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어 파생조어의 시간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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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 Soo-song. (2002). On the temporal properties of derived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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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treats the ternporality of the norninalization (such as in the
derived norninal such as Besteigung, 때erquerung， Untertunnelung, etc.,
and in the infinitive norninal such as Besteige n, 때erqueren， Untertunneln ,
etc. The base verbs of these norninals are prefix verbs which denote the
changes in the state of affairs. Intuitively they are interval based, but
syntactically they do not allow the rnodification with the durative
predicates or durative ternporal adverbials. Thus they cannot cooccur with
the predicates dauern , in Anspruch nehmen or the ternporal adverbials
den ganzen Tag, ein Monat lang, etc. On the contrary, the infinitive
norninals such as Besteígen , ψberqueren， Untertunneln can be rnodified
with durative adverbials/adjectives or cooccur with the durative predicates
whereas it is not always the case for the derived norninals. It is found that
the infinitive nominalizations visualize the tirne interval which is not
accessible in the case of their base verbs. The process of the events
denoted by the infinitive norninals are described with the function which
has the subintervals as dornain and the changes of the properties of the
therne argurnents as range. The derived -ung-norninals, however, always
denote the result of the changes of the state of affairs. If they denote the
result of the changes repeatedly within a specific interval cornposed of
subintervals, then they can be rnodified with ternporal adverbials or
cooccur with durative predicates.
Key words: ternporality of norninalization, derived norninal, infinitive
norninal, durative predicate, the process of events, visualize
the tirne interval

1. 파생동사의 시간성 기술
1.1.

전철 자동사의 시간성 문제

독일어의 전철통사들의 다수가 사건동사라는 연구가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의 후원으로 완성되었다.

Essau(1973), Ehrich(197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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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인 T 경-

1990),

신수송(2000)，

간 축 상에서

Shin(2001)

어떻게

등에서 나오면서 이들이 지칭하는 사태변화가 시

기술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다음은

Klein

(1999)의 어휘기술 방법에 따라 사건동사인 verkorken의 어휘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1) verkorken

a.

읍성음운론적인 정보 [...]

b.

범주적인 정보

[... ]

C. 어휘내용:

(i) -K ^ K
-K = x ist zu ti kein Kork
K = x ist zu tj Kork
(ii) ti > tj
(iii) K는 -K에 대하여 인과관계에

있다.

이러한 verkorken의 어휘내용은 (i)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대상 논향인 X가 시점
ti에서

kein

Kork의 초기상태에 있고 시접 tj에서 결과상태의 Kork가 되는， 두 가

지의 모순된 상태를 동시에 갖는다. 이때 시점 t，는 시점 tj에 앞서며 〔조건
일 ti에서 X가

kein

ii), 만

Kork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X가 tj에서 Kork의 상태에 있

을 수 없음으로 이들 두 상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문제는 이 두 상태
가 서로 모순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모순되는 이유는 우리의 직관과는 달
리 초기상태에서 결과상태로의 변화를 위한 어떠한 시간구간도 통사적으로 표현

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 예문들에서 그 타당성을
찾게 된다.

(2) Das Gewebe verkorkte *10 Jahre lang/in 10 Jahren.
(2)에서 지속성 시간부사인

10 Jahre

lang과 시간연장 부사인

in 10

Jahren이 사

건동사 verkorken과 사용될 경우 비문법적이 됨으로， 따라서 다음과 같이 초기상
태와 결과상태가 시간적으로 빈틈없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3)

{--‘---------------------++++++++++++}
초기상태

결과상태

-K

K

{, }은 verkorken의 어휘내용이 가리키는 상황

-K: x ist kein Kork
K: x ist Kork
x = das Gew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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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우리는 전철동사가 지칭하는 사건이 시간구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통사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hin, 2001)

(4) a. Es dauerte 10 Jahren, bis das Gewebe verkorkte.
b. Es nahm 10 Jahre in Anspruch, bis das Gewebe verkorkte.
(4a)에서는 논향인

das

Gewebe(식물조직)이 ‘콜크’가 될 때까지 10년의 시간이 걸

렸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4b) 에서도

Es nahm 10 Jahre in Anspruch

은 역시 ‘식물조직이 콜크가 될 때까지 10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 관계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in 10 Jahren
(5) a‘

{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I+++\
tn
ψn

ψi

ψ1

{, \은 verkorken의 어휘내용이 가리키는 상황을 나타낸다.

11111111/

변화를 나타내고 통사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초기상태:

ψ1

= x ist zu t1 kein Kork

변화:

ψi

= x ist zu t1 kein Kork

결과상태:

ψn

= x ist zu tn Kork
x = das Gewebe

a ’.

verkorken 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는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로 표시할 수 있다.

verkorken’

f verkorken (tD

= -

Kork(x)

+
+ f verkorken (ti) = - Kork(x)
+
+ f verkorken (t n) = Kork(x)

빌 f verkorken (tD
verkorken’은 전철동사 verkork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를 함수관계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초기상태는， 시점 h에서 X가 콜크가 아니다가

(-Kork(x))

그후，

tl> tn-1까

지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고 tn에 이르러서야 비로써 결과상태 Kork(x)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1/1/로 표시된 부분은 통사적인 수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함수 값은 초기상태의 값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이처럼 verkorken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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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시간 부사구
못하기

때문에

10 Jahre lang

이상의

혹은 시간연장 부사구

도표에서는 변화의

과정이

in 10

Jahren과 결합하지

통사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기호로 나타내었다)) 그러나 verkork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가 초기상태
에서 결과상태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시간소요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4a,b)

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예시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 결과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변화가 완결된 과거시제나 현재완료 시제의 경우로 제한된다. 과거시

제는

Klein(1994,

1998)의 시제이론에 따라 주제시간

Topikzeit

안에 동사의 어휘

내용이 지칭하는 상황이 끝이 나거나， 주제시간 내에서 상황이 지속되다가 종결되

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를 앞서 제시한 과거시제 예문인 (4c)를 가지고 설명하
여보자;

(6) a. (Es nahm 10 Jahre in Anspruch/dauerte 10 Jahre),
bis das Gewebe verkorkte.
in 10 Jahren
{/ / / / / / / / / / / / / / // / / / / /[/ / / / /+++1++1++++++++/++++
변화

주제시간

결과상태

발화시간

{, } : verkorken의 어휘내용이 지칭하는 상황시간의 경계
[,

1:

주제시간의 경계

/////// : 변화과정
/ : 발화시간
이 도표에서 verkork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의 시간적인 경계 i 다시 말해 ‘그 식
물조직이 콜크가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구간의 경계는 시간 연장부사

in 10 Jahren

에 의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으로 {, 1로 표시하였다. 이제 변화의 결과가

++++로 표시될 때 우리는

[, 1으로 표시한 주제시간의 경계 안에서 변화의 과정이

끝이 나고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변화는 초기상태를 포
함하며， 통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부분과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상황이후에 오는 시간은
결과상태，

x ist

verkorkt가 특정한 변화가 없는 한 잠정적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시제가 완결상 Perfektiv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Klein의 이론을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완료시제 문에서 verkorken 이 지칭하는 사태가 어떻게 기술되는
가를 다음 예문을 가지고 설명하여 보자.

