가 있으며, abseits의 경우는 불투명하고,

zuwider의 경우는 일부 동사에 한해서만 분리 전철로서 활발하게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앞으로는 위와 같은 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

어났는지를 문법화론과 구문문법 이론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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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법화론으로 살펴본 독일어 이차적 부치사의

분리 전철화

앞서 다루었던 문법화 기제에 따른 이론을 보면 문법화 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과정으로는 은유, 유추, 재분석이 있다. 아래에서는 3장에서 살

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기제들 중에 어떤 기제가 작용하여 이차적 부치

사의 분리 전철화를 야기시켰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각각에 대하여

2장에서 논의한 문법화의 특징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4.1. entlang

entlang의 경우에는 주로 재분석과 유추에 의해서 문법화 되었다. 재분

석은 이론적 논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형태적인 경계를 잘못 해석함으로

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유추는 비슷하면서 보다 일반적인 표현과 해당

표현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해당 표현을 바꾸어 놓는 것을 말한다. 두 기

제 모두 ‘형태적 유사성’에 근거한 문법화라는 특징이 있다. entlang의 경

우에는 어순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분리 동사 구조와 유사하고, 또 분리

전철이 대부분 entlang과 같은 품사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가

졌기 때문에 두 기제를 통해서 문법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기존의 분리 전철이 가진 특징과 entlang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분리 전철들은 Duden(2009: 697)에 따르면 부치사로부터 유래된 경우, 형

용사로부터 유래된 경우, 그리고 명사로부터 유래된 경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고 널리 쓰이는 것은 부치사

로부터 유래된 경우이다. 형용사나 명사의 경우 분리 전철이 되기 이전에

어휘적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동사와의 결합에 있어서

의미적인 제약이 생기지만, 부치사의 경우는 문법적인 의미가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다른 단어와 결합할 때 의미적인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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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다. 그 때문에 분리 전철의 대부분은 부치사가 차지하게 되

었고, 품사적으로 유사한 entlang 역시 유추적으로 분리 전철로 인식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1) ab, an, auf, aus, bei, durch, hinter, mit, nach, über, um, unter,

vor, wider, zu

(31)에 나타난 것은 분리 전철로 사용이 가능한 일차적 부치사들이다. 이

들 일차적 부치사들은 공통적으로 ‘장소’를 나타낸다는 특징을 가진다.

entlang과 비교해 봤을 때 품사로 보았을 때에도 유사하지만, 의미적인

부분을 고려했을 때에도 상당히 유사한 것이다. 특히 (31) 중에서 다음절

부치사가 유추적 사고에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빈도수가 높은

부치사의 경우 단음절이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entlang과 유사성이 다소

떨어지지만, 다음절 부치사의 경우 대부분이 2음절이기 때문에 유사하다.

또한 단음절 부치사의 경우 장소 이외에 다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 다음절 부치사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의미적 다의성도 적다는 점

에서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어순적인 측면에서도 분리 동사 구문과 유사점이 발견된다. 일반적

인 독일어 어순에 대한 이론을 살펴보면, 독일어 문장 중 중장(Mittelfeld)

에서는 부사의 경우 시간 부사 – 원인 부사 – 양태 부사 – 장소 부사

순으로 나타나게 된다.41) entlang은 그 의미상 장소 부사에 해당하기 때

문에 중장에 있는 부사 중에서 가장 뒤에 나타나게 된다. 부치사로 쓰이

는 경우라 하더라도 대개의 경우 후치사로 쓰이기 때문에 중장의 가장 뒷

부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entlang은 어순적으로 볼 때 문장

의 오른쪽 괄호와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놓이게 된다. 독일어에서 문장의

오른쪽 괄호에 올 수 있는 것은 복합동사구에서 정동사를 제외한 부분이

41) 여기서는 독일어의 위치장이론(Stellungsfeldertheorie)에 기반하여 설명할 것
이다. 위치장이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Dürscheid(2012: 87-105)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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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표적인 예로는 분리 전철, 과거분사, 원형부정사, zu 부정사 등이 있

다. 문장이 후치 어순을 이끄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정동사도 오

른쪽 괄호에 위치한다. 그렇기에 DWDS에서 entlang이 포함된 언어 자료

를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entlang이 독립적인 부치사구를 이루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마치 동사와 entlang이 동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었다.

(32) a. Das Herz bildet einen langen, cylindrischen Schlauch,

welcher der Rückenseite entlang läuft.

b. Da singen alle Frühlingslüfte,

Da duften und klingen die Blumendüfte,

Lieblich Rauschen geht das Thal entlang.

c. Nach Siegfrieds Tode reitet Siegmund mit den Nibelungen

von Worms an den Rhein und setzt nicht über, sondern

scheint den Strom entlang reisen zu wollen [...]

d. Kann man am Wasser entlang reiten?

(32a)의 경우에는 entlang이 der Rückenseite를 지배하는 후치사로 나타났

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이유 때문에 entlang은 문장의 오른쪽 괄호인

läuft 바로 앞에 나타나게 되었다. (32b)의 경우는 시문(Gedicht)인데, 마

지막 행의 entlang이 마치 gehen과 연결되는 것처럼 위치하게 되었다. 여

기서도 entlang은 das Thal을 지배하는 후치사라고 볼 수 있다.42) (32c)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인데, 여기서는 동사가 scheinen이고, scheinen이 zu

부정사로 reisen wollen을 취한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중장에 속하는 부

42) 사실 이 문장의 경우에는 분리 동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분리 동
사 entlanggehen도 ‘어떤 것을 따라서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다. 다만, 해당 문장이 1798년에 기록된 것이고, Google N-gram Viewer로 보
았을 때 entlanggehen은 20세기 이전에는 거의 자료가 없기에 해당 문장의
das Thal entlang을 부치사구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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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구인 den Strom entlang이 문장의 왼쪽 괄호(schient)와 오른쪽 괄호

(reisen zu wollen) 사이에 위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entlang과 reisen이 붙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32d)의 경우는 (32a),

(32b), (32c)와는 달리 장소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entlang이 쓰인 것

이다. entlang은 부사로 쓰일 때 많은 경우 an 부치사 구와 함께 나타나

고, 이 경우 an 부치사구 뒤에 위치하게 된다. 그래서 (a), (b), (c)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해당 문장의 본동사인 reiten과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게

되었다.

상기와 같은 두 가지 이유 중에 재분석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순에 있다고 본다. 의미적으로나 형태적으로 유사한 다른 어휘가 있는

데, 해당 어휘는 분리 전철로 문법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längs가 바

로 그 단어이다. längs는 entlang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부치

사로 2격 혹은 3격 명사를 지배한다. 하지만 längs는 주로 전치사로 쓰이

기 때문에 entlang과 같이 문장의 오른쪽 괄호에 있는 요소와 직접적으로

만날 일이 거의 없다. 그 때문에 längs는 유사한 의미와 유사한 품사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한 부분으로서 재분석이 일어날 수 없었고,

entlang은 동사의 한 부분으로서 재분석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아

래는 문법화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33) a. Sie sind dem Wässerlein entlang gegangen.

b. Eine grüne Wiese in Birkenau, die man mit dem Fahrrad

entlangfährt, [...]

c. Durch die Waldschlucht rauscht ein Bach heraus, der die

Winkel heißen soll, und dem entlang ein Fußsteig geht.

(33a)는 문법화가 되기 이전 부치사의 사용을 보여준다. 여기서 entlang은

독립적인 부치사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dem Wässerlein과 함께

entlang이 일종의 부치사구를 이룬다. (33b)는 문법화가 되어 entlang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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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 전철로 쓰인 경우를 보여준다. 이 경우 entlang이 동사의 일부가 되

기 때문에 entlangfahren의 목적어 die와 entlang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33c)를 보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해 지는데, entlang이 후치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후치사의 목적어가 관계 대명사로 나타날 때 관계대명사

바로 뒤에 entlang이 나타난다. 이는 entlang이 분리 전철로 문법화 됨에

따라서 통합적 관계에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준다. entlang이 후치사로 쓰

일 때에는 자신이 지배하는 명사와 더 긴밀하게 결합하여 문장 내에서 지

배하는 명사와 entlang이 붙어서 나타났지만, 분리 전철이 된 이후에는

동사와 더 긴밀하게 결합하여 문장 내에서 지배하는 명사와 붙어서 나타

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entlang이 부치사에서 분리 전철로 문법화 되는 현상은 일반적인 문법

화의 특징과도 상응한다. Lehmann(2002)이 제시한 계열적 유동성, 통합적

유동성의 감소의 측면에서 우선 살펴보면, längs와의 비교에서 살펴보았

듯이 entlang이 문법화가 되면서 대체 가능성이 줄어들어서 계열적 유동

성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통합적 유동성의 경우 entlang이 문법

화 되기 이전에는 부치사로서, 지배하는 명사와 함께 전장으로 나오거나

중장 내에서 필요에 따라 다양한 위치에서 나타날 수 있었지만, 문법화가

되어 분리 전철이 된 이후에는 동사와 반드시 결합해서만 나타나기 때문

에 통합적 유동성도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다.

