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시어로서의 현대독어 명사화의 문제점 

오 

1. 연구목적 

여l ..Q.. 
1 

Enç(1981)는 보통명 사를 ick, keute, kier 등과 같이 직 시 어 (lexikalische 

Wörter)로 간주한다. 즉 명사가 실제로 지시해 주는 대상이 동사의 시제 내 

지 발화시점에 상관없이 대화의 맥락(Diskurskontext)에서 주어지는 기간 내 

지 시 간간격 (Intervall)에 의 해 결정 되 으로 화용론적 으로 중의 적 (pragmatisch 

mehrdeutig)이 라는 것 이 다. 즉 ick, keute, kier 등은 각각 발화자， 발화시 
점， 발화장소 등을 의마하나 이들이 실제로 지시하는 대상은 대화의 맥락에 

서 결정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명사화를 직시어로 간주하는 데에 따른 

Enç(l981)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있다 

고하겠다. 

2. 가능세계의미론에 의한 명사화의 지시관계에 판한 문제점 

우리는 대화상에서 임의의 개체에 대해 언급할 때 그 개체를 임의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발화시점에 이르기까지 혹은 화자의 기대치로서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의 시간적 배경 (temporaler Hintergrund)내에서 관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러한 시간척 배경을 앞.E...로 명사화의 화용흔척인 

중의 성 을 밝혀 내 는 데 사용할 관찰기 간(Betrachtintervall)으로 간주할 것 이 

다. 이러한 관찰기간을 통해. 얻은 지식을 근거로 우리는 개개의 개체들을 

한청표현(청관사(류)十명사)이나 부정표현(부갱관사(류)+명사)으로， 또는 

관사를 취하지 않는명사만으로， 또는 고유명사등의 언어형태로 표현해 낸다 

고 할 수 있다. 이 러 한 종류의 명 사구와 개 체 간의 지 시 관계 (Referenzbezie

hung)흘 종래의 가능세계의미론에서는 <w, t) , 즉 엄의의 가능세계와 가능 

시간， 예를 들면 현실세계와 발화시점 내지는 동사의 시제를 근거로 결청 

했다. 

(1) Der Sckläfer scknarckt. 

(1)은 현실세계에서의 발화시점에서 주어언 der Sckläfer가 지시하는 개 
체가 코를 고는 개체들의 집합의 한 원소가 되면 참이 된다. 즉 주어인 der 

81 



82 語學陽究 第25卷 第 1 號

Schläfer에서의 명사화 Schl，짜fer는 의미유형 <e, t)로서 현실세계에서의 발화 

시점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칩합을 지시해 준다. 그러무로 (1)은 (1') 

와 같이 이해된다. 

(1') Derjenige, der zur Außerungszeit schl홉ft， schnarcht. 

그러나 예운 (2)에서 명사화 Schläfer는 (1)에서와 달리 문장의 시제나 

발화시점과 상관없이 대화문맥에서 주어지는 과거의 어느 시기에서 잠을 잔 

사람들의 집합을 지시한다i 

(2) Der Schläfer kommt gerade 샤s Wohnzimmer herein. 

그래서 (2)는 (2')로 이해된다. 

(2') Derjenige, der geschlafen hat, kommt gerade ins Wohnzimmer. 

예문 (3)에서의 명사화 P앵verlierer도 문장의 발화시점과 시제에 상관없 

이 과거의 어느 시기에 여권을 잃어벼런 사람들 혹은 미래의 어느 시기에 

여권을 잃어버렬지도 모를 사람들의 집합을 지시한다. 

(3) Jeder Paßverlierer m쟁 sich bei der Polizei melden. 

즉 (3)에서 도 명 사화 Paßverlierer의 의 미 는 운장의 시 제 나 말화시 점 과 

상관없이 대화운맥에서 주어지는 임의의 시간간격에서 여권올 잃어버련 사 

람들의 접합을 가려킨다. 그래서 (3)은 (3')로 이해될 수 있다. 

(3') Jeder, der Paß verloren hat oder verloren haben wìrd, muß sich 

bei der Polizei melden. 