1)

Klein(1994) 에

따르면 사건통사 verkorken은
verkorkt와 결과상태 x ist verkorkt의 두 개의
정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화의 시간경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으로

어휘내용이 {..•.++++I로 초기상태 x ist nicht
모순된 상태로 되어있고 이 두 상태사이의 변화과
시간 연장부사에 의해 이 동사가 지칭하는 사태변
변화과정을 /////로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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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b. (Es nahm 10 Jahre in Anspruch/dauerte 10 Jahre),
bis das Gewebe verkorkt ist.
in 10 Jahren
{I /// / / / / / / / / / / // / / / / / / / / /+++l++++[++/++l+++++++
변화

{,
[,

1: verkorken의 어휘내용이
1: 주제시간의 경계

결과상태

발화시간

지칭하는 상황시간의 경계

/////// : 변화과정
/ : 발화시간
(6b)에서도 verkorken 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는 ‘그 식물조직이 콜크가 되기까지
10년이 걸리는 시간구간으로서 (6a)에서와 같이 시간 연장부사

in 10

Jahren에

의해 그 한계를 {, 1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여기서도 초기상태를 포함
하며， 통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부분과 변
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十+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주제시간은 이러한

변화가 끝이 난 이후시간에 발화시간을 포함하는 현재시간으로 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주제시간은 변화과정의 시간경계 밖에서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가정은
현재완료 시제가 현재시제와 완료상 Perfekt의 복합관계를 갖는다는 Klein의 이
론을 따른 것이다.

이러한 사건동사 verkorken에 해당되는 현상은 사건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전철동사들에게도 적용되어 전철동사를 위한 하나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가정될
수 있다.

(끼

a. *Der Mann erblindete ein Jahr lang.
b. *Der Mann erblindete in einem Jahr.
c. Es nahm ein Jahr in Anspruch/dauerte ein Jahr,
bis der Mann erblindete.

(8) a. *Die Wunde vernarbte einen Monat lang.
b. *Die Wunde vernarbte in einem Monat.
c. Es nahm einen Monat in Anspruch/dauerte einen Monat,
bis die Wunde vernarbte.
(9) a. *Das linke Bein erlahmte eine Woche lang.
b. *Das linke Bein erlahmte in einer Woche.
c. Es nahm eine Woche in Anspruch/dauerte eine Woche
bis das linke Bein erlahm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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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T
τr

(η-(잉의

a-문장들은 사건동사들로서

시간지속을 나타내는 부사{구)

lang, einen Monat lang, eine Woche

다. 또한 이들 사건동사들은 시간연장 부사{구

Monat, in einer

ein Jahr

lang등과 함께 사용되 면 비문법 적 이 된

in

einem Jahr, in einem

Woche와 사용될 경우， 이러한 시간이 경과하고 난 후 사건동사

들이 지칭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문법적이다. 그러나 이 시간연장 부사가 지칭하
는 시간경과는 사태변화의 시간적인 경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지칭하는

시간이 경과하고 난 후에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7)-(9)의 b-문
장들은 모두 비문법적이다. 사건동사들이 지칭하는 시간적인 경과는 그러나 앞서

verkorken의

경우에서 본바와 같이 es nahm ein Jahr/einen Monat/eine
in Anspruch, bis … 혹은 es dauerte ein Jahr/einen Monat/eine
Woche, bis … 등과 같은 통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찌Toche

즉 (7)에서 ‘그 남자가 눈이 일년 동안 멸게 되었다’는 비문법적이지만 ‘눈이 머는

데 한 달이 걸렸다’는 문법적이다. (8)에서도 ‘상처가 한달 동안 아물게 되었다’는
비문법적이지만 ‘상처가 아무는데 한 달이 걸렸다’는 문법적이다. (9)의 경우도 ‘왼
쪽 발이 일주일 동안 마비되고 있었다’는 비문법적이지만 ‘왼쪽 다리가 마버되기까
지 일주일이 걸렸다’는 문법적이다. (7b)의 erblinden을 예로 들어 사태변화의 과
정과 그 결과상태를 다음과 같은 도표와 함수관계로 나타내보자.

(10) a. (Es nahm ein Jahr in Anspruch/dauerte ein Jahr),
bìs der Mann erblindete.
ìn eìnem Jahr
//////////////////////////////////////+++1
초기상태

변화

결과상태

{， l은 erblinden의 어휘내용이 지칭하는 상황시간의 경계

/////// 변화과정

b.

erblinden 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는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로 표시할 수
있다.

erblinden’

f erblinden (h) = - Kork(x)
+
+ f erblìnden (t1) = - Kork(x)
+
+ f erblìnden (tn )

= -

Kork(x)

흙 f erblì띠en (띠
이상의 도표에서 erblind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가

ein Jahr

lang과 같은 지속성

시간부사에 의해 통사적으로 수식이 불가능한 부분을 ///////로 표시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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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 남자가 눈이 멀게’ 되기까지 걸리게 되는 1년이라는 시간구간은 시간 연장부

사

Jahr에 의해 그 한계를 {, }로 표시하였다. 변화의 결과를 ++++로 표

in einem

시한다고 할 때 우리는 주제시간의 경계 안에서 변화의 과정이 끝이 나고 그 결과

를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변화는 초기상태를 포함하며， 통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1/부분과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
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10b)에서

erblinden’은

전철동사

erblind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를 함수관계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초기상태를 시접
tr에서 X가 눈이 멀지 않은 상태(-비ind(x))에 있다가 그후，

tb tn-]까지

눈이 멀어 가

는 상태가 계속되고 tn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눈이 먼 결과상태 비ind(x)에 이르게
된 것올 말한다. /////로 표시된 부분은 통사적인 수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
분의 함수 값은 초기상태의 값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erblind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가 초기상태에서 결과상태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시
간경과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예시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과거시제문과
현재완료문을 가지고 결과상태가 시간 축 상에서 어떻게 주제시간과 연결되는가를

논의하여 보자. 먼저 과거시제문의 결과상태와 주제시간의 관계를 기술하여보자.