Hopper(1991)가 제시한 층위화와 분화도 entlang에서 나타난다.

Entlang은 분리 전철로 문법화 되어 분리 동사의 일부분으로도 쓰이고 있

지만, 현재 부사나 부치사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문법화 현상

이 한 시점에서 볼 때 다양한 단계로 나타난다는 Hopper(1991)의 관찰과

같다. 또 본래 부사로만 쓰였던 entlang이 현재 부사, 부치사, 그리고 분

리 전철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을 분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문화의 경우는 entlang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세 가

지 기능 중 어느 하나만이 사용되고 나머지가 사용되지 않는 현상은

entlang에서 목격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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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bseits

abseits 또한 재분석의 기제를 통해서 문법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 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abseits가 분리 전철로 문법화는 이루어졌지만,

아직 생산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확신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다른

부치사들과는 달리 abseits의 경우는 부사에서 분리 전철로 문법화가 이

루어진 대상으로 보인다. 부치사로 쓰일 때 abseits는 거의 대부분 전치사

로 나타나기에 부치사로 쓰일 경우 어순 상 재분석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34) a. [...] und zwar meist abseits der Straße im Gebüsch

versteckt.

b. ich ging etwas abseits, machte meinen Entwurf und führte

einige Strophen aus .

(34a)는 abseits가 부치사로 쓰인 경우이고, (34b)는 abseits가 부사로 쓰

인 경우이다. abseits가 장소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위치장이론에 따라

부치사구는 중장에서 가장 오른쪽에 나타날 수 있지만, abseits가 명사 앞

에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abseits와 오른쪽 괄호에 오는 동사가 붙어서

표현되는 경우는 드물다. 부사로 쓰일 경우 abseits는 장소의 의미로 쓰이

기 때문에 부사 중에서는 중장의 가장 오른쪽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따

라서 entlang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분리 동사와 유사한 구문이 형성되게

된다. 이는 문법화된 abseits의 예시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35) a. [...] und die von dem umkämpften Fabrikgelände abseits-

liegenden Truppen ließen sich endlich in den Untergang

nicht weiter hineinreißen

b. [...] als hätte sie nur ein bisschen abseitsgestand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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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c. Deutschland darf im Kampf gegen die IS-Terroristen in

Syrien aus Siche der Bundesregierung nicht länger abseits-

stehen.

(35a)는 abseitsliegen이 현재 분사로 쓰인 경우이고, (35b)는

abseitsstehen이 과거 분사로 쓰인 경우이고, (35c)는 abseitsstehen이 원

형부정사로 쓰인 경우이다. 세 경우 모두 해당 동사가 포함된 절에 목적

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 (35a)의 경우 관식구를 일반적인 문장으로 풀어본

다면 ‘Die Truppen liegen von dem umkämpften Fabrikgelände abseits.’

가 되는데, 이 때 문장 내에 목적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35b)와 (35c)에

서도 다른 부사들은 많이 있지만 목적어로 쓰이는 명사는 나타나지 않는

다. abseits를 제외한 다른 부치사들의 문법화 양상을 볼 때, 만약 분리

전철로 쓰이는 abseits가 부치사로부터 문법화가 되었다면 abseits가 지배

하고 있었던 명사가 목적어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에 목

적어가 없다는 것은 abseits의 경우 부사에서 곧바로 분리 전철로 문법화

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다.

(36) a. Dass [er NP] [[abseits AdvP] stehe VP].

b. Dass [er NP] [abseitsstehe VP].

위의 (36a), (36b)는 abseits의 문법화 과정을 괄호 구조로 나타낸 것이다.

이전에는 abseits가 동사 stehen의 부가어로서 부사로 사용이 되었지만,

문법화가 되면서 abseits는 stehen의 일부인 분리 전철이 되었다. 장소부

사어의 문장 내 위치가 오른쪽 괄호에 근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언어 화

자에게 재분석의 기제를 통해 abseits와 stehen이 하나의 어휘로 인식되

게 된 것이다.

분리 전철로서의 abseits의 경우는 현재 굉장히 극소수의 사례만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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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있고, 또 대부분의 경우 동사로 나타나기 보다는 현재 분사 및 과

거 분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Duden 온라인 사전을 보아도 abseits

동사들은 등재는 되어 있지만 일종의 숙어처럼 붙여쓰기가 이루어지지 않

은 채 등재가 되어 있다.43) 아마도 stehen과 liegen과 같은 일부 제한된

동사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abseits를 분리 전철로 분석하지

않고 있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4.3. entgegen

entgegen은 많은 부분에서 entlang이 문법화 된 방법과 유사한 과정을

거쳐서 문법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entlang과 마찬가지로 재분석

과 유추를 통해서 분리 전철로 문법화가 되었는데, 품사적인 특징이나 어

순에서의 특징 모두 entlang과 유사하다. 아래 예문을 보면 그 유사성을

알 수 있다.

(37) a. Er war in Franckreich lieb dem Käyserthum entgegen.

b. Das zeitliche Nun wird der Ewigkeit entgegen gesetzt.

c. Dort wandl' ich still der Gräber Reih'n entlang.

d. Kann man am Wasser entlang reiten?

(37a)와 (37b) 모두 entgegen이 3격 명사를 지배하는 후치사로 쓰인 경우

이다. (37a)에서는 장소 부사가 2개가 나왔지만, in Franckreich는 배경을

뜻하는 의미이고, dem Käyserthum entgegen은 그 배경 안에서 구체적으

로 주어가 한 행동이 담겨 있으므로 더 뒤에 위치하게 되었고, 그 때문에

문장의 오른쪽 괄호 자리에 가깝게 위치하게 되었다. (37b)에서는 목적어

43) Duden 온라인 사전에서는 abseits stehen, abseits liegen과 같이 abseits 동
사들이 일종의 구(Phrase)로서 받아들여 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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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나만 취하는 setzen이 수동태로 쓰였기에 중장에 부사들밖에 나타날

수 없다. 여기에서는 하나만 나타났기 때문에 entgegen 부치사구가 오른

쪽 괄호에 있는 gesetzt와 가장 근접하게 위치하게 되었다. (37c)를 보면

(37a)에서 entgegen의 쓰임이 entlang과 상당히 유사함을 알 수 있다.

(37c)의 entlang 구는 still과 함께 wandeln을 수식하는 부사어인데, 이 중

장소의 의미를 가지는 entlang 구가 더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었기 때문이

다. (37d)를 보면 (37b) 또한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am

Wasser와 entlang이 모두 부사로 나타나는데, entlang이 an 전치사구 뒤

에 나타는 경향성이 있기에 오른쪽 괄호에 있는 reiten 바로 왼편에 나타

나게 되었다.

아래 자료는 entgegen이 문법화 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보여준다.

entlang과 마찬가지로 부치사로 사용된 entgegen과 분리 전철로 사용된

entgegen은 통합적 결합성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38) a. Wenn man seine zeitliche Wohlfarth der ewigen Glückselig-

keit entgegen setzet.

b. [...] des modernen warenproduzierenden Systems, dem kein

sozialer Bewegungsimpuls mehr entgegenkam [...]

(38a)는 entgegen이 3격 명사를 지배하는 후치사로 쓰인 예이고, (38b)는

entgegen이 분리 전철로서 동사 kommen과 결합한 예이다. (38a)에서는

entgegen이 지배하는 명사인 der ewigen Glückseligkeit와 붙어서 나타나

지만, (38b)에서는 entgegen 바로 옆에 명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entgegen이 분리 전철이 되면서 동사와의 긴밀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나

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entlang과 유사한 분포이다.

entgegen과 entlang의 차이는 바로 형성 시기이다. entgegen은 본 연구

의 대상인 5개 부치사 중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분리 전철로 문법화가

되었다. 문법화론에 따르면 문법화의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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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는 점점 사라지고, 추상적이고 문법적인 의미가 점점 강해진다고 한

다. entlang의 경우도 entlang 본연의 의미가 사라진 경우가 종종 있지만,

entgegen의 경우는 그 보다 더 많고, 또 이미 사전에까지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4) 아래는 entgegen을 Duden 온라인 사전에서 정의한

것과 entgegen이 들어간 분리 동사와 해당 동사에서 entgegen을 뺀 동사

의 의미이다. 이들을 비교하여 의미적 탈색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39) a. entgegen: im Widerspruch, im gegensatz zu., auf jemanden.

b. entgegennehmen: annehmen, in Empfang nehmen

c. nehmen: (etwas Angebotenes) annehmen.