지금까지의 설명은 명사화가 지시해 주는 져시물들을 가능세계의미론의 

방법， 즉 (w, t)로 설명해 주는 데 문제가 있음을 말해 준다. 특히 (w, t)중 

에서 t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3. Enç(1981)의 문제접 

2절에서 제시된 가놓세계의미롭의 문제첨을 보완하기 위해 Enç(1981)는 

(w, t)의 t 대신에 대화문액에서 결청되는 시기 T를 제시하여 이에 의해 명 

사를 직시어로， 즉 화용론척으로 중의성을 갖는 표현으로 설명한다. 따라 

서 예문 (1), (2) , (3)에셔도 보았듯이 Schläfer, Paßνerlierer와 같은 명사 

화도 직시어로 간주되어절 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명사화를 직시어로 

보는 데에는 Enç(1981)의 견해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우선 

예품 (4)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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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eter war einmal ein Raucker. 

(4)는 (5a， b)와 같이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독일사랑 

들은 (4)를 실제로 (5b)의 의미로만 이해한다. 

(5) a. Peter war jemand, der einmal rauchte. 

b. Peter war jemand, der einmal zu rauchen pflegte.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독얼어에서 Raucher, Bergsteiger와같은명사 

화가 부갱관샤 ein과 결합될 째 일반척으로 어떤 업의의 행위를 숨관척으로 

자주 향하는 사람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그러묘로 (6a, b)의 문장은 화자 

가 Peter를 몇 일간 혹은 몇 개월간 관찰한 결과 습관적으로 담배를 픽우는 

홈연가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둥산을 하는 등산가로 간주하면서 발화한 문장 

으로 볼 수 있다. 

(6) a. Peter ist eiπ Raμcker. 

b. Peter ist e샤 Bergsteiger. 

문장 (7)의 주어 인 ein Raιcher와 ein Bergsteiger도 액센트를 주고 발음 

이 되 어 질 경 우에 명 사화 Raμcker， Bergsteiger도 습관적 으로 담배 를 피 우 

는 홉염가 그리고 슐관적으로 풍산을 하는 풍산가의 집합을 각각 지시한다. 

(7) a. E써 Raucker war Peter. 

b. Ein Bergsteiger war Peter. 

그러나 문제는 (8)에서와 같이 gestern과 같은 부사가 주어졌을 때 나타 

난다. 

(8) a. 11 Peter war gestern ein Raμcher. 
b. ?? Peter war gestern e써 Bergsteiger. 

C. 11 Ein Raucher war gestern Peter. 
d. 11 Eiη Bergsteiger war gestern Peter. 

(8a-d)에서의 ein Bergsteiger, e써 Raucher는 문맥을 고려치 않을 경우 

각각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자 그리고 습관적으로 동산을 하는 자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8)의 비문법정은 어제 하루라는 시간간격 

(Intervall)이 Peter의 홉연행위와 동산행위가 송관적￡로 행해지는지의 여 

부를 결청해 줄 수 있는 기간으로 부적당하다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우선 

어제 하루라는 기간은 Peter가 습관적으로 담배를 펴우는지 아닌지 또는 동 

산을 습관적으로 하는지 안하는지를 관찰하기에는 너무나도 불충분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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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관찰기간이 된다고 하겠￡며， 또한 어제 하루라는 시간간격은 Peter의 홉 

연행위 및 동산행위가 습관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행위간격 (Aktintervall)으 

로도 불충분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화자가 Peter를 임의의 어느 시기로 

부터 발화시점까지 관찰한 결과 보통에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다가 오로지 

어제만 담배를 몇 개비 피웠다고 해서 화자는 Peter를 습관척ξ로 담배를 

피우는 홉연가로 볼 수 없다. 더우기 어제 하루라는 기간은 등산을 몇 차례 

할 수 있는 행위간격도 될 수 없다〈물론 여기서 등산의 행위는 예를 들면 

관악산 정 상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내 려오는 산행을 말함). 그러 묘로 (8)을 

화용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습관적으 

로 둥산을 하는 자로 이 해 되 는 명 사화 Raucher와 Bergste;ger의 의 미 와 어 

제라는 관찰기간 내지 행위간격이 양렵하지 않는 례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 

으로 (8)의 문장에 gestern 대신에 예를 들면 drei Jahre lang과 같은 부사구 

가 나타난다면 자연스러운 독일어 문장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8') a. Peter war dre; Jahre laηig ein Raucher. 

b. Peter war dre; Jahre lang ein Bergsteiger. 