(11) a. (Es nahm ein Jahr in Anspruch/dauerte ein Jahr lang),
bis der Mann erblindete.
b‘
in einem Jahr
{I /11// / / / I / / / / / / / / / / /[1 / / / /+++}++]+++++++++++++++I++++
변화

주제시간

결과상태

발화시간

{, } : erblínden의 어휘내용이 지칭하는 상황시간의 경계
[, ] : 주제시간의 경계

/////1/ :

변화과정

/ : 발화시간
위의 도표에서

erblinden 이 지칭하는 사태변화의 시간적인 경계， 다시 말해

남자가 눈이 멀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구간의 경계는 시간 연장부사

‘그

in einem

Jahr에 의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으로 {, }로 표시하였다. 이제 변화의 결과
가 ++++로 표시될 때 우리는 [, ]으로 표시한 주제시간의 경계 안에서 변화의 과
정이 끝이 나고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변화는 초기상태

를 포함하며， 통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1//////부
분과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었다. 이 상황 이후에 오는
시간은 결과상태，

x ist

erblindet가 특정한 변화가 없는 한 잠정적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시제가 완결상 Perfektiv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
는다는 Klein의 이론을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완료문에서 erblinden이 지칭
하는 결과상태와 주제시간의 관계를 기술하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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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 (Es nahm ein Jahr in Anspruch/dauerte ein Jahr),
bis der Mann erblindet is t.
b.
in einem Jahr

{I1/11I I I I I /11 I I I I I I I I II I I+++}+++++++++[++I++]+++++++
변화

결과상태

발화시간

{, } : erblinden의 어휘내용이 지칭하는 상황시간의 경계
[, ] : 주제시간의 경계

11111/1 : 변화과정
1: 발화시간
(12b)에서도 erblind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는 역시 ‘그 남자가 눈이 멀게’ 되기까
지 1년이 걸리는 시간구간으로서 시간 연장부사

in einem

Jahr에 의해 그 한계를

{, }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여기서도 초기상태를 포함하며， 통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IIIIIIII부분과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

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었다. 그러나 주제시간은 발화시간을 포함하는 현재시
간으로 이러한 변화가 끝이 난 이후시간에 해당되며， 따라서 이 주제시간은 변화
과정의 시간경계 밖에서 위치하게 된다. 결과상태의 상황 이후 시간은 결과상태인

x ist

blind가 특정한 변화가 없는 한 잠정적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완료문이 완료상 Perfekt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Klein의 이론
을 따른 것이다.

l.2.

전철 타동사의 시간성 문제

이 절에서는 전철동사가 타동사로서 사태변화를 나타내는 사건동사일 경우 그

어휘내용을 기술하려고 한다. 다음은 besteigen의 어휘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13) besteigen

a.

음성읍운론적인 정보 [...]

h

범주적인 정보

c.

[...]

어휘내용:

-B ^ B
-B = x ist zu ti nicht bestiegen
B = x ist zu tj bestiegen
(ii) ti > 치

(i)

(iii) B는 -B에 대하여 인과관계에 있다.
이러한 besteigen의 어휘내용은 (i)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즉 대상인 X가 시점

t,

에서 nicht-bestiegen의 초기상태에 있고 시점 t J 에서 bestiegen의 결과상태에 있

독일어 파생조어의 시간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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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모순되는 두 가지 상태를 갖는다. 이때 시점 L는 시점 tJ에 앞서며 (조건

ii),

만

일 ti에서 X가 nicht-bestiegen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면 X가 P에서 bestiegen의
상태에 있을 수 없음으로 이들 두 상태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문제는 이

두 상태도 앞서 자동사의 경우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모순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

들이 모순되는 이유는 두 상태사이에 변화를 위한 어떠한 시간구간도 통사적인 기술
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들이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시킨다.

(14) Hans bestieg den Be rg *drei Stunden lang/*den ganzen Tag.
(14) 에서 시간부사구

drei Stunden lang, den ganzen Tag

등은 사태변화가 지

속되는 시간구간을 지칭하는데 이들이 사건동사 besteigen과 사용될 경우 비문법
적이 된다. 여기서도 우리는 전철동사가 자동사로서 사건을 지칭하는 경우와 같이
초기상태와 결과상태가 서로 붙어 있고 이들 사이의 시간적인 빈틈이 허용되지 않
는 것을 보게 된다.

(15) {-------------------------+++++++++++++}
초기상태

결과상태

-B

B

{, }은 besteigen의 어휘내용이 가리키는
-B : x ist zu ti nicht bestiegen
B : x ist zu t l Kork bestiegen
x = der Berg

상황을

그러나 우리는 전철동사가 지칭하는 사건이 시간구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통사적인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 a. Es dauerte drei Stunden, bis Hans den Berg bestiegen hat/
bestieg.
b. Es nahm den ganzen Tag in Anspruch, bís Hans den Berg
bestiegen ha t/ bestieg.
(16a)에서
시간이

es dauerte den ganzen

걸린

것을

의미한다.

Tag은 ‘한스가 그 산을 오르기까지 하루종일

(16b)에서도

Anspruch은 ‘한스가 그 산을 오르는’

Es nahm den ganzen Tag in
시간의 소요가 den ganzen Tag 임을 말한

다. 이처럼 besteigen 이 직접 사태지속을 나타내는 dauern과 결합하지 못하지

만 그러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besteigen 이 지칭하는 사태변화가 초기상태에서

결과상태에 이르기까지 특정한 시간소요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예문 (16a，b)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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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됨으로 이를 다음과 같은 도표와 함수관계를 통해 예시하여
보자.

(17) a.
in drei Stunden
{//I//////////////////////////////////+++l
초기상태

변화

결과상태

{, 1은 besteigen의 어 휘내용이 지칭하는 상황시간의 경계

///1///
b.