(39a), (39b), (39c)를 서로 비교해 보면 entgegen의 의미가 entgegenneh-

men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ntgegen의 의미는 장소적

으로 볼 때 주체로부터 바깥쪽을 향하는데, entgegennehmen은 그와 반대

로 안쪽을 향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 entgegen이 하는 역할은 nehmen의

의미를 강화시키기에 불과하다. 즉, 추상적인 의미를 더할 뿐이라는 것이

다. 이는 분리 전철이 된 일차적 부치사가 가진 역할과 유사하다.

entgegennehmen의 뜻에도 나와있지만, annehmen은 이미 nehmen의 의미

를 강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곧 entgegen의 경우 문법

화가 더 진행이 되어 일반적인 분리전철과 계열적 유사성이 더 높아졌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추후 entgegen의 경우 더 많은 동사와 결합할 가

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entgegennehmen 외에도 이러한 동사들이 몇몇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entgegensehen, entgegenwirken 등이 있다. 아래 예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44) 그 빈도 수가 그리 높지는 않지만, entlangfühlen, entlangdenken과 같은 단
어들도 일부 Google 검색을 통해 발견이 되기는 한다. 하지만 아직 단어로서
의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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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a. Die Führer der APA hielten es nicht einmal für nötig,

unseren Brief entgegenzunehmen, in dem der Vorschlag des

ZK der KPdSU eher eine zweiseitige Begegnung enthalten

war.

b. Selbst Zweiling war durch das Erscheinen der beiden so

verwirrt, daß er in ängstlicher Erwartung dem Kommenden

entgegensah.

c. Mit derartigen Wettbewerbsformen soll der immer erneut

kritisierten Innovationsträgheit in Kombinaten und Betrieben

entgegengewirkt werden.

d. Kroc beschloß, sich den Laden mal etwas näher anzusehen.

(40a)에서 entgegennehmen은 문맥상 nehmen 혹은 annehmen으로 대치시

켜도 크게 무리가 없다. 여기에는 entgegen이 가진 ‘~를 향하여, ~를 대적

하여’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40b)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

에는 ‘~를 향하여 보다’는 뜻이 전이되어 ‘기대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된

다.45) 의미의 전이가 entgegen의 고유의 의미를 entgegensehen에서 사라

지게 한 것이다. (40c)의 경우도 (40a)와 유사하게 entgegenwirken을 그냥

wirken으로 바꾼다 해도 큰 의미상의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다만 뉘

앙스 상의 차이를 줄 뿐이다. 이 경우에도 entgegen의 본래 의미는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40a)와 (40c)의 경우는 (40d)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40d)의 ansehen은 sehen과 비교했을 때 좀 더 강하게 보는 것을 뜻한다

고 알려져 있다. (40a)와 (40c)에서 entgegen은 (40d)의 an과 유사한 효과

를 동사에게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은유의 기제를 통해서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적 표현이 은유의 기제를 거치면 ‘공간 > 시간 >

45) 이 뜻은 Duden 온라인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다: etwas (Kommendes,
Zukünftiges) erwarten. 물론 다음 정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구상적인 의미
도 남아있다: in Richtung auf jemanden, etwas [Herankommendes] s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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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영역으로 전이된다(Heine et al. 1991). entgegen의 경우 시간적 의

미로 나타나는 것은 관찰이 되지 않지만, entgegen이 가지고 있는 ‚방향

성’의 의미가 ‘강조’, 혹은 ‘대상의 한정’ 등의 ‘질’로 바뀌었음을 위 예시들

을 통해서 알 수 있다. ansehen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entgegen의 분리 전철화를 문법화의 특징에 비추어서 살펴보면 entlang

의 경우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ehmann(2002)이 제시한

계열적 유동성, 통합적 유동성의 감소의 측면에서 우선 살펴보면,

entgegen에게서는 통합적 유동성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부치사

entgegen은 지배하는 명사와 함께 전장으로 나오거나 중장 내에서 필요

에 따라 다양한 위치에서 나타날 수 있었지만, 문법화가 되어 분리 전철

이 된 이후에는 동사와 반드시 결합해서만 나타나게 되었다. 계열적인 유

동성은 entgegennehmen 등에서 entgegen의 의미가 부치사의 의미로 쓰

일 때와는 달리 완전히 전이된 의미로 쓰이는 것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의미적인 측면에서 분리 전철 entgegen의 일부 쓰임을 일반적인 분리 전

철인 an, auf, bei, mit, zu 등과 유사해졌다. 이러한 종류의 entgegen은

더 이상 부치사로 보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계열적 유동성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Hopper(1991)가 제시한 층위화와 분화도 entgegen에서 나타난다.

entgegen은 분리 전철로 문법화 되어 분리 동사의 일부분으로도 쓰이고

있지만, 현재 부사나 부치사로도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는 문법화 현

상이 한 시점에서 볼 때 다양한 단계로 나타난다는 Hopper(1991)의 관찰

과 같다. 또 본래 부사로만 쓰였던 entgegen이 현재 부사, 부치사, 그리고

분리 전철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을 분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문화의 경우는 entgegen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세 가

지 기능 중 어느 하나만이 사용되고 나머지가 사용되지 않는 현상은

entgegen에서 목격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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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zuwider

zuwider의 경우도 entlang, entgegen과 유사하게 기본적으로는 재분석

과 유추의 기제를 통해서 문법화 된 것으로 보인다. 부사나 부치사로 쓰

이는 zuwider는 아래와 같이 쓰이는 경우가 많이 나타났다.

(41) a. […] die sich der ordnung zuwider befinden, [...]

b. Die haßerfüllte Art, [...], macht mir seine Sicht auf unser

Land zutiefst zuwider.

(41a)의 경우는 zuwider가 der ordnung을 지배하는 후치사로 쓰인 것이

며, 문장 성분 간의 어순 위계상 가장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41b)의 경우는 부사로 zuwider가 쓰인 경우로, 내용상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중장의 가장 오른쪽에 나타나게 되었다. 두 문장 모두

zuwider가 중장에서 오른쪽에 나타나는 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Zuwider는 비록 양태의 의미를 갖지만, ‘반대’라는 의미가 갖는 중요성 때

문에 다른 부사어에 비해서 더 오른쪽 위치를 차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

로 보인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entlang, entgegen과 마찬가지로 zuwider

도 일반적인 분리 동사 구문과 어순 상으로 유사한 모습을 띄게 되었다.

여기에 zuwider가 부치사라는 점이 재분석을 유추와 재분석이 일어나는

것을 더욱 촉발시킨 것으로 보인다. zuwider는 3격 지배 부치사이기에 문

법화 된 이후에 문법화가 된 이후에 zuwider 분리 동사는 3격 지배 동사

가 된다.

다만 zuwider의 경우에는 DWDS의 자료를 보았을 때 많은 경우

zuwiderlaufen과 zuwiderhandeln만 나타나고, 다른 동사와 결합하여 분리

동사로 활발하게 쓰이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46) 앞 장에서 언급

46) DTA의 자료에서는 꽤 많은 수의 zuwider-동사가 나타나지만, 많은 경우 zu
부정사 구문인데 zu와 wider-동사가 우연히 붙여쓰기가 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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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던 것과 같이 zuwider라는 어휘가 laufen과 handeln과 동시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 두 동사에 대해서만 문법화가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47) 아래는 문법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42a)에서와 같

이 본래 후치사로 쓰인 zuwider가 (42b)에서처럼 동사의 일부분으로 편입

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42) a. [was NP] [jeder Berechenbarkeit zuwider PP] [lief VP].

b. [was NP] [jeder Berechenbarkeit NP] [zuwiderlief VP].

문법화 양상은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부치사들과 유사하지만

zuwider의 경우는 의미상의 특징이 다른 것에 비해 두드러진다. entlang,

abseits, entgegen의 경우 공간적인 의미를 공통으로 하고 있었다. 그 때

문에 이미 분리 동사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an, auf, hinter, nach 등

과의 유사성이 더 높았고, 유추가 더 잘 일어날 수 있었다. 또 독일어 부

사 어순을 생각해 보면 장소 부사가 가장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

기에 재분석이 일어날 환경도 zuwider에 비해서 더 잘 조성되는 편이다.

이런 점을 볼 때 zuwider의 경우에는 양태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문법화

가 잘 일어난 경우에 속한다. 비록 양태부사이지만 문장이 보여주는 사태

의 중요한 부분인 화자의 입장을 결정짓는 의미적 특징이 있기에 중장에

서 오른쪽 위치를 많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언어 화

자들이 이차적 부치사의 문법화에서 기존의 분리 동사와 유사점을 찾을

때 품사 층위에서만 찾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유추가 일어나기에는

품사적 층위에서의 유사성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일차적 부치

사들은 분리 전철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본래 그 자신이 갖고 있던 ‚공간

‘이라는 기본 의미를 거의 잃어버렸다. 그 때문에 언어 표현 간의 동화 현

상을 야기시키는 유추의 힘이 양태 부사, 양태 부치사인 zuwider에도 영

47) laufen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gehen, fahren의 경우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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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끼칠 수 있었다고 본다.