부사나 부사구로 관찰기간 내지 행위간격이 주어질 때 나타나는 이와 같 

은 운제는 Enç(1981)의 대화운맥에서 주어지는 시간간격 T로는 설명이 불 

가능하다. 왜냐하면 명사화는 명사와 달리 어휘화 과정에서 갖게 되는 특수 

한 의미 (Fleischer 1975: S. 13f 참조) 즉 ‘어떤 임의의 행위를 자주 습관적 

으로 행하는 자’의 의마 때문에 어떤 임의의 행위가 과연 습관적으로 행해 

지는가블 관찰하기 위해서는 관찰기간이 고려되어져야 하며， 또한 엄의의 

행위가 습관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관찰기간 내에서 얼마냐 자주 개별행 

위가 실제로 행해져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행위간격이 고려되어져야 

하며， 이때 관찰기간과 행위간격이 서로 어떠한 관계에 있어야 하는지 둥의 

문제가 좀더 자세히 로흔되어야 (8a"-'d)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 

다고 하겠다 

4. ‘습판적 행우|’ 에 대한 화용론적인 정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구체적인 대상은 시간， 다시 말해 시간적 배경 

1 본 논문에셔 필자는 구체적인 대상올 지시하는 명사를 직시어로 간주하는 Enç 
(1981)의 업장올 근본척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독일어의 영사화가 부청관사와 컬합할 
째 나타냐는 몇 가지의 문제갱올 Enç(1981)의 업장으로 해결활 수 없다고 보므로 이 
에 대한 해컬방안을 화용흔척으로 갱혜지는 관찰기간과 행위간격을 통해 모색해 보고 

자 한다‘ 물흔 독얼어의 영사화는 기저동사의 동작태와 깊은 관계가 있a냐(이에 대 
해서 필자는 이미 ‘형태흔척 언어능력의 조합성’이라는 제목으로 독일문학 41정에 이 
미 발표한 바 있융) 이는 본 논문의 연구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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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ler Hintergrund)속에 존재 한다. 이 러 한 시 간적 배 경 속에서 대 장 

들은 직첨 휴옴 갚첩척￡로 관찰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앞에 제시펀 뭄 
장 (6a)를 다시 보자 : 

(6) a. Peter ist ein Raιcker. 

(6a)는 화자가 Peter를 습관적￡로 담배흘 피우는 홉연가라고 간주할 째 

발화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화자가 Peter릎 이마 어느·시첨에셔부 
터 관찰했었올 것이고， 관찰한 결과 Peter가 홉연숨관이 있다는 지식을 갖 
게 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게 해준다. 이때 화자는 Peter의 이러한 

습관적인 행위가 발화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어느 시점까지 계 

속될 것이라는 기대치를 갖을 수도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관찰기‘간은 예를 

들면 l 주일 또는 1 개월 흑은 그 이상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찰기간은 대 

화문맥에셔 화용룬척￡로 결청되며 또한 동사가 표현해 주는 행위에 따라 
관찰기간은 서로 다를 수도 있다. 

(9) a. Ick kabe eine Wocke lang betracktet, ob Peter zκ rauckeπ 

pjlegt oder nickt. -I+Peter ist ein Raucker. 

b. Ick kabe eine Wocke lang betrachtet, ob der Angestellte 

bergzμsteigen pjlegt. 커Der Angestellte ist ein Bergsteiger. 

c. Ich kabe eine Wocke lang betracktet, ob Peter in Konstanz 

nack Rom zu fakren þjlegt. -I+Peter ist ein Ro껴ifakrer. 

(9b)가 발화되 는 상황에서 der Angestellte가 지 시 해 주는 사람이 예 를 들 

면 매일 출근해야 하는 모 회사 과장이라면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그가 슐관 

척으로 동산을 하는 둥산가로서 명사화 Bergsteiger로 부르기 에는 너 무나 충 

분치 뭇한 관찰기간이 될 것이며 (9c)가 발화되는 상황에서 콘스탄즈에 사 

는 Peter가 예를 들면 로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매해 휴가때마다 로마로 

간다면 일주일이 라는 기 간 또한 Peter를 습관적 으로 로마로 가는 Romfak

rer로 부르기 에 는 너 우나 불충분한 관찰기 간이 라 할 수 있다. 물흔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누군가에게 풍산을 하는 송관 내지 로마로 가 

는 습관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찰기간이 될 수도 있다. 왜냐 

하면 이미 언급했듯이 관찰기간은 화용론적으로 대화문맥에서 청해지기 째 

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9b, c)와 달리 (9a)에서 일주일이라는 관찰기 

간은 Peter가 담배를 습관적으로 피우는 홉연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담배피우는 행위는 등산 

하는 행위나 로마로 가는 행위와는 달리 예를 들면 한시간내에서도 자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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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얼주일이라는 기간은 습관적인 

흡연행위를 관찰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 될 수 있으으로 (9a)에서 Peter는 명 

사화 Raucher로 불려 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군가의 습관 내지 속성을 관찰하는 데에는 그 나름대로의 관 

찰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러한 관찰기간은 화용흔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2 그라드로 지금까지 설명한 관찰기간을 결청해주는 화용론적인 함 

수 F를 (10)과 같이 제시한다. 