변화과정

besteig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는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로 표시할 수
있다.

besteigen’

f besteigen (td = - bestiegen (x)
+
+ f besteigen (t1) = - bestiegen (x)
+
+ f besteigen (t서 = bestiegen (x)

솔 f besteig많 떠
도표 (17a)에서 besteig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가

drei Stunden

lang과 같은 지

속성 시간부사에 의해 통사적으로 수식이 불가능한 부분을 ///////로 표시되었
다. 이러한 사태변화의 시간구간， 즉 ‘한스가 그 산의 정상에 오르는’데에 걸리게

되는 3시간이란 시간구간은 시간 연장부사

in drei

Stunden에 의해 그 한계를

{, }로 표시하였고，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결과를 +++로 표시하였다. 따라서 변화는
초기상태를

포함하며，

통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1/////부분과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l7b)에서

besteigen’의 의미는 전철동사 besteig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를 함수

관계로 나타낸 것이다. 이때 함수관계는 초기상태를 시점 t1 에서 산(x)을 타기 시
작하는 상태 -bestiegen(x)으로， 그후
다가

시점

t l1에

이르러서야

한스가

t i, tl1끼}지 산을
완전히

정상에

타는 한스의 행위가 계속되
오르게

되는

결과상태를

bestiegen(x)으로 나타내고 있다. /////로 표시된 부분은 통사적인 수식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함수 값은 초기상태의 값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besteig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가 초기상태에서 결과상태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시간경과를 요구한다는 사실을 예문 (16a，b)를 통해간접적으로
예시할 수 있었다. 이제 과거시제문과 현재완료문을 가지고 결과상태를 시간축 상

에서 기술하여 보자. 먼저 과거시제문의 결과상태를 기술하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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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a. (Es dauerte drei Stunden/nahm drei Stunden in Anspruch,)
bis Hans den Berg bestieg.
b.
in drei Stunden
{I/ / / / / / / / / / / / / / / / / / / /[// / / /+++}++]++++++++++++++++/++++
변화

주제시간

결과상태

발화시간

{, } : besteigen의 어휘내용이 지칭하는 상황시간의 경계
[, ] : 주제시간의 경계
/////// 변화과정
/ 발화시간
이 도표에서 besteigen 이 지칭하는 사태변화의 시간적인 경계， 다시 말해 ‘한스가
산의 정상에 오르는데’ 걸리는 시간구간의 경계는 시간 연장부사

in drei

Stunden에

의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으로 {, }로 표시하였다. 이제 변화의 결과가

++++

로 표시될 때 우리는 [, ]으로 표시한 주제시간의 경계 안에서 변화의 과정이 끝이
나고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변화는 초기상태를 포함하며，
통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부분과 변화의 결
과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구성되어었다. 이러한 주장은 과거시제가 완결상

Perfektiv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Klein의 이론을 따른 것이다.
다음으로 현재완료시제 문에서 besteigen 이 지칭하는 사태변화와 결과상태가
어떻게 기술되는 가를 다음 예문을 가지고 설명하여 보자.

(19) a. (Es dauerte drei Stunden/nahm drei Stunden in Anspruch,)
bis Hans den Berg bestiegen hat.
b.
in drei Stunden
{I/ / / / / / / / / / / / / / / / / / / / / / / /+++}++++[++/++]+++++++
변화

결과상태

발화시간

{, } : besteigen의 어휘내용이 지칭하는 상황시간의 경계

[, ] : 주제시간의 경계
/////// : 변화과정
/ : 발화시간
(19비에서도 besteig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는 (18비와 동일하게 ‘한스가 산의 정상
에 오르기까지’ 3시간이 걸리는 시간구간으로서 시간 연장부사

in drei

Stunden에

의해 그 한계를 {, }로 표시하였다. 이러한 변화과정은 여기서도 초기상태를 포함하

며， 통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11/1/1부분과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주제시간은 발화시간을 포함

하는 현재시간으로 이러한 변화가 끝이 난 이후시간에 해당되며， 따라서 이 주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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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변화과정의 시간경계 밖에서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사건통사 besteigen에
해당되는 현상은 사건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전철동사들에게도 적용된다.

(20) a.*Hans überquerte den Kanal vier Stunden lang.
b. Hans überquerte den Kanal in vier Stunden
c. Es nahm vier Stunden in Anspruch, bis Hans den Kanal
ueberquerte.
d. Es dauerte vier Stunden, bis Hans den Kanal überquerte..
(21) a.*Man untertunnelte den Kanal ein Jahr lang.
b. Man untertunnelte den Kanal in einem Jah r.
c. Es nahm das ganze Jahr in Anspruch, bis man den Kanal
un tertunnelte.
d. Es dauerte das ganze Jahr, bis man den Kanal untertunnelte
(20)-(21)에 주어진

überqueren,

untertunneln은 besteigen과 마찬가지로 사건동

사에 속하고 모두 두 개의 모순된 상태， 즉 초기상태인 - überquert(x)와 결과상
태인

überquert(x)

그리고 초기상태인 -untertunnelt(x)와 결과상태 인

untertunnelt(x)

를 어휘내용이 지칭하는 상황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상태 사이에 시간적
인 틈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태변화를 위한 시간구간의 통사적인 기술

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überqueren, unter- tunneln, besteigen 등이 지칭하는，
vier Stunden lang, ein Jahr

사태의 이질적인 전 변화과정을 수식하는 시간부사

lang, den ganzen

Tag이 사용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사건동사들이 일정한 시간구간을 통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시간구간 연장부사
인

in vier Stunden, in einem Jahr, in einem Tag vier Stunden 등이나 일
정 한 시간구간을 요구하는 술어 in Anspruch nehmen, es dauerte … bis …따위

2) 그러나 이 현재완료문이 과거시제의 의미로 사용된다연 주제시간이 발화시간이전에 주어지는 것으
로 이 경우는 (17a)의 기술과 같을 것이다.

3)

dauern과 같은 동사나 den ganzen Tag, eine Woche lang과 같은 시간부사는 동작동사나 상태동
사와 양립할 수 있다. 동작동사 혹은 상태동사틀은 이틀 시간부사{구)들이 지칭하는 시간구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하나의 사태지속을 나타내거나 다수의 동질적인 사태들을 나타낸다.

a.
1 Sachverhalt
b.

5), 52, .....5i’ .....Sn. 1,

Sn

(a)의 경우는 변화가 없는 하나의 사태를 지칭하는 어휘내용， 예를 들어 Iiegen , stehen , decken 풍과
같은 상태동사에 해당한다 (b)의 경우는 다수의 사태들 5ib 52, ..... 5" …511-1, 5n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주어
지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종류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고 동질 homogen의 성질을 가지며 tanzen ,
5chlafen, lachen 둥과 같은 통작동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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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명시할 수 있다. 즉 이들 동사들은 통사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태변화의 시간구간을 어휘내용 속에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2.

전첼동사의 명사화에 았어서 시간성 문제

2.1.