4.5. gleich

gleich의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재분석과 유추를 통해서 문법화가 진행

되었지만, 다른 부치사에 비해서 그 양상이 다소 복잡하다. gleich는 부치

사로 뿐만이 아니라 형용사 및 부사로도 상당히 생산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gleich를 분리 전철로 사용하고 있는 동사들

이 대부분 그 의미를 ‘~와 같은’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볼 때, 형용사

gleich에서 부치사로 문법화가 이루어진 뒤에 분리 전철로까지 문법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48) 형용사 gleich가 서술적 용법으로 쓰일 때 그

자신의 의미적 빈 자리인 비교 대상이 3격 명사로 실현되었는데, 이것이

문법화가 되어서 gleich가 3격 지배 후치사가 되었고, 이 후치사가 재분석

을 통해서 분리 동사의 일부분인 전철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Gleich는

또한 그 의미적 빈 자리를 mit + 3격 명사로 실현하기도 하였는데, 그 상

태에서 바로 분리 전철로 문법화가 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43) a. Wem bist du entlich gleich?

b. [...] ach daß ich könte werden der Weide gäntzlich gleich,

[...]

c. [...] So ist die Zweydeutigkeit im Reden einer Lügen gleich

zu achten.

d. Einige pflegen auch ein solches bestelltes Land mit dem

Rachen gleich zu machen.

48) Lehmann & Stolz(1992)에 따르면 gleich는 형용사로부터 문법화가 진행되었
다. 만일 부사에서 문법화가 진행되었다면 부사의 의미가 ‘곧’이라는 시간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지금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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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a)에서는 gleich가 형용사로 나타나며, 서술적 용법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다.49) 의미상의 비교 대상은 3격 명사로 실현 되었다. 이것이 후에

다른 동사와 함께 부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이 때문에 문장 내에서

오른쪽 괄호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사용될 수 있었다. (43b)를 보면

gleich가 다른 부사에 의해서 수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볼 때, gleich가

완전히 후치사로 쓰이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3b)와 같은 상태에서

gleich는 차차 후치사로 문법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 (43c)에서는 gleich가

어떤 부사의 수식도 받지 않고 3격 명사를 지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gleich는 전치사 mit과도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

은데, (43d)와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예이다. 이 경우에도 서술적 용법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중장의 오른쪽 괄호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gleich

가 위치하게 되었다. (43c)나 (43d)는 다른 부치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반

적인 분리 동사 구문과 어순적으로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다. 이

러한 유사성은 재분석이 일어나게 하는 중요한 동인이었을 것으로 보인

다. 이 과정을 거쳐서 문법화가 된 예는 아래에 나타나 있다.

(44) a. Am Samstag hatte Atletico durch das 3: 1 (0: 0) gegen SD

Eibar nach Punkten zunächst mit Barcelona gleichgezogen.

b. [...] der Wert eines Produkts ist zwar nicht seinen Kosten

gleichzusetzen, [...]

(44a)에서는 gleichziehen이 과거 분사로 쓰였고, mit + 3격 명사를 목적

어로 취하고 있다. (44b)에서는 gleichsetzen이 sein zu 용법의 zu 부정사

로 나타나 있고, 3격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고 있다. (44a), (44b)와 같은

예시는 위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gleich 혹은 후치사로 쓰인 gleich가

49) 앞서 zuwider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와 부사는 그 쓰임
이 거의 같아서 부사로 본다고 언급하였다. 하지만 gleich의 경우 부사로 ‘곧,
방금’이라는 의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구분을 위해서 ‘~와 같은’의 의미로 쓰
인 경우는 모두 형용사로 쓰인 것이라고 표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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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석을 통해 문법화가 되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아래 (45)는 gleich가

부치사로 쓰일 때와 분리 전철로 쓰일 때의 차이를 보여준다.

(45) a. Die Stadt sollte dem Erdboden gleich gemacht.

b. Seit dem 19. Jh. werden sf und rinforzato (rinforzando) oft

gleichgesetzt.

(45a)에서는 gleich가 dem Erdboden을 지배하는 후치사로 사용되었다.

Machen 동사는 3격 명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dem Erdboden은

gleich와 관계를 맺어서 부사어를 이룬다. (45b)도 동사는 setzen이지만,

(45a)의 machen과 마찬가지로 의미적으로 비교 대상을 필요로 한다. 그런

데 (45b)에서는 비교 대상이 모두 주어로 실현되었다. 부치사 gleich의 성

격이 남아 있었다면 중장에 3격 명사로 비교 대상이 실현이 되었겠지만,

gleich가 부치사의 성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않기 때문에 복수 주어로도 비

교 대상이 실현될 수 있게 된 것이다.

gleich에서는 하지만 entgegen과 같이 은유의 기제를 통해 의미의 추상

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Gleich가 분리 전철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동사로는 gleichsetzen, gleichstellen, gleichmachen,

gleichkommen, gleichgelten 등이 있는데, 이들 중 어느 것도 gleich의 의

미가 ‘~와 같은’의 의미에서 벗어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문법화의 특징 차원에서 gleich의 분리 전철화를 살펴보자면,

Lehmann(2002)이 제시한 계열적, 통합적 유동성의 감소 측면에서는

gleich가 통합적 유동성의 감소만을 보여준다. 계열적인 유동성에 대해서

는 gleich를 대체할 만한 다른 어휘가 부치사로 쓰일 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급하기가 어렵다. 또 entgegen의 경우에는 의미의 추상화를 통

해서 부치사로서의 쓰임과 분리 전철로서의 쓰임이 어느 정도 구분이 되

었지만, gleich의 경우 통사적인 분포나 의미의 측면 모두 부치사로 쓰일

때와 분리 전철로 쓰일 때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통합적 유동성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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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gleich가 부치사로 쓰일 때에는 자유롭게 지배하는 명사와 함께 전장

에 나타나거나 중장에서 어순을 옮길 수 있었지만, 분리 전철이 되면서

동사의 일부분으로서 그러한 어순의 자유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발생했

다고 할 수 있다.

Hopper(1991)가 제시한 층위화, 분화, 전문화가 gleich에서 발생한다. 우

선 현재 시점에서 볼 때 gleich는 형용사, 부사, 부치사, 분리 전철, 이렇

게 4가지 기능을 가진 어휘이다. 그리고 이 중 부치사와 분리 전철은 문

법화를 통해서 발생했음을 볼 때, Hoppe(1991)의 층위화 현상과 부합한다

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어휘가 다양한 기능을 가졌다는 점에서 같은 현상

을 두고 분화라고 명명할 수도 있겠다. 특이하게도 gleich의 경우는 전문

화도 나타난다. gleich의 경우 의미적으로 ‘~와 같은’과 ‘곧’이라는 두 가지

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중 전자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형용사,

부치사, 분리 전철로 나타났고, 후자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부사로 실현이

되었다. 이 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로 분화된 기능이 특정한 품사로 전문

화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논의된 바를 정리해 보면, 모든 경우 재분석과 유추의 기제를

통해서 문법화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일부 은유의 기제가 사

용된 경우가 있었다. abseits를 제외한 나머지는 주로 후치사로 많이 사용

되었기 때문에 동사가 나타나는 문장의 오른쪽 괄호 자리에 가깝게 나타

났기에 동사의 일부분으로 재분석될 수 있었다. entlang의 경우는 3격 명

사 혹은 4격 명사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부사 > 부치사 > 분리 전철

순으로, 장소 부사와만 함께 나타나는 경우에는 부사에서 곧바로 분리 전

철로 문법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entgegen의 경우는 부치사에서만

문법화가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의 대상인 다섯 가지 중에 가장 문법화

진행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ntgegen이 an과 같이 추상화된 의

미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었다. gleich의 경우, entlang과 유사하게

3격 명사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형용사(서술적 용법) > 부사 > 부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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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전철 순으로 문법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mit과 함께 나타

난 경우에는 부사에서 바로 문법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zuwider의

경우에는 양태 부사임에도 불구하고 의미의 중요성 때문에 일반적인 분리

동사와 유사한 어순을 가지게 되어서 문법화가 될 수 있었다. 다만 아주

제한된 동사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abseits의 경우에는 주로 전치사로

쓰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재분석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부치사에 비해

낮았고, 이로 인해 다섯 개의 부치사 중에서 가장 문법화가 덜 진행되었

다. 문법화의 일반적인 특징과 비교해 볼 때에도 다섯 가지의 부치사 중

상대적으로 문법화 현상이 명료하게 보이는 entlang, entgegen, gleich에

서는 Lehmann(2002)과 Hopper(1991)가 제시한 문법화의 특징들이 잘 드

러났다. 하지만 zuwider, abseits의 경우 그러한 일반화된 특징을 구하기

에 대상의 출현 빈도 혹은 유형 빈도가 너무 낮았기에 이러한 점을 판단

하기 어려웠다. 위 내용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면 (48)과 같다.