(10) F(V)=I 

(10)에서 V는 임의동사 내지 동사구이며 F는 예를 들면 (11)과 같이 적 

용될 수 있다. 

(11) a. F(rauchen)= 1주 

b. F(bergsteigen) = 3개 월 
c. F(nach Rom fahren) = 2년 

(10)의 F 에 의해 결정되는 I 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되어 현재의 

발화시점을 거쳐 화자의 기대치에 따른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될 수도 있다. 

(ll)에 제시된 예들은 습관적으로 담배를 펴우는 행위를 관찰하는 데에는 

l주 정도， 습관적으로 동산을 하는 행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3 개월 청도， 

그리고 습관적으로 로마로 가는 행위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2 년 청도가 필요 

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물본 대화상황에 따라 (ll)에 제시된 관찰기간들은 

다플 수도 있다. 그러 묘로 (10)에 의 거 (9a, b， c)의 문장은 설명 될 수 있 

다. 즉 일주일이라는 기간은 습관적a로 담배피우는 행위와 달리 습관척으 

로 등산하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로마로 가는 행위를 관찰하는 기간으로 충 

분치 않다는 것 이 다. 그러 묘로 (9b, c)에 서 와 달리 (9'b, c)에 서 는 명 사화 

Bergsteiger와 Romfahrer가 파생 될 수 있다. 왜 냐하면 (9'b, c)에 제 시 펀 3 

개월과 2 년은 숨관적인 둥산행위와 자주 로마로 가는 행위를 관찰하기 위 

한 충분한 기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9') b. Ich habe drei Monate lang betrachtet, ob der Angestellte berg-

2 본 논문에서 말하는 ‘관찰’이라는 것은 화자가 언급하려고 하는 어떤 특청한 
임의의 개체를 의도척으로 관찰해야 하겠다하여 하는 관찰행위라기 보다는 본 논문에 

셔 필자가 제시하는 관찰기간속에서 화자가 특청한 개체를 의식척으로 혹은 우의식척 
으로 또는 직정척으로 혹은 간접척으로 관찰하는 좀 더 광법위한 관찰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의 관찰행위를 통해 화자는 Peter ist ein Raucher. 에서 
Peter가 습관척으로 담배를 피우는 홉연가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가청할 수 
있다고 하겠다. 



직시어로셔의 현대독어 명사화의 문제갱 87 

%usteigen pJlegt.• Der Angestellte ist ein Bergsteiger. 

(c) Ich habe %wei Jahre lang betrachtet, ob Peter in Konstan% 

nach Rom %u fahren 뼈egt.-+Peter ist ein Romfahrer. 

습관척인 행위를 규명하는 데에 있어서 또하나 중요한 문제는 (10)의 F 

에 의해 결청되는 관찰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개별행위가 질제로 얼마나 자주 

행해져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Carlson(1977: S. 274-75)은 어떤 행위를 습 

관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적어도 두 번은 그 행위를 실제로 이미 행했어야 한 

다는 필요조건을 제안한다. 그러나 Carlson (1977)에게서의 문제는 이 두 번 

의 행위가 어느 정도의 시간간격을 두고 행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습관적으로 담배 를 피우는 홈연가 즉 Raucher는 사랍 

마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어느 청도의 시간간격을 두고 예를 들면 하루에 두 

개비， 혹은 한강 정도의 홈연을 할 것이며， 어느 누군가가 습관적으로 풍산을 

하는 풍산가 즉 Bergsteiger로 칭 해 질째 그는 동산을 하는 행 위 를 예 를 들 

면 일주일에 한 번 청도， 혹은 한달에 두번 청도 행할 것이다. 로마를 사랑 

하는 누군가가 매해의 휴가째마다 로마로 갈 경우 우리는 그를 Romfahrer 

로 칭할 수 있다. 즉 우리는 누군가가 임의의 동사가 표현해 주는 개별행위 

를 임의의 기간내에서 어느 갱도의 시간간격을 두고 되풀이 행할 때 그가 

어떠어떠한 행위를 습관적으로 행하는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음의 예문을 보자. 