부정사 명사화

Infini ti v-Nominalisierung의

시간성

부정사의 명사화는 독일어의 경우에 있어서 거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활
성적이다. 다만 이들이 어떤 문맥에서 사용되는가 하는 것이 이들의 문법성을 결

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Essau, 1973, 161ff 참조〕

(22) a. *Das Versuchen ist mir mißlungen.
b. *Sein Empfangen des Geschenkes beleidigte die anderen.
(23) a. Es handelt sich um das Versuchen und nicht um das Gelingen.
b. Das Empfangen von Geschenken beleidigt ihn nich t.
부정사 병사화인

Versuchen,

Empfangen 이 (22)의 문맥에서 비문법적이고

(23)

의 문맥에서 문법적인 이유는 이들파 결합하는 술어와 관계된다고 본다. 즉 술어

ist mir

miβlungen，

beleidigte die anderen

등은 주어가 사태 의 결과를 나타내

야 하고 결코 진행이나 지속을 나타내서는 안 되는 제약을 준다. 역으로 우리는
(22a，b)가 비문법적이기 때문에

Versuchen, Empfangen

등과 같은 부정사 명사

화는 사태의 진행이나 지속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부정사의 명사화가 사태
의

진행/지속을 나타낸다는 것은 앞서

파생동사

überqueren, untertunneln,

besteigen의 명사화에 있어서 시간성에 관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다음 예문
을보자.

(24) a.*Hans überquerte den Kanal vier Stunden.
b. Das überqueren des Kanals dauert vier Stunden.
c. Das ψberqueren des Kanals nahm Hans 띠er Stunden in Anspruch
d.*Das ψberqueren des Kanals ist mir nicht g리ungen.
(25
되) a."예’

b. Das Untertunneln des Kanals dauerte das ganze Jahr.

c. Das Untertunneln des Kanals verlangte den Einsatz modernster
Bautechnik.
d. *Das Untertunneln des Kanals war ein Verlustgeschäf t.

신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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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a.*Hans hat den Berg zwei Stunden lang bestiegen.
b. Das Besteigen des Bergs dauerte zwei Stunden.

c. Das Besteigen des Bergs nahm zwei Stunden in Anspruch.
d. *Das Besteigen des Bergs gab mir große Freude.
우리는 앞 절에서 전철동사들이 사건을 나타낼 때 이들이 지속성 시간부사나 시간

연장부사에 의해 수식될 경우 비문법적언 문장이 되는 것을 보았다. 이제

(20),

(21)의 사건동사 überqueren을 명사화한 디berqueren의 시간적인 속성을 검토하
려고 한다. (22b)에서 부정사의 명사화
타내는 술어

dauert vier

Durchqueren des

Kanals는 지속성을 나

Stunden과 결합하여 문법적인 문장을 이룬다. 즉 동사

überqueren과 명사화 überqueren은 시간적인 성질에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überqueren이 서 로 모순되 는 두 개 의 상태 인 -

überquert(x), überquert(x)

중에

서 다만 결과상태 überquert(x) 만을 주제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을 뿐 초기상태인

-

überquert(x)을 접근하는 것이 통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따라

서 이 경우 술어 전체의 시간구간을 수식하기 위해 시간부사

vier Stunden lang

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überqueren의 명사화 디berqueren이 시간적인
지속을 나타내는 술어

dauerte vier

Stunden과 결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ψberqueren의 전체의 시간구간이 통사적으로 가시화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다음
은 이 관계를

그림을 통해 설명하여 보자.

(27) a. überqueren des Kanals dauerte vier Stunden.
Pl h
Pyiz

/
위 그림에서 ---->표시는 한스가 운하를 건너가는 루트를 표시한 것이다. Kanal의
변항인 X의 위치 P는 한스가 운하를 건너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달
라지는 것을 나타낸다. 즉 운하를 건너기 시작하는 초기상태의 시점을 h이라고 하
고 이때의 운하의 위치를 Pl이라고 한다면 시간의 흐름 Ì!,
해서 운하의 위치가

P!, pz, ..., Pi, ...,

tz,

Pn-l로 바뀌게 되며， 시점

...,

tn,

ti, ...,

tn-l에 대응

위치 Pn에 이르

렀을 때 운하를 건너게 되는 결과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전철통사 überqueren 이 사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 이 변화과정을

957

독일어 파생조어의 시간성에 관한 연구

지속성 시간부사를 가지고 통사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데， 그러나 부
정사를 명사화 할 경우 사태의 변화가 가시화 되어 지속을 나타내는 시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다. 이제 überqueren 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는 다음과 같은 함수
로 나타낼 수 있다.

(27) b.

디berqueren'’

f überqueren (h)

=

überquert (PI(x))

+
+ f überqueren (t,) = überquert (Pi( x))

+
+ f überqueren

(t서 =

überquert (Pn(X))

￡l f t〕be때eren (t))
부정사 병사화인 überqueren’의 의미는 überqueren 이 지칭하는 사태의 변화
를 말하며， 이는 시간축 상의 시점 ti를 논항으로 취하고 X(운하)의 위치 Pi를 값으
로 하는 함수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초기상태는 시점 t1 에서 한스가 운하를 건너
기 시작하면서 그후，

t i, tn-1까지

운하를 건너는 행위가 계속되다가 시점 tn에 이르

러서야 완전히 운하의 목표지점 Pn에 도달하여 결과상태

überquert

(Pn(X))에 이

르게 된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부정사 명사화가 지칭하는 사태변화가 시간 축 상에서 주제시간과 갖
게 되는 관계를 검토하여 보자.

(28) a. Das überqueren des Kanals dauerte Hans vier Stunden/nahm
Hans vier Stunden in Anspruch.
vier Stunden
[{+++++++++++++++++++}]…......................•.........….1..
변화

주제시간

결과상태

발화시간

{, } : Überqueren의 어휘내용이 지칭하는 상황시간의 경계
[, ] : 주제시간의 경계

+++++++ :

변화과정

/:발화시간

이 도표에서 부정사 명사화인 überqueren 이 지칭하는 사태변화의 시간적인 경계
는

vier

Stunden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사태변화는 발화시간을 기준으로 과거

의 주제시간과 일치한다. 즉 ‘한스가 운하를 건너기까지’ 걸리는 시간구간의 경계
는 지속성 시간부사

vier

Stunden에 의해 그 틀이 정해진다. 이러한 사태변화는

초기상태와 결과상태를 포함하며， 통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시간의 흐름을 기

신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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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를 가지고 기술했던 전철동사 überqueren과는 달리 전 시간구간이
통사적으로 투명한 것으로서 기호 +++++를 가지고 표시하고 있다.4) 동사를 부정
사에 의해 명사화 할 경우 비가시적인 시간구간이 이상의 설명에서 본 바와 같이

가시화 되기

때문에

이들은 예문 (24b，c)에서

dauern, in Anspruch nehmen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술어

등과 결합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부정사 명사화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앞서 제시한 예문 (24b，디의 부정사 명사화 Besteigen을 가지고 논의를 계속
해보자. 동사 besteigen 이 지칭하는 사태변화가 시간 축 상에서 비가시적인 것과
는 달리， 부정사 명상화인

Besteig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는 시간부사

Stunden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앞서 überqueren에서 본바와 같이

zwei
Besteigen

에 있어서 이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은 그림을 통해 기술할 수 있다.