(48)

entlang abseits entgegen zuwider gleich
문법화 O ?? O ? O
계열/통합적

유동성 감소
O/O ?/O O/O ?/O X/O

층위화/분화/

전문화
O/O/X O/O/X O/O/X O/O/X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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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문화의 입장에서 살펴본 독일어 이차적 부

치사의 분리 전철화

2.3.2. 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독일어 이차적 부치사가 분리 전

철로 된 것이 어떤 차원의 구문을 형성한 것인지를 이 장에서 논의해 볼

것이다.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ntlang, abseits, entgegen, zuwider,

gleich는 모두 분리 전철로서 사용되고는 있지만, 그 사용 양상이나 과정

이 서로 상이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이성은 문법화론만을 통해서는 개념

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문법화론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특정

한 언어적 표현이 새로운 계열적, 통합적 질서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밝

히는 것까지만 다루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부치사들이 들어있던

맥락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하여 이들이 구문문법적 개념에서 볼 때 어떤

차이를 가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아래에서는 분리 전철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한 언어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 동사의 분포를 통해서 각각의 분리

전철이 구문의 특성인 도상성, 생산성, 비합성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해

볼 것이다. 이 중 도상성과 생산성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높은 생산성을 통해 드러난다고 간주할 것이다.

5.1. entlang

분리 전철 entlang과 함께 쓰이는 동사들을 DWDS에서 살펴보면 아래

와 같은 종류들이 있다.50)

(49) entlang과 함께 쓰이는 동사들 목록 (20세기 이후)51)

50) 이 경우에는 확실하게 문법화 된 경우를 찾기 위해서 entlang과 붙여쓰기가
된 대상들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후 다른 부치사에 관한 논의도 마찬가
지이다.

51) Entlang의 경우 19세기 이전에는 동사와 같이 쓰기가 된 경우가 DWD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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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en balancieren bewegen blicken brausen brettern buchstabieren

bummeln bürsten defilieren denken dieseln donnern drücken dümpeln

eilen erzählen fahren fauchen federn fegen flanieren fließen flimmern

flitzen führen galoppieren gehen geistern gleiten granteln hallen

hangeln hanteln hasten heften hetzen hoppeln humpeln huschen

inszenieren jagen joggen jonglieren kämpfen karren klappern klettern

klimmen kommen komponieren kraxeln kriechen kurven latschen laufen

lavieren leiten leuchten loten lotsen lümmeln marschieren paddeln

patrouillieren pendeln pfeifen pirschen preschen quälen quietschen

radeln rammen ranken rasen reiten rennen rollen rumpeln rutschen

sauen schaben schaukeln schäumen schieben schießen schimmeln

schlängeln schleichen schleifen schlendern schlenkern schleppen

schildern schlittern schlurfen schmieren schneiden schnuppern schnüren

schrammen schrappen schreiben schreiten schwanken schweifen

schwingen schwirren segeln spazieren stampfen stapfen steppen

steuern stechen stöckeln stolpern streichen streifen streunen strömen

stürmen summen tänzeln tanzen tappen tapsen tasten taufen taumeln

torkeln tragen trampeln treiben trippeln trödeln trommeln trotten

trudeln tuckern turnen wachsen wältzen wandern wanken wehen

wetzen wiegen winden wuchern zerren ziehen zuckeln (153개)

entlang은 부치사로 쓰일 때 ‘~를 따라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일반적으로 명제 의미에 이동이 수반되는 동사와 함께 쓰였다. ‘이동’

의 요소가 포함되는 동사로는 크게 주어가 이동하는 것, 목적어가 이동하

는 것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두 경우에 entlang이 많이 쓰였다. 그렇기

에 entlang이 구문화가 되었다면 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동사들

과 결합하는 빈도가 높아야 할 것이다. 이는 곧 entlang-X 구문의 생산성

는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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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다는 것과 entlang-X의 의미가 도상성을 지닐 가능성을 높다는 것,

동시에 entlang-X 구문을 entlang의 의미로부터 합성적으로 해석하지 않

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위 동

사들을 의미 부류에 따라서 나누어 보았다.

(50) 이동동사 (주어의 이동)

balancieren brettern bummeln defilieren dieseln dümpeln fahren federn

flanieren fließen galoppieren gehen hangeln hoppeln humpeln huschen

joggen klettern klimmen kommen kraxeln kriechen kurven latschen

laufen lavieren maschieren paddeln patrouillieren preschen radeln

ranken rasen reiten rennen rollen rutschen schleichen schleifen

schlendern schlittern schlurfen schreiten schweifen schwingen segeln

spazieren stöckeln stolpern streunen strömen stürmen tänzeln tappen

tapsen taumeln torkeln trampeln trippeln trödeln trotten trudeln

wandern wetzen zuckeln (63개)

이동동사 (목적어의 이동)

asten führen hetzen karren leiten lotsen rammen schieben schießen

schleppen steuern tragen treiben zerren ziehen (15개)

비-이동동사 (구상적 의미)

bewegen blicken brausen buchstabieren bürsten donnern drücken eilen

erzählen fauchen fegen flimmern geistern hallen hanteln hasten heften

inszenieren jagen jonglieren kämpfen klappern komponieren leuchten

loten lümmeln pendeln pfeifen pirschen quietschen rumpeln sauen

schaben schaukeln schäumen schimmeln schlenkern schildern schmieren

schneiden schnuppern schnüren schrammen schrappen schreiben

schwanken schwirren stampfen stapfen steppen stechen strei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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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ifen summen tanzen tasten taufen trommeln tucker turnen wachsen

wältzen wanken wehen wiegen winden wuchern (67개)

비-이동동사 (추상적 의미)

denken granteln quälen (3개)

이상의 분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entlang은 부치사일 때의 의미와 잘

어울리는 이동 동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를 가진 동사들과 결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2) 특히 구상적 의미를 가진 비-이동동사를 살펴보면

많은 경우 소리를 나타내는 동사나 해당 동작에 물리적인 움직임이 포함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실은 entlang이 ‘~에 따라서’라는 의미

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추상화를 거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동동사

가 아닌 몇몇 동사들의 예시를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51) a. Ich nehme einen Schluck Reiselingsekt, dann säbele ich dem

Tier dem Kopf ab und versuche wie empfohlen immer an

der Karkasse entlangzuschneiden.

b. An diese Stimme zum Beispiel, die um 6 Uhr morgens die

Gänge entlanghallt: "3 Kompanie aufstehen!"

c. Drum herum gibt es Tipps und Filmchen aus diversen

Branchen – stets an einem konkreten Menschen entlang-

erzählt.

d. Wer in die Zukunft blicken will, kann dies auf zwei Arten

tun: erstens indem er am Bestehenden entlangdenkt und die

52) 이는 유형빈도로 보았을 때 그런 것이고, 여전히 출현 빈도의 측면으로 보자
면 이동동사과 결합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Entlang과 비-이동동사가
결합한 경우는 DWDS에서는 대개 1~2회 정도만 출현한다. 반면 entlanggehen
의 경우 261번 출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갖는 동사
들과 결합한다는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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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genwart einfach ein wenig ins Morgen extrapoliert.

(51a)와 (51b)에서는 entlang이 본래 의미와 유사하게 사용되나 그 적용

범위가 확장된 것이 나타난다. (51a)에서 ‚an der Karkasse

entlangzuschneiden‘은 문맥상 ‚뼈대를 따라서 잘랐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Entlang이 본래 이동동사와 함께 쓰일 때의 의미가 ‚잘리는 부분의 이동

‘으로 확장되어 적용된 것이다. (51b)의 경우도 ‚die Gänge entlanghallt‘는

‚길을 따라서 울리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entlang이 ‚소리의 이동‘으로 확

장되어 적용된 것이다. (51c)와 (51d)에서는 entlang이 본래 의미와 다소

다르게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51c)의 경우에는 ‚stets an einem

konkreten Menschen entlangerzählt‘는 ‚항상 구체적인 사람에게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로 해석이 된다. entlang의 의미는 ‚계속해서‘로 바뀌었

다. (50d)의 경우, ‚erstens indem er am Bestehenden entlangdenkt‘는 ‚기

존에 존재하는 방식대로 생각하다‘로 해석이 된다. entlang은 ‚따라서‘라는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서의 따라서는 entlang의 본래 의미인 ‚물리

적인 이동의 경로‘가 아니라 ‚논리적 사고의 경로‘로, 의미가 추상화(도상

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ntlang은 매우 다양한 동사와 결합하여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entlang-X (X는 동사) 구문이 형성되었

고, X에 들어가는 대상이 매우 다양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entlang은 이

미 자신의 본래 의미와 상관이 없는 동사와도 결합을 하고 있다. 그렇기

에 entlang-X 구문은 언어 화자의 창의적인 사용에 따라서 앞으로 그 적

용범위를 더욱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5.2. abseits

분리 전철 abseits와 함께 쓰이는 동사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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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abseits와 함께 쓰이는 동사들 목록 (20세기 이후)53)

führen gehen liegen stehen (4개)

abseits는 부치사 혹은 부사로 쓰일 떄 ‘~와 떨어져서’라는 의미를 가졌

다. 그렇기에 주로 ‘존재’를뜻하는 동사와 자주 사용이 되었다. 위 동사들

중에서 stehen과 liegen은 존재동사이고, führen과 gehen은 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이다. 유형 빈도로만 보면 abseits가 이동 동사와 결합할 수

있도록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리 전철 abseits는 출현 빈도가

매우 떨어진다. abseits가 분리 전철로 사용된 경우는 DWDS에서 총 45

회 나오는데 이 중 40회가 abseitsstehen이고, 3회가 abseitsliegen 1회가

abseitsführen과 abseitsgehen이다. 이러한 분포는 abseits가 abseits-X (X

는 동사)라는 구문을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도록 한다. 오히려

abseitsstehen만이 어휘로서 새로운 구문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53) a. Wachstum gebe es im Europa nur bei den Punkt-zu-Punkt-

Verbindungen, so dass Lufthansa als Marktführer hier nicht

abseitsstehen könne.

b. Aber die Zeitungen sind voll von den Bildern der National-

preisträger – u. jeder fragt sich, weßhalb ich abseitsstehe.

c. Deutschland dagegen hat unter der Regiereung von Angela

Merkel abseitsgestanden und rechtfertigt dieses Abseits-

stehehn bis heute als höhere Weisheit.