(12) a. Peter hat gestern einmal %κ rauchen gepJlegt. 

b. ?Peter hat gestern ei:ηmal berg%usteigen gePJlegt. 

(12a)는 두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즉 하나는 Peter가 어제 이전에 

는 담배를 피우지 않다가 어제는 한 혜 담배를 몇 개벼 피우곤 했다는 것으 

로 그리고 또다른 의미는 Peter가 보통때는 담배를 하루에 한 개비 정도 피 

우나 어제는 담배 몇 개비를 피우곤 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12b)는 (12a)와 같이 두가지 의미로 이해펼 수 없다. 왜냐하면 담배를 여 

러번 자주 피우는 행위는 어제라는 시간간격 내에서 얼어날 수 있으나， 등 

산을 여러번 자주 하는 행위(여기서 동산을 하는 행위는 이미 언즙했듯이 

산정상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청상적인 등산행위를 말함)는 어제라는 시간 

간격 내에서 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어떤 염의의 행위가 습관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은 (10)에 의해 결정된 관찰기간 내에서 그 행위에 알맞게 적 

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각각의 개별행위가 실제로 자주 행해져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러묘로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개개의 개별행위가 실제로 

자주 되 풀이 행 해 질 수 있는 행 위 간격 (Aktintervall) 역 시 관찰기 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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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용론적으로 청해잔다고 보묘로 이에 대한 화용론척인 합수 K를 (13)과 

같이 제시한다. 

(13) F(V) 
[K(V)] = 1 

(13)의 K는 (10)의 F에 의해 결청되는 관찰기간 I 를 대화상황에 알맞 

게 질제의 개별행위가 행해지는 행위기간으로 나누어 주는 화용론척인 함수 

이다. 이에 대한 예는 다음과 같다. 

F(raucket.‘) 
(14) a. [K(raucken)] = 1일 

FJKaffee trinun) 
b. [K(Kaffee tr샤keπ)] = 1일 

F(bergsteigeπ) 
c. [K(bergsteigen)] = 1달 

~(nack Rom fakren) 
d. [K(nach Rom fakren)] =1년 

(14a, b, c, d)는 (1야의 F에 의해 결갱되는 관찰기간 내에서 각각 담배 피 

우는 행위와 커피 마시는 행위는 하루에 일청한 시 간간격을 두고서 행해지 

며， 둥산하는 행위는 한달에 일청한 시간간격을 두고 행해지며， 로마로 가 

는 행위는 일년에 일갱한 시간간격을 두고 행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 

흔 대화상황에 따라:F와 K에 의해 결청되는 관찰시기와 행위간격이 동일 

한 간격이 될 수도 있으며， 개개의 개별행위가 행해지는 행위간격도 화용 

흔적A로 다양하게 설갱될 수 있다. (13)에 의거 (12b)가 화용흔척으로 받 

아들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보면 이는 어제 하루라는 시간간격이 풍산하 

는 행위가 습관척으로 자주 행해질 수 있는 행위간격이 될 수 없기 째문 

이다. 그러면 화용흔척언 함수 F와 K를 갖고 (6a)의 문장을 다시 설명해 

보자. 

(6) a. Peter ist ein Raucker. 

(6a)의 문장을 화자는 (10)의 F가 결청해 주는 관찰기간 내에서， 예를 

들연 일주일동안 Peter를 관찰한 결과 (13)의 K에 의해 청해지는 행위간격， 

예를 들면 매일 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지식을 로대 

로 해서 발화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Peter는 K가 정해준 하루라는 

행위간격에서 척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담배피우는 개개의 행위를 질제로 여 

러먼 행했을 것이다. 여기서 가정해야 할 것은 어떤 행위를 습관적으로 행 

하기 위 해 실제 로 행 해 져 야 하는 구체 척 인 개 별행 위 (instantiel1e Tatigke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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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더 이상 분해하지 않고 하나의 행위로 보는 것이다. 즉 담배 한 개벼 피 