(29) a Das Besteigen des Bergs dauerte zwei Stunden
n

n-l
P
i

nμ
→/

2

h

tn-l

tn

이 그림에서 Besteigen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는 초기상태가 --'bestiegen(x) 이고
결과상태가

bestiegen( x) 이며，

초기상태에서

결과상태로의

변화과정은 통사적인

기술이 가능한， 즉 한스가 오르게 되는 산의 위치 P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달라
짐을 표현하고 있다. 즉 한스가 산을 오르기 시작하는 초기상태의 시점을 tr으로

그리고 이때 산의 위치를 Pl이라고 한다면， 시간적인 경과
라 한스가 오르게 되는 산의 위치가

위치

Pr, P2, ..., Pi, ...,

tr, 12,

...,

tl, ...,

tn-l에 따

Pn-J로 바뀌게 되며， 시점

tn,
P Il에 이르렀을 때 한스는 산의 정상에 오르게 되고 결과상태인 bestiegen(x)

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Besteigen의 사태변화는 다음과 같은 함수관계를 통해 기

4) Klein(1994 , Chap. 9)은 시간부사가 주제시간의 틀을
Stunden은 das Ùberqueren des Kanals가 지칭하는

결정한다고 말한다. (26a)에서 시간부사

vier

사태변화의 시간적인 경계를 나타내고 이 경

계가 주제시간의 경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은 시간부사가 다만 사태변화의 틀을 제공하
는 다음의 경우와 구별되기 때문이다.

a das uberqueren des Kanals geschah Hans gestern von ein bis fünf Uhr
nachmittag.
이 문장에서 시간부사 gestern은 과거시간에 위치하는 주제시간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고

bis fünf

Uhr가 바로

과 일치하는 것이다.

das Ùberqueren des

von ein

Kanals가 지칭하는 사태 변화의 시간으로서 주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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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된다.

(29) b. Besteigen’

f Besteigen (tl) = bestiegen (PI(X))
+
+ f Besteigen (ti) = bestiegen (Pl x))
+

+ f Besteigen (tn) = bestiegen (Pn(x))

힐f Besteig많 Ctj}
이상의 부정사 명사화인 부정사 명사화인 Besteigen이 지칭하는 사태 Besteigen’은

시점 t，를 논향으로 취하여 x(산)의 위치 Pi가 bestiegen되는 상태를 값으로 하는
함수이다. 초기상태는 시접 h에서 한스가 산을 타기 시작하면서 그후，

ti,

tn-I까지

한스가 타는 산의 (고도) 위치가 바뀌어지다가 시점 tn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산의
정상지점 Pn에 도달하여 결과상태

bestiegen

CPn(x))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결

국 부정사 명사화 Besteigen의 의미는 이러한 시간에 따라 한스가 산에 오르게
되는 행위들의 합을 지칭하는 것으로 표기된다.
다음으로 부정사 명사화가 지칭하는 사태변화가 시간 축 상에서 주제시간과 갖
게 되는 관계를 검토하여 보자.

(3이

a. Das Besteigen des Kanals dauerte Hans vier Stunden/nahm Hans
vier Stunden in Anspruch.
b.
vier Stunden
[{ +++++++++++++++++++}]....................................…/....
변화

{,

I : Besteigen의

주제시간

결과상태

발화시간

어휘내용이 지칭하는 상황시간의 경계

[, ] : 주제시간의 경계

+++++++ : 변화과정
/ : 발화시간
이상의 도표에서 부정사 명사화인 Besteigen 이 지칭하는 사태변화의 시간경과는

vier

Stunden으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사태변화는 발화시간을 기준으로 과거에

위치한 주제시간과 일치한다. 즉 ‘한스가 타기 시작해서 산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걸리는 시간구간은 지속성 시간부사

vier

Stunden에 의해 그 틀이 정해진다. 이

러한 사태변화는 초기상태와 결과상태를 포함하며， 통사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시간의 흐름을 기호 ////////를 가지고 기술했던 전철동사 besteigen과는 달리

전 시간구간이 통사적으로 투명한 것으로서 기호 +++++를 가지고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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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를 부정사에 의해 명사화 할 경우 비가시적인 시간구간이 이상의 설병에서 본

바와 같이 가시화 되기 때문에 이들은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술어

Anspruch
2.2.
2.2.1.

dauern, in

nehmen등과 결합이 가능하고 따라서 (24b，c)의 문법 성이 설명된다.

-ung-명 λ}화의 시간성
부정사 병사화와 -ung-명사화의 시간성 대조

독일어에서

(1977, 1991),

가장 활성적인 -ung-명사화에 대한 연구는

신수송(2000，

2001), Shin (2001)

Essau(1973), Ehrlich

등 최근에 이르러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주로 기저동사로부터 -ung-명사화를 유도할 경우에 따르는
기저동사의 동작태에 대한 제약(Essau)， 논항구조의 제약(Ehrich) 및 논항의 속성

변화에 대한 연관성 (신수송，

Shìn)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저동

사로부터 -ung-병사화를 유도할 때 기저동사의 시간적인 속성과 관련된 -ung-병

사화의 유도상에 따르는 제약을 논의할 것이며 아울러 부정사의 명사화와 어떠한

시간적인 속성의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할 것이다.

먼저 (24)-(26)에서 부정사의 명사화에 이용되었던 기저동사의 시간적인 속성을
근거로 -ung-병사의 유도상의 제약을 보자.