DWDS에 나타난 위 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abseitsstehen은 다

른 분리 동사와 같은 형태론적 특성들을 모두 갖추고 있다. 이러한 분포

는 abseitsstehen이 임시 조어(Ad-hoc Bildung)가 아니라 하나의 독립적

53) 19세기 이전에는 abseits가 동사과 붙여 쓰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DWDS에
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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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어휘로서 언어 화자들에게 인식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상으로 볼 때,

abseits의 경우는 분리 전철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서 문법

화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abseits-X와 같은 생산성과 도

상성이 높은 구문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겠다.

5.3. entgegen

분리 전철 entgegen과 함께 쓰이는 동사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entgegen

의 경우는 다른 부치사들에 비해 일찍이 문법화가 되었기 때문에 문법화

가 된 이후의 과정을 DWDS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54) entgegen과 함께 쓰이는 동사들 목록 (19세기 이전)54)

arbeiten bilden bringen eilen fahren fliegen führen gehen halten harren

hoffen kehren kommen nehmen richten rücken rufen schicken schieben

schlagen schleudern schreien sehen senden setzen springen steigen

stellen stemmen stolpern streben strecken stürzen tragen treten

wandeln werfen wirken zappeln (39개)

(55) entgegen과 함께 쓰이는 동사들 목록 (20세기 이후)

arbeiten bangen bauen beben beten blasen branden bringen brüllen

denken dösen eilen fahren fetzen feuern fiebern flattern führen gehen

geifern gelten gleiten glühen gröhlen hallen halten handeln harren

hauchen heben heben holzen inszenieren jagen jammern jauchzen

kämpfen kippen klingen kriechen lächeln laufen leben nehmen neigen

peitschen pilgern prallen pumpen purzeln quollen radeln recken reden

54) DWDS는 DTA와 Kernkorpus 20, Kernkorpus 21, Zeit Korpus 등으로 나누
어져 있다. DTA는 19세기 이전 문헌을 근간으로 하고 나머지 세 코퍼스는 20
세기 이후의 자료를 근간으로 한다. 아래 동사 목록 중 ‘19세기 이전’은 DTA
에서만 발견된 것이고, ‘20세기 이후’는 나머지 세 코퍼스에서 발견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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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chen reifen reisen rennen richten robben rücken rufen runden

rutschen schallen schauen schicken schieben schippern schlafen

schlagen schlappen schleudern schmeißen schmettern schreiten

schwappen schweben schwimmen schwingen segeln sehen senden

setzen sonnen spannen spitzen sprengen springen spritzen stapeln

stehen steigen stellen stemmen steuern stoßen stöhnen strahlen

strecken strömen taumelt torkeln traben tragen träumen treiben tun

wackeln wandern wanken weilen wenden werfen wirbeln wirken

wölken ziehen zittern zuckeln (120개)

entgegen은 부치사로 쓰일 경우 ‘~를 향하여’ 혹은 ‘~에 반대하여’의 의미

를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의미로는 이동의 의미를 가진 동사와,

후자의 의미로는 생각과 관련된 의미를 가진 동사와 많이 쓰인다. 따라서

entgegen이 구문화가 되려면 위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동사 이외에 다른

동사와의 결합 빈도가 높아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이 시간에 따라

더욱 강화되고 있다면 entgegen은 더 확고하게 하나의 독립적인 구문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위 목록

의 동사들을 의미 부류에 따라 나누어 본 것이다.

(56) 이동의 의미를 가진 동사 (19세기 이전)

bringen fahren fliegen führen gehen harren kehren kommen rücken

schicken schleudern senden setzen springen steigen stellen sstemmen

stolpern stricken stürzen tragen treten wandeln werfen

사고의 의미를 가진 동사 (19세기 이전)

bilden halten hoffen nehmen streben wirken

그 외 동사 (19세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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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eiten eilen richten rufen schlagen schreien sehen zappeln

19세기 이전에 분리 전철 entgegen과 결합했던 동사들은 많은 수가 이동

의 의미를 가지거나 사고의 의미를 가진 동사였다. 그 외 동사에 속하는

것도 arbeiten, richten, rufen, schreien, sehen 등은 맥락에 따라서 사고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 동사이므로 entgegen의 본래 의미가 그렇게 많이

희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당시 entgegen 분리 동사는 의미

가 다소 합성적으로 해석되었던 경향이 있었던 것이다.

(57) 이동의 의미를 가진 동사 (20세기 이후)

beben blasen branden bringen fahren fetzen flattern führen gehen

gleiten heben kriechen laufen pilgern radeln reisen rennen robben

rücken rutschen schicken schieben schlappen schleudern schmeißen

schmettern schreiten schweben schwimmen schwingen segeln senden

setzen springen spritzen steigen stellen stemmen steuern stoßen

strömen taumeln torkeln traben tragen trieben wandern werfen wirbeln

ziehen zuckeln

사고의 의미를 가진 동사 (20세기 이후)

bangen beten denken fiebern gelten halten jammern jauchzen nehmen

reden stöhnen träumen wenden wirken

그 외 동사 (20세기 이후)

arbeiten bauen brüllen dösen eilen feuern geifern glühen gröhlen hallen

handeln harren hauchen holzen inszenieren jagen kämpfen kippen

klingen lächeln leben neigen peitschen prallen purzeln quollen recken

reichen reifen richten rufen runden schallen schauen schlafen schlagen

schwappen sehen sonnen spannen spitzen sprengen stapeln st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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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hlen strahlen strecken tun wackeln wanken weilen wölken zittern

20세기 이후의 분리 동사 entgegen은 19세기 이전과는 달리 상당히 다양

한 종류의 동사들과 결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

사의 종류도 많아졌고, 사고의 의미를 가진 동사도 다양해졌다. 또한 이동

과 사고의 의미를 가지지 않은 동사들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19세기 이전

에는 ‘활동’에 관련된 동사들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20세기 이후에는 ‘상태’

나 ‘소리’를 뜻하는 동사들의 비중이 높아졌다. 분리 전철 entgegen의 의

미는 시간이 지나서 언어 화자들에게 많이 사용되면서 추상화되었다는 것

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다.

(58) a. [...] dann wird damit einem Normalisierungsprozess ständig

entgegengearbeitet.

b. Wir steigen dem Licht entgegen, das uns immer heller,

immer wärmer entgegenstrahlt.

c. Herrchen und Frauchen können getrost dem Weltuntergang

entgegenleben, Eltern sind zum Optimismus genötigt.

위 세 가지 문장은 entgegen이 추상화된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57a)의 경우 entgegenarbeiten은 ‘반작용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경우에는 entgegen의 본래 의미가 다소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57b)

의 경우 entgegenstrahlen은 ‘~를 향하여 빛을 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strahlen과 비교해 볼 때 그 의미의 차이는 ‘강조’의 뉘앙스를 가

진다는 점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57c)의 경우, entgegengelebt

는 überleben과 오히려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 entgegen의 의미가 추상화

되지 않았더라면 entgegenleben은 leben의 반대 상태인 ‚죽음‘이라는 의미

를 가졌을 수도 있지만 entgegen의 ‚향하다‘는 의미에서 ‚강조‘라는 추상

화된 의미가 형성되었고 이것이 결국 entgegenleben을 살아남다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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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변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용 양상을 볼 때 구문 entgegen-X (X는 동사)는 대단히 생

산적이고 도상적인 구문으로 보인다. 현재의 사용 용례에서도 이미

entgegen의 의미를 합성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경우가 관찰되기 때문이

다. 19세기 이전과 20세기 이후에 결합 가능한 동사의 변화 추이를 보면

시간이 갈수록 언어 화자들의 창의적인 사용으로 인해 더 많은 동사와의

결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5.4. zuwider

분리 전철 zuwider와 함께 쓰이는 동사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Zuwider