우는 행위나사과한개 먹는 행위， 커피 한잔마시는 행위 동은사질상 

여러가지의 서로 다른 하위행휘가 중협환 (gequantelt) 하나의 장위행위로 볼 

수 있다. 예를 틀면 담배 한 개버 펴우는 행위는 우션 담배 한 개비를 업에 

물고 성냥을 켜셔 담배에 불을 붙이고 나서 홉업하고 연껴를 내뽑고，!E 

흉입하고 연기를 내뿜고 담배 한 개비를 완전히 피울 째 까지 흉업하고 내 

뽑는 행위는 반복원다. 커피 한 찬 마시는 행위도 우션 주전자에 불을 붓고 

서 물이 끓는 통안 커피찬에 커피가루， 프렴， 설탕을 넣고 풀이 끓으면 끓 

인 물을 커피잔에 붓고 착은 수저로 저은 후에 한모금씩 마시고 커펴잔이 

다 비워질 때까지 한모금썩 마시는 행위는 반·복판다. 그 이외의 다른 행위 

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묘로 (13)의 K에 의해 갱해지는 행위간격 I 에서 행 

해치는 질체의 구체적인 개별행위는 여려가지 세부행위로 분해하지 않는다 

는 (15)와 같은 가갱이 제시펀다. 

1 l' 
(15) VxV1[[Vins(X)]• 3I'c1[ViD.(x)] & 

1" 
"，31"ζI’[Vin.(X)] ] 

(15)에서 ViDS는 엄의의 동사냐 동사구가 표현해 주는 행위를 구체척으로 

행하는 질제의 개별행위를 말한다. 즉 (15)는 어떤 임의의 통사나 통사구가 

표현해 주는 행위를 임의의 x가 질제로 (13)의 K가 컬정해 주는 행위간격 

I 에서 행할 경우 X는 그 행위를 I 에 속하는 임의의 실행간격 I’(여커서 

실행간격이라 함은 행위간격에 속하는 하위시간간격으로셔 실제로 개개의 개 

별행위가 행해지는 시간간격엄)에서 행하고 동시에 l'에 속하는 1"에서 행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15)는 이며 언급했듯이 담배 피우고， 커 

피 한 잔 마시고， 사과 한 개 먹고， 로마로 가는 등의 행위가 실제로 행해 

질 때 담배 한 개비를 완전히 펴워버리는 행위로， 커피 한 잔을 완전히 마 

셔버려는 행위로， 사과 한 개를 완전히 먹어벼리는 행위로， 로마에 겼다 오 

는 행위로 본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15)에 의거 (16)와 같은 운장들 

의 모순은 설명된다고 하겠다. 

(16) a. *Einmal einen Apfel esseπ ist viermal (oder fi칭nfiηlal ιsw.) 

einen Apfel essen. 

b. *Eiηηzal eine Zigarette rauchen ist jüηifmal (oder sechsmal 

usw.) eiπe Zigarette rauchen. 

그러면 (10) , (13), (15)에 의거 ‘습관적 행위’는 (17)과 같이 정의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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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7) YxVto[[Vhab(x)]L•:n VleI[Vins(x)] ] 

(17)에서 Vhab은 임의의 통사나 동사구가 표현해 주는 행위를 숨관적으로 

자주 행하는 습관적인 행위를 말하며 to은 임의의 시점， 예를 들면 문장의 

발화시점 내지 시제를 말한다 3 즉 (17)은 임의의 x가 엄의의 시점 to에서 

어떤 행위를 습관적으로 자주 행한다는 것은 (10) , (13)의 F와 K에 의해 

청해지는 관찰기간 I와 행위간격 I 에서 모두 개별행위가 실제로 척당한 시 

간 간격을 두고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질제의 개별행위가 모든 

I 에서 얼마나 자주 행해져야 하는 것은 행위자와 그리고 동사와 동사구가 

나타내주는 행위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물흔 (17)은 청상적인 습관척인 행 

위의 경우를 말하묘로 습관적으로 행해오던 어떤 임의의 행위가 불의의 이 

유로 더 이상 행해질 수 없는 경우는 섣명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명사화를 

직시어로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Enç(1981)가 해결해주지 뭇하는 (8a，，-，d)의 

문제정올 (10) , (13)의 화용흔적언 함수 F와 K , 그리고 이에 따라 청의한 

(17)의 습관적인 행위에 의해 설명해 본다. 

5. 관활기간과 행위감격에 의한 Enç(1981)의 문제접 해결 

(8a，，-，d)의 문장을 다시 한번 제 시 한다. 