(24) a.*Hans überquerte den Kanal vier Stunden.
b. Das überqueren des Kanals dauert vier Stunden.
c. Das überqueren des Kanals n따lITl Hans vier Stunden in Anspruch
d.*Das überqueren des Kanals ist mir nicht gelungen.
(31) a.*Hans überquerte den Kanal vier Stunden.
b. Die 디berquerung des Kanals dauerte vier Stunden.
c. Die überquerung des Kanals /nahm 뻐ns 띠er Stunden in Anspruch.
d. Die Überquerung des Kanals ist mir nicht gelungen.
앞서 부정사 병사화에서 취급한 überqueren은 (24b，c)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간
적인 지속을 갖고 사건을 지칭하며， 시간부사/형용사에 의해 수식되거나 시간적인
지속을 나타내는 술어와의 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24d)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문장의 술어인

ist mir

gelungen 이 주어가 사건의 지속이

아니라 사건의 결과이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주어가 사건의 지속을 나타내면 비

문법적이 되기 때문이다. 부정사의 명사화와 대조적으로 -ung-명사화의 경우

동일한 문맥에서 (31b，c，d)가 문법적인 것으로 보아 -ung- 명사화는 사건의 지속
뿐만 아니라 사건의 결과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25)에서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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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Man untertunnelte den Kanal das ganze Jahr.
b. Das Untertunneln des Kanals dauerte das ganze Jahr.
c. Das Untertunneln des Kanals verlangte den Einsatz modernster
Bautechnik.
d. *Das Untertunneln des Kanals war ein Verlustgeschäft.
(32) a.*Man untertunnelte den Kanal das ganze Jahr.
b. Die Untertunnelung des Kanals dauerte das ganze Jahr.
c. Die Untertunnelung des Kanals verlangte den Einsatz modernster
Bautechnik.
d. Die Untertunnelung des Kanals war ein Verlustgeschäf t.
(25b，c)가 문법적인 것으로 보아 부정사 명사화인 Untertunneln이 시간적인 지속
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시간적인 지속을 나타내는 술어 dauerte
das ganze Jahr, verlangte den Einsatz modernster Bautechnik과 결합이 가
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5d)의 술어 war ein Verlustgeschäft가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태의 결과를 나타내는 주어를 요구하기 때문에 das
Untertunneln des Kanals와 결합이 비문법적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이제 부정사 명사화와 대조를 이루는， (32) 에 주어진 -ung-명사화를 보자. (32b,c,)
가 문법적이기 때문에 -ung-명사화는 부정사 명사화처럼 시간적인 지속을 나타내

는 술어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이

Verlustgeschäft의

주어로

Untertunnelung des

나타나서

업증된다. 또한 (32d)에서

문법적이기

때문에

술어

war ein
-ung-명사화인 die

Kanals는 시간적인 지속이 아니라 사태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본다. 끝으로 (2이에서 제시된 besteigen의 부정사 명사화와 -ung-명사화
를보자.

(26) a.*Hans hat den Berg zwei Stunden lang bestiegen.
b. Das Besteigen des Bergs dauerte zwei Stunden.
c. Das Besteigen des Bergs nahm zwei Stunden in Anspruch.
d. *Das Besteigen des Bergs gab mir große Freude.
(33) a.*Hans hat den Berg zwei Stunden lang bestiegen.
b. Die Besteigung des Bergs dauerte zwei Stunden.
c. Die Besteigung des Bergs nahm zwei Stunden in Anspruch.
d. Die Besteigung des Bergs gab mir groβe Freude.
(2βb，c)의 술어 인

dauerte zwei Stunden, nahm zwei Stunden in Anspruch
등은 시간적인 지속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들 술어가 부정사 명사화인 das

,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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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Tτ

Bergs와 양립하여 (26b，c)가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명사화가 사태의 시간적인 지속을 지칭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태의 결과

를 주어로 요구하는 (26d)의 술어

gab mir große

Freude와 양립할 수 없어 이

문장이 비문법적이라는 것은 당연하다. 다음으로 동일한 기저동사로부터 유도된

(33) 에 주어진 -ung-명사화를 보자. (33b，c)가 문법적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지속을
나타내는 술어 dauerte zwei Stunden, nahm zwei Stunden in Anspruch가
die Besteigung des Bergs와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

-ung-조어는 사태의 시간적인 지속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33d)가 문

법적이기 때문에 사태의 결과를 주어로 요구하는 술어
의미적으로 일치하기 위해 -ung-명사화인

시간적인 지속이

아니라 사태의

gab mir große Freude와
die Besteigung des Bergs은 사태의

결과를 지칭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ung-명사화는 사태의 시간적인 지속올 나타내기도 하고 사태의 결과를 나타내기
도 하여 이중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전통문법에서 이러한 현상은 시간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행위

(Nomìna

actionis)와 행위의 결과(Nomina acti)로 취급된

바 있다. 다음절에서 우리는 기저동사로부터 -ung-명사화를 유도할 경우 왜 이러
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가를 고찰해 볼 것이다.

2.3.

-ung-명 λ}화: 사태의 시간적인 지속 혹은 사태의 결과?

-ung-명사는

전통문법에서

행위수행

(Nomina

actionis)과

행위결과(Nomina

acti)로 대표되는 의미를 갖는다. 전자의 경우 기저동사에 의해 지칭되는 사태변화
가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일정한 시간구간을 필요하게 된
다. (31)-(33)의 b，c.- 예문이 문법적인 것으로 보아 이 시간구간이 dauern과 같은

시간지속을 냐타내는 동사에 의해 가시화 될 수 있다. 이는 앞서 (24)-(26)의 부정

사 명사화인 디berqueren，

Untertunneln, Besteigen 등이 지칭하는 사태변화와

통일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앞 절에서 부정사 명사
화는 다만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술어와 양립할 수 있을 뿐， 주어가 사태의 결
과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시간의 지속을 나타내는 술어와 사용될 수 없음을 보았

다. 또한 이러한 제약은 -ung-명사화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31)-(33)의
b，c，d-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ung-명사화
가 지칭하는 것은 사태변화의 종결이고

(nomina acti),

통일 유형의 사태변화가

일정시간 동안 그 시작과 종결이 되풀이 될 경우 시간 지속을 나타내는 dauern과
같은 술어나 지속성 시간부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차례로 (33)의 b，c-문장들을 기술하여 보자.

(33) b. Die Besteigung des Bergs dauerte zwei Stunden.
c. Die Besteigu 명 des Bergs nahm zwei Stunden in Anspr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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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d)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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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gs가 시간 축 상에서 점유하는 시간구간

은 0-구간이라고 보아도 될 것이다. 이것이 지칭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이고 사건

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반적인 추상병사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33b)경
우는 어떻게 기술 할 것인가? 앞서 언급한 가정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은 시간 축
상에서 도표로 그리고 함수관계를 통하여 기술하여 보자.