역시 entgegen과 마찬가지로 문법화가 이루어진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19세기 이전에 결합했던 동사와 20세기 이후에 결합했던 동사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59) zuwider와 함께 쓰이는 동사 목록 (19세기 이전)

fechten handeln holen laufen legen sprechen stehen streichen streiten

(60) zuwider와 함께 쓰이는 동사 목록 (20세기 이후)

gehen handeln laufen leben

zuwider는 부치사로 쓰일 때 ‘~에 어긋나서’ 혹은 ‘~의 맞은 편에’라는 의

미를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장소’를 나타내는 동사나, ‘활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같이 쓰이고는 했다. 그런데 zuwider의 경우, 분리 전철이 되고

나서는 아주 소수의 동사와만 결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종류

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줄어들었다. 20세기 이후 분리 전철 zuwider의 출

현 빈도를 살피면 거의 대부분이 zuwiderlaufen과 zuwiderhandeln이다.

zuwidergehen과 zuwiderleben은 각각 1번, 2번 출현할 뿐이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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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은 zuwider-X 구문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도록 한다. 오히려

zuwider가 분리 전철로 사용되었던 초기에는 언어 화자들이 다양한 동사

와 결합하여 창의적으로 사용을 하였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오직

laufen과 handeln과만 zuwider를 결합하는 것으로 변화를 하였을 가능성

이 높다. 이는 zuwider의 의미가 추상화 되지 않고 그 본래 의미를 계속

강하게 유지해 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언어 화자의 입장에서

zuwider가 ‘~에 거슬러’라는 의미 이외에 새로운 의미로 추상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구문을 형성할 필요가 없었고, 그렇기에 출현

빈도 수가 매우 높은 zuwiderlaufen, zuwiderhandeln을 제외하고는 새로

운 어휘의 형성으로 이어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55)

(61) a. Sie haben aufgehört, einander zuwiderzulaufen und mündeten

dann [...]

b. Sie beklagen Entwicklungen, die den Zielen des Integrations-

plaens zuwiderliefen.

c. Anfangs hatte Schröder noch den klar erkennbaren Zwängen

in der Finanz- und Sozialpolitik zuwidergehandelt.

d. Und zwar über ihre Fähigkeit, all dem zuwiderzuhandeln, für

das sie sonst einstehen.

(61a), (61b), (61c), (61d)를 보면, zuwiderlaufen과 zuwiderhandeln은 다

양한 형태적 변화를 할 수 있는 독립적인 분리 동사로 자리잡은 것을 알

수 있다. zuwider는 비록 문법화가 되어 분리 전철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부여받았기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두 가지 동사에만 결합하는 비생산적인

분리 전철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zuwider-X (X는 동사)와

같은 구문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까지의 양상을 볼 때

55) 19세기 이전 자료를 참고할 때 zuwider가 분리 전철로 사용된 동사 중에
zuwiderlaufen과 zuwiderhandeln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3%이다. (206/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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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widerlaufen와 zuwiderhandeln만 남고 다른 분리 전철 zuwider의 용법

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즉, zuwiderlaufen, zuwiderhandeln이라는 새

로운 어휘의 형성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5.5. gleich

분리 전철 gleich와 함께 쓰이는 동사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Gleich 역시

entgegen, zuwider와 마찬가지로 문법화가 이루어진지 오랜 시간이 흘렀

기 때문에 19세기 이전에 결합했던 동사와 20세기 이후에 결합했던 동사

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56)

(62) gleich와 함께 쓰이는 동사 목록 (19세기 이전)

achten bahnen bedeuten benennen beschaffen bilden bleiben

entstammen färben finden formen fühlen gelten gestalten gestaltigen

halten kleiden kommen laufen machen mischen nehmen ordnen paaren

rechnen richten schaffen schätzen schleifen schweben sehen setzen

stehen stellen stimmen straffen streben teilen tun üben übertreffen

verhalten wachsen wägen walten wiegen wogen ziehen zimmern (48개)

(63) gleich와 함께 쓰이는 동사 목록 (20세기 이후)

achten arten bauen bedeuten behandeln bewerten bleiben bügeln färben

formen fühlen gelten gestalten gewichten halten hobeln interessieren

kleiden klingen kommen laden lagern laufen lauten machen mustern

ordnen qualifizieren reimen richten schalten schauen schneiden

schreiten schweben sehen setzen stehen stellen stimmen tun werten

56) Gleich 동사의 경우는 현재분사 혹은 과거분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는 과거분사 혹은 현재분사가 동사와는 달리 독특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경우는 gleich와 형용사화 된 분사가 합성을 일으킨 것
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래 동사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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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ehen (44개)

gleich는 부치사 혹은 형용사로 사용될 때 ‘~와 같은’의 의미로 사용이 되

었다. gleich는 본래 의미 자체가 특정한 종류의 의미를 요구하지 않고,

단지 문맥상에 비교 가능한 두 가지 대상의 존재만을 요구하기 때문에 다

양한 종류의 동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위 목록에 나타난 동사들을 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사고’를 나타내는 동사(achten, bedeuten,

bilden, finden, fühlen, gelten, schätzen 등)도 있는가 하면, ‘이동’을 나타

내는 동사(bahnen, kommen, laufen, schweben, ziehen 등)도 있고, ‘활동’

을 나타내는 동사(beschaffen, färben, kleiden, machen, teilen, üben 등)도

있고, ‘상태’, 혹은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동사(bleiben, entstammen,

formen, gestalten, wachsen 등) 등 다양한 종류의 동사가 있다. 이러한

gleich의 특성은 19세기 이전과 20세기 이후에 결합하는 동사 목록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수량적으로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목록 중 23개가 서로 같고, 서로 겹치지 않는 부분은 출현 빈도

가 낮은 동사들이라는 점에서 19세기 이전과 20세기 이후는 gleich에 있

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gleich의 경우 의미의 추상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가 일반적인 의미여서 다양한 동사에 적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

로 추상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동사에서 gleich의 의미는 유사하게 나타난다.

(64) a. Sie rechene damit, dass deren Gesamtgewicht bis 2050

gleichbleibt, während die jährliche Plastikmenge deutlich zu-

nimmt.

b. Er hat Sorge, missverstanden zu werden und wirft den

Medien vor, Propaganda zu verbreiten und gleichgeschaltet

zu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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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er Ball müsse fixiert werden, der Fänger in seine Richtung

laufen und dabei den Winkel zum Ball mehr oder weniger

gleichhalten.

d. Aus vielen Erfahrungen wissen wir, dass die Interessen

einer Fonds- und einer Managementgesellschaft nicht unbe-

dingt gleichlaufen müssen.

(64)의 모든 문장에서 gleich는 ‚같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64a)의 경우

gleichbleiben은 ‚같은 상태로 유지되다‘의 의미로 쓰였고, (64b)의 경우

gleichschalten은 ‚같은 스위치를 켜다‘, 즉 ‚같은 생각을 가지다‘의 의미로

쓰였다. (64c)의 경우, gleichhalten은 ‚같은 시간에 멈추다‘라는 의미를 가

지고 있고, (63d)의 경우 gleichlaufen은 ‚같이 가다‘의 의미이다.

정리하면 gleich의 경우 부사, 부치사일 때부터 그 의미가 일반적으로 다

양한 표현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었기에 분리 전철의 단계에 와서도 쉽게

다양한 동사와 결합이 가능했다. 따라서 도상성과 생산성을 충분히 가지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합성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gleich가

분리 전철로 문법화 되기 이전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gleich-X (X는 동사) 구문은 존재하고, 화자의 다양한 사용에

의해서 충분히 그 사용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의 내용을 도상성, 생산성, 그리고 비합성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65) entlang, abseits, entgegen, zuwider, gleich의 구문화

entlang-X abseits-X entgegen-X zuwider-X gleich-X
도상성 O X O X O
생산성 O X O X O
비합성성 O X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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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문법화를 거쳐서 구문화까지 이루어진 부치사

는 entlang, entgegen, gleich이고, abseits와 zuwider는 새로운 기능을 가

졌다는 점에서 문법화가 되었다고는 할 수 있지만 구문화의 측면에서는

abseits와 zuwider가 결합한 몇몇 어휘의 생성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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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에서는 Lehmann & Stolz(1992)가 논의한 바 있었던 이차적 부

치사로 문법화 된 언어적 표현들이 부치사에 머물지 않고 더 기능적인 단

위인 분리 전철까지 문법화가 되었음을 소개하고, 기존의 이론들을 통해

서 이러한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를 규명하였다. 하지만 모든 이차적 부치

사가 분리 전철이 되는 것은 아니었으므로 현재 분리 전철로 사용되고 있

는 이차적 부치사 중에 다섯 개를 샘플로서 골라서 그 양상이 실제 어떠

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현상을 살피는 데 사용된 주요한 이론적 논의는 문법화론과 구문문

법이었다. 두 이론 모두 언어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이론이고, 또 하나의

표현이 쓰이는 언어적 맥락을 언어 변화의 동인으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

었다. 또한 언어적 맥락에서 언어 화자가 창의적인 표현을 생성하는 과정

을 언어 화자의 인지적인 측면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문법화론의 경우는 변화를 겪고 있는 언어적 패턴이 언어 체계 내에

서 어떤 위치적 변화를 겪는지에 주목했다면, 구문문법, 특히 구문화 현상

의 입장에서는 언어 변화를 통해 일반화 될 수 있는 새로운 구문이 생겨

날 수 있는지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론을 통해 5개의 이차적 부치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를 했는

지 살피기 전에 각각의 어휘들이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평행적으

로 살펴보았다. entlang은 부사, 3격 혹은 4격 지배 부치사, 그리고 분리

전철로 사용되고 있었고 entgegen, zuwider는 부사, 3격 지배 부치사, 그

리고 분리 전철로 사용이 되고 있었다. gleich의 경우에는 형용사, 부사,

부치사, 분리 전철로 다양한 사용 양상을 보였으며 그리고 abseits의 경우

에는 부사, 2격 지배 전치사, 분리 전철로 사용되고 있었다.