(8) a. 11 Peter war gestern ein Raucher. 

b. 11 Peter war gestern eiπ Bergsteiger. 

c. ?? Ein Raιcher war gestern Peter. 

d. 11 Eiπ Bergsteiger war gesterπ Peter. 

Peter가 예를 들어 엄의의 시점에서 청상적으로 담배를 숨관척으로 피우 

는 흡연가일 경우 그는 (10) , (13)의 F , K에 의해 청해진 엄의의 관찰기간 

I 내의 모든 행위간격 I 에셔 실제로 담배피우는 개별행위를 적당한 시간간 

격을 두고 행해 왔어야 한다. 물론 여기서 담배 피우는 개개의 개별행위는 

(15)에 의거 담배 한개비를 완전히 피우는 행위로 간주한다. 그러으로 (8a) 

를 화용흔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화자가 Peter를 어제 하루 관찰 

한 결과 그를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홉연가 즉 Raucher로 간주할 수 

3 발화시 첨 과 문장의 시 제 는 물론 다료다. 다만 (17)에 서 의 to는 문장의 발화시 챔 
으로 보아도 되고 문창의 시제로 보아도 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to가 과거의 어느 
시갱일 경우 습관적인 행위는 to보다 훨씬 이전에 행해졌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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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기 째문이고 또한 화자가 어느 시점에서 부터 Peter를 관찰한 결과 Peter 

가 어제 이전의 시점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않고 또한 어제 이후의 시점에서 

도 담배를 피우지 않고 다만 어제 하루 동안만 담배를 몇 개비 피웠다고 해서 

Peter를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흡연가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어제라는 시기는 (10)의 F에 의해 정해지는 관찰기간으로도 그리고 (13)의 

K에 의해 결갱되는 행위간격으로도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8b"，d)의 경우 

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 (8a，，-，d)를 화용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 

는 이유는 어제라는 시기는 Peter가 담배피우고 그리고 둥산하는 행위를 

습관적 으로 행 하는가의 여 부를 관찰하는 관찰기 간으로도 또는 행 위 간격 A 

로도 충분할 수 없다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8a)의 문제점을 

(18)과 같은 도표로 그려볼 수 있다. 

(18) 
I 혹은 1 (=어제) 

1(=예를 들연 : 얼주일) 

(8a)의 
의마 
(n~2) 

습관척인 
흉연행위 
(n> l) 

(18)에서의 Rl' .. Rn은 담배 한개비 피우는 개별행위들를 말한다， (18)의 

도표에서 나타내 주듯이 습관적인 홉연행위는 도표 하단처럼 흡연행위가 행 

해져야 하나 (8a)의 의미는 도표 상단에 나타난 바와 같다. 그러므로 (8a) 

의 문장은 화용흔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바운법적인 문장이 된다， (8b", 

d)의 경 우도 마찬가지 이 다. 

결흔적으로 영사화가 습관적인 행위를 하는 자로 이해될 때 명사화는 (10) 

의 F가 결정해 주는 관찰기간과 (13)의 K가 정해주는 행위간격에서 적당 

한 시간간격을 두고 실제로 개개의 개별행위틀을 행하는 사람들의 집합을 

지시해 준다. 

다음은 명사화가 지시해 주는 지시물들이 발화시점과 질행간격과의 관계 

속에서 결갱되는 경우를 보자. 

(19) “ Mami, guck mal schnell deπ Fahrer, wie gefährlich er die Spur 

wechselt /" 

(1 9)에서의 der Fahrer는 발화시점에서 운전을 하는 자， 즉 ‘derjeni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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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gerade zur ÄuBerungszeit fährt’를 지시한다. 그러묘로 (19)의 명사화 

Ra“cker의 의미는 (20)과 같이 도표로 나타내 줄 수 있다. 

(20) to ?I ’‘fahren" 

m 
(20)에서는 차를 오는 구체척인 행위가 (13)의 K에 의해 청해지는 행위 

간격 I 에 포함되어 있는 질제의 실행기간 l'내에서 실제로 행해지는데 바로 

이 질행간격 1'(빗금친 부분)에 발화시점 to가 들어 있다 지금까지의 명사 

화에 대한 젤명에 의거 언뜻보기에 모순문장같이 보이는 (21)의 문장이 ‘정 

보를 주는(informativ) ’ 청상적인 독일어 문장임이 판명된다. 

(21) Dieser Raucher ist kein Raucker. 

(21)는 다음과 같이 이해되는 갱상척인 문장이다. 