(34) a. Die Besteigung des Bergs dauerte zwei Stunden.
b.--------// / / / / /+++..............// / / / / / //+++….........// / / / / / / / /+++-------[-B, B] Ì!
[-B, B]ti
[-B, B]tn
gl
gi
gn
-B = - bestiegen(Pi(x));
x = Berg
Pi: Berg의 특정 위치
1< i < n

B = bestiegen(Plx))

이상의 도표 (34b) 에서 운하를 건너는데 필요한 시간을

t(=vier

Stunden)라고 할

때 이 t는 하위 시간구간인 Ì!... t n으로 구분되고 이 각각의 하위 시간구간에서 산을

타는 행위， 즉 초기상태 - bestiegen(Pi(x)) 으로부터 결과상태 bestiegen(Pi(x))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러한 사태변화는 각각의 하위시간구간에서 산의 특정위치가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오르게되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5) 이러한 상
황은 다음과 같은

5)

이러한 상황은

g

함수를 통해 기술할 수 있다.

Dowty(1979, p. 78)가 다음과 같은 목적어가 정관사 명사구와 0-명사구일 때 문법성

의 차이를 기술하기 위해 도입한 방법과 유사하다.

a.•John discovered a flea on his dog for six hours.
b. John discovered fleas on his dog for six hours.
영어의 discover는 순간성 동사로서 사태변화를 위한 시간구간을 필요로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속성
시간부사 for six hours가 사용된 a-문장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그러나 h문장이 문법적이라는데
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Dowty는 다음과 같은 6시간이라는 시간구간을 하위시간구간으로
분리하고 이 각각의 하위시간에서 John discovered a flea라는 사태가 반복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 Ìi-3, ti-2, ti-l, t i,

ti+h ti+2, ti+3, ...
「φ

---''1'
「ψ
'1'
---''1'
---， ψ

「ψ

'1'

'1'

。

￠

'1'

ψ

= John discovers a f1 ea.

6시간이라는 전체의 시간구간을
써
tji-3，
위시간구간에서 'P (=John discovered a

tiμ1-써-

dog) 이라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다
시 말해 각각의 하위시간에는 초기상태를 「 φ 라고 한다연 결과상태가 ￠가 되는 사태의 지속적인

발생이 주어지는 것이다

flea on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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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esteigtmg’ = glBesteigung + … + giBesteigung + … + gnBesteigung
gl Besteigung: - bestiegen(PI(x, h))

--->

bestiegen (PI( x))

gi Besteigung: - bestiegen(PI(x, h))

--->

bestiegen (PI( x))

gn Besteigung: - bestiegen(PI(x, @

--->

bestiegen (PI( x))

+

+
十

+

호l g Besteigung Oi)
(34a)의 Besteigung의 의미는

위치

〔산)의

tl ...

Pi를 한스가 오르게

(- bestiegen(PI(x, @

--->

tl1에 이르는 각각의 하위시간구간에서 변항

되는 사태변화를 나타내는데

bestiegen

X

이를 gi함수

(PI(X))의 합으로 나타내었다. 이는 각각의

시간구간에서 서로 모순되는 두 개의 상태 즉 //////로 표시된 초기의 상태 -

bestiegen(Pl(x,
를

나타내는

tl))와 ++++로 표시 된 결과상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bestiegen

사태변화는

besteigen‘의 의미로 표시한 다음과 같은

f

앞서

(PI(X))사이 의 사태 변화
우리가

본

기저동사

함수의 합과 같다.

(34) d. gi Besteigung :
f besteigen

(t씨 = -

bestiegen (Pl(X))

+
+ f besteigen (ti2) = - bestiegen (PI(x))
+
+ f besteigen (tin) = bestiegen (PI( x))

청1 f besteigen nll)
(31d)에서 제시한 Besteigung의 gi함수는 시간구간 ti를 논항으로 취하고 그 시간
구간에서

bestiegen (PI(X)) ,

여부를 결과 값으로 취하는

f

즉 변항 X의 위치 Pi가

bestiegen

‘오르게 되다’의

함수의 합이다. besteigen 이 지칭하는 사태변화는

//////로 표시된 통사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시간구간에서는 모두 초기상태와 통

일한 -

시간구간에서야 비

로서

bestiegen (PI(X))을 값으로 갖는 상태로， +++로 표시된
bestiegen (PI( X)), 즉 X의 위 치 Pi가 bestiegen ‘오르게

되 다’는 값을 갖는

상태로 된다.

이러한 하위

시간구간마다의

변화가 동일하게

dauern, nehmen vier Stunden in

반복됨으로 지속성

시간부사

Anspruch등과 같은 시 간지속을 나타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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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어와 결합이 가능한 것이다.

3.

결
이

론
논문에서는 파생조어의

시간성에

관한 문제를， 파생동사로서

besteigen, überqueren, untertunneln 둥과 이들로부터
정사 명사인 Besteigen, 디berqueren， Untertunneln 및
Überquerung, Untertunnelung 등을 가지고 검토하여

전철동사인

유도된 파생명사로서 부

-ung-명사인

Besteigung,

보았다. 전철동사의 경우

이들이 사태의 변화를 지칭하는， 즉 사건동사일 경우 사태변화의 시간적인 경과가
통사적으로 포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이 시간 지속을 나타내는 술어

dauern,
einen Monat in Anspruch nehmen 이나 지속성 시간부사 den ganzen
Tag/ein Monat lang 또는 시 간연장 부사 in einem Monat, in vier Stunden
등과 결합하면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 유도될 뿐이다. 그러나 이들을 부정사 명

사화 한

Besteigen,

ψberqueren，

Untertunneln

등은 시간지속을 나타내는 술어

나 지속성 시간부사 혹은 시간연장 부사 등과 결합하여 문법적인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동사와 병사화의 문법성의 차이는 통사에 의한 사태변

화의 과정이 통사적인 접근을 불허하고 단지 결과만을 지칭하는 반면 부정사 명사
화를 통해서는 사태변화의 전과정이 통사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정사 명사화가 지칭하는 사태변화를， 시간축의 시점을 정
역으로 하고 각각의 시점에서 술어의 대상논항이 술어가 지칭하는 변화를 겪음으

로써

얻게되는 결과를 치 역으로 하는 함수관계로 나타낼 수 있었다. 다음으로

-ung-명사화의 경우 부정사 병사화와 동일하게 시간지속을 나타내는 술어와 결합
하고 지속성 시간부사나 시간연장 부사와 결합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태
의 결과를 나타내는 술어의 주어가 될 수 있는 통사적인 속성이 있다. 물론 이러
한 통사적인 속성은 부정사 명사화에 있어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ung-병사의

중의적인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병사화의 의미적 특성은 기저동사와 같이
사태의 변화과정이 아니라 사태결과를 지칭하는 것으로 가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정에 따라 -ung-명사화가 일정한 시간구간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사태결과가
되풀이되는- 경우를 지칭할 때， 시간지속을 나타내는 술어와 결합될 수 있음을 함
수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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