문법화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부치사들은 재분석과 유추를 기반으로

하여 문법화가 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부치사가 장소의 의미를 갖거

나, 문장 내에서 술어의 역할을 대신하여 문장 내 중장의 오른쪽 괄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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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깝게 위치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부치사 혹은 부사를 부치사구나

동사구의 일부로 보지 않고, 동사의 형태론적 구성요소로 재분석이 일어

났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기존의 분리 동사와의 유사성을 근거로 유추가

일어났다. 그러나 구문문법, 즉 구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 부치사들 중

모두가 생산적인 구문으로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구문화는 높은 도상성

과 생산성, 그리고 낮은 의미 합성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가 있었다. 이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65) entlang, abseits, entgegen, zuwider, gleich의 분리 전철화 현상

정리

entlang abseits entgegen zuwider gleich
문법화 O △ O △ O
구문화 O X O X O

문법화의 측면에서 볼 때 5개의 부치사 모두 분리 전철로 현재 사용되

고 있는 것은 맞지만 abseits, zuwider와 entlang, entgegen, gleich의 양

상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전자는 일부 제한된 용법, 혹은 제한된 동사와

만 결합이 가능했던 반면, 후자는 다양한 동사와 결합이 가능하고, 형태론

적으로도 다양한 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였다. 문법화가 점진적인 과정임

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는 문법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의 문제와 깊

게 관련이 있는 것 같다. 문법화가 이루어진 시점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양상을 고려하여 문법화 정도를 순서로 나타내면 entgegen – entalng,

gleich – zuwider – abseits가 되겠다. Entgegen의 경우 은유의 기제가

적용되어 an과 같은 일반적인 분리 전철과 그 의미에 있어서 가장 유사

하기 때문에 가장 문법화 정도가 높고, entlang와 gleich는 다양한 동사와

결합한다는 점에서 문법화 정도가 높으나 기존의 분리 전철처럼 추상화된

의미를 가지지는 못하기 때문에 둘째 그룹에 속하였다. zuwider가 abse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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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서 문법화 정도가 높다고 평가한 것은 출현 빈도 면에서

zuwider-동사가 abseits-동사에 비해 앞서기 때문이다.

구문화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문법화의 측면에서 볼 때와 비슷한 양상

이 펼쳐졌다. 분리 전철의 중요한 언어적 맥락인 동사를 중심으로 다섯

개의 문법화된 분리 전철을 살펴보았을 때, entlang, entgegen, gleich의

경우 어느 정도 의미의 추상화를 거쳐서 다양한 동사와 결합이 가능한데,

abseits와 zuwider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로 entlang,

entgegen, gleich의 경우는 entlang-X, entgegen-X, gleich-X라는 새로운

구문을 형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abseits와 zuwider에서 생겨난 변

화는 일부 새로운 어휘의 생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높

은 유형 빈도를 가지기에 높은 생산성을 갖추고 있고, 또 부치사로 사용

될 때 동시 출현이 잘 일어나지 않았던 동사들과 결합할 때 합성성이 낮

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후자는 그 자체로는 좋은 구문화로서 갖추어

야 할 높은 도상성과 생산성, 그리고 낮은 합성성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zuwiderlaufen, abseitsstehen과 같은 어휘는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새로운 어휘를 만드는 언어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독일어 이차적 부치사의 문법화 양상을 살피기 위해 5개

의 샘플을 추출하여 문법화론과 구문문법 이론에 맞추어 살펴보았다. 비

록 전체 이차적 부치사에 비해서 이 연구에서 살펴본 부치사는 매우 적지

만, 적어도 분리 전철화에 있어서 모든 이차적 부치사가 동질적인 양상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보다 정밀한 양적

방법론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며, 또한 부치사 별로 언어 변화 양상이 어

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이함은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인지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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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Über die Grammatikalisierung

und die Constructionalization

von der sekundären Adpositionen

im Deutschen
- die Fälle von entlang, abseits, entgegen,

zuwider und gleich -

Die Voranstellung der Adpositionen ist eines der bekanntesten

Phänomene des grammatischen Sprachwandels im Deutschen. Innerhalb

der Adpositionen im Deutschen lassen sich je nach Entstehungszeit

zwei Arten unterscheiden, und zwar die primären und die sekundären.

Diese werden vom Neuhochdeutschen an als Adpositionen verwendet,

vorher spielten andere Wortarten eine größere Rolle. Erst ab dem 19.

bzw. 20. Jahrhundert werden Adpositionen auch als trennbare Vorsilben

benutzt. Sie erfuhren zuerst eine Grammatikalisierung und danach eine

Konstruktionalisierung, weshalb die Sprecher diese Adpositionen für

produktive trennbare Vorsilben halben. Um diesen Wandel näher zu

betrachten werden der Entwicklungsgang und die Anwendung der fünf

exemplarischen Adpositionen entlang, abseits, entgegen, zuwider und

gleich aufgezeigt.

Bei der Grammatikalisierung handelt es sich um das Problem, wie

eine bestimmte sprachliche Einheit eine neue Funktion erlangt. Entl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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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eits, entgegen, zuwider und gleich werden durch die Motivation

der Reanalyse und Analogie grammatikalisiert. Durch die

Grammatikalisierung werden diese zunächst unabhängigen Vokabeln in

Teilmorpheme von Verben verwandelt. Zwecks der Bestätigung dieses

Phänomens analysierte der Verfasser der vorliegenden Arbeit den

Kontext der fünf Adpositionen. Abgesehen von abseits werden die

Adpositionen meistens als Postposition verwendet, daher liegen sie in

den Begriffen des Feldermodells in der Nähe der rechten Klammer

eines Satzes, wo normalerweise die trennbaren Vorsilben vorkommen.

Diese Situation hat die Reanalyse zur Konsequenz. Abseits wird nur

als Präposition benutzt, also kann es nur als Adverb in der Nähe der

rechten Klammer eines Satzes auftreten und kann nicht im Sinne von

Adpositionen grammtikalisiert werden, sondern von Adverben.

Bei der Konstruktionalisierung geht es demgegenüber um das

Problem, ob eine bestimmte sprachliche Einheit eine unabhängige

Einheit bilden kann, d. h. ob eine Konstruktion namens entlang-X (X

ist Verb) im Gehirn des gewöhnlichen Sprechers fest gespeichert ist.

Um dies bestätigen zu können muss man beobachten, ob solche

sprachlichen Muster eine charakteristische Schematizität, Produktivität,

und Nicht-Kompositionalität aufweisen. Dies kann mithilfe der

Häufigkeit von Typen (type frequency) erkannt werden. Entlang,

entgegen und gleich weisen eine hohe Häufigkeit von Typen und eine

große semantische Mannigfaltigkeit der Verben auf, darum bilden sich

aus ihnen unabhängige Konstruktionen. Andererseits haben abseits und

zuwider eine niedrige Häufigkeit, weshalb sie keine Konstruktionen

ausbilden, sondern lediglich einige neue Wörter wie ‚abseitsliegen‘ und

‚zuwiderhandeln.‘

Zusammenfassend besitzen alle fünf Adpositionen durch i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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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tikalisierung die Funktion der trennbaren Vorsilbe, aber es

bestehen Unterschiede hinsichtlich der Aspekte ihrer

Konstruktionalisierung. Entlang, entgegen und gleich werden von den

Sprechern als unabhängige Einheiten der deutschen Sprache akzeptiert,

aber für abseits und zuwider ist es noch nicht soweit gekommen.

Diese bekamen eine neue grammatische Funktion durch

Grammatikalisierungsvorgänge, aber wegen ihrer geringen

Anwendbarkeit formten sie keine Konstruktionen. Jene erhielten durch

Grammatikalisierung die gleiche Funktion wie diese, und sie haben eine

hohe Produktivität durch Konstruktionalisierung erreicht. Obgleich hier

nur fünf Beispiele gezeigt werden, ist es höchst wahrscheinlich, dass

die vorangestellten sekundären Adpositionen eine unterschiedliche

Distribution aufweisen.

Stichwörter: Grammatikalisierung, Constructionalization,

sekundäre Adposition, trennbare Vorsilbe,

Konstruktionsgrammatik, Grammatikalisierungstheorie,

Sprachwan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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