(22) a. 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 ist keiner, der jetzt gerade 

raucht. 

b. Derjenige, der habituell rauthte, ist keiner, der jetzt gerade 

raucht. 

c. 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e und eventuell heute npch 

habituell raucht, ist keiner, der jetzt gerade raucht. 

d. 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e und eventuell heute noch 

habituel1 raucht und auch bis zu einem zukünftigen Zeitpunkt 

habituel1 rauchen wird, ist keiner, der jetzt gerade raucht. 

e. 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e, ist keiner, der habitue11 
raucht. 

f. 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e und eventuell heute noch 

habituell raucht,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 

g. 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e und eventuell heute noch 

habituell raucht und auch bis zu einem zukünftigen Zeitpunkt 

‘ (19)에 서 영 사화 Raucher는 행 위 간격 에 포함되 어 있는 질행 간격 속에 발화시 갱 
이 포함되 어 있는 정 우를 말함다. 그러 므로 (19)의 der Raucher가 지 시 해 주는 사랑 
이 질쩨로 직업껴언 운전수이든 대학교수이든 여기셔는 관성의 대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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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bituell rauchen wird,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 

h. Derjenige, der habituel1 raucht,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e. 

i. 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e und eventuell heute noch habituell raucht. 

j. 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e und eventuell heute noch habituell. raucht und auch 

bis zu einem zukünftigen Zeitpunkt habituell raucht. 

k. Derjenige, der jetzt gerade raucht,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 

1. Derjenige, der jetzt gerade raucht,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e. 

m. Derjenige, der jetzt gerade raucht,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e und eventuell heute noch habituell raucht. 

n. Derjenige, der jetzt gerade raucht,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e und eventuell heute noch habituell raucht und auch 

bis zu einem zukünftigen Zeitpunkt rauchen wird. 

문장 (21)는 대화상황에 따라 (22a-n) 동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통일 

정 (Identit낄t)을 나타내 주는 통사 sein 때 문에 (21)의 문장이 모순같이 여 겨 

질 수 있는 경우는 (23)와 같이 이해되는 경우이다. 

(23) a. 률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 

b. 톨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e,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e. 
c. 훌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e und eventuell heute noch 

habituell raucht,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e und heute 

noch habituell raucht. 

d. *Derjenige, der habituell rauchte und eventuell heute noch 

habituell raucht und auch bis zu einem zukünftigen Zeitpunkt 

rauchen wird, ist keiner, der habituell rauchte und eventuell 

heute noch habituell raucht und auch bis zu einem zukünf. 

tigen Zeitpunkt rauchen wird. 

e. 율'Derjenige， der jetzt gerade raucht, ist keiner, der jetzt 

gerade rau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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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21)가 (23a-e)로 이해될 수 없는 이유는 a*-a의 모순율 째문이 

라 하겠다. (21)의 운장이 대화의 상황에 따라 (22a-n)의 운장으효 이해 

된다는 것은 (21)의 명사화 Raιcker가 화용흔적으로 중의성을 갖는다는 것 

을 의미하며 이러한 화용흔적인 중의성은 (10)의 F에 의해 그리고 (13)의 

K에 의해 청해지는 관찰기간 및 행위간격 내에서 실제로 담배 피우는 행위 

를 행하는 자들의 집합올 가리킨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개체들을 임의의 시청에서 부터 혐재의 발화시점을 거쳐 째로는 

화자의 기 대 치 로서 미 래 의 어 느 시 점 까지의 시 간척 배 경 (temporaler Hinter

grund) 속에셔 관찰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그러한 관찰기간 내에셔 개체가 

염의의 속성을 갖기 위해 어떠한 행위를 얼마나 자주 행하고 있는가률 경험 

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묘로 명사화가 화용론척으로 종의성을 갖는다는 

사실은 (10), (13)에서와 같이 화용론적으로 결청되는 관찰기간과 행위간격 

을 절청하므로서 Enç(1981)에서 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젤명될 수 있다 

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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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ssues in Nominalization as Indexical Words in Modern German 

Oh, Ye-Ok 

Enç(1981) took the position of treating common nouns as indexical 

words along with ich, heute, hier. The present paper attempted to show 

the problems in Enç’s(1981) solution which inc1udes such nomimalizations 

as Raucher, Bergsteiger, KaJfeetri샤er in the category of indexical words 

in mooern German. An alternative solution with an incorporation of 

pragmatic concepts of ‘observation interval' and ‘act interval' was 

presented in the present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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