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어와 영어의 명사곡용어마와 

언도유럽어의 기반* 

전 순 환** 

(서강대학교) 

Jeon, Soon-Hwan. (2003). The nominal case-endings of German and 
English and their IndσEuropean b잃es. Language Research 39(3), 579-595. 

This paper aims to discuss on following three issues. The one is with the 
case, how the nominal case endings of German and English are historically 
developed from those of the old languages, namely Old High German, Old 
English, and Gothic. The second is to explore the origin of the endings of 
the old languages on the base of much older other Indo-European 
languages than the three Germanic languages. The last concerns finding 
main causes, which has resulted in the dialectal difference between today’s 
German and English. 

To achieve these p따poses wilJ 뾰 in this paper used as explaining-tools on 
the one hand Phonological Processes, such as Anfangsbetonung( = fi rst-syllable
accentuation), Auslautsgesetz(= Syncope or Apαope)， and Vokalschwächung 
(= weakening of vowel), on the other Morphologica1 Processes like analogy, for 
example Leveling, Analogical Extension, and Morphological Reinterpre
tat lOll. 

The true case-endings in the declination paradigm of German, refer to 
only the genitive -es in the singular and the nominative -e with or without 
Umlaut (= vowel mutation) and the dative -n in the plural, whereas those 
in that of English only the first two cases, -’5 and -5. It has been generally 
said, that the endings have been inheri ted from ProtσIndo-European， with 
undergoing the various phonological and morphological processes. On the 
other hand, other unmarked cases, including the nominative and accusative 
in the singular etc., have been processed as results of the language 
changes, which happened for the first time in the period of Germa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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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부분의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독일어 역시 원-인도유럽어로부터 계승해 

온 체계와 원-게르만어의 시기 이래로 독자적인 변화를 겪어 만들어진 체계로 구 

성되어 있다. 독일어의 문법에서 이러한 두 체계가 공존함으로써 생기는 결과는 

특정의 범주들에서 규칙형과 불규칙형들， 변이형들 내지 교체형들의 대립이다. 후 

자의 형태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계승형들(Erbungen)로， 전자의 형태들은 대부분 

현 시점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새로이 발생한 신형성들(Neuerungen)로 분 

류된다. 

현재 독일어에 유지된 불규칙형들과 관계하는 그러한 계승형들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을 가능하게 했던 환경들， 주로 음운론적 환경들을 잃어버린 경우가 대부분 

이지만， 언어사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때 그러한 형태들의 어원이 밝혀질 수 있다. 

본고에서 “언어사”라 함은 독일어사， 게르만어사， 더 나아가 인도유럽어사를 포함 

한다. 다른 한편으로 규칙형들과 관계하는 신형성들의 대부분은 이미 존재하는 특 

정의 생산적인 형태들이나 범주들에 따른 유추(An매ogie) - 예를 들어， 유추적 확 
대(an매ogische Übertragung), 수평화( Ausgleichung), 형태론적 재분석(morphol당 

gische Reinterpretation) 에 의해 게르만어 내부적으로 생성된 것들이다. 

본고의 목적은 한편으로 독일어 명사의 곡용에서 부분적으로 사용되는， 거의 형 

태론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불 수 있는 곡용어미틀1)의 불균형적 분포를 계숭형과 

신형성의 개념 하에서 역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음운론적 변화요인 

으로 첫음절강세현상{Anfangsbetonung)과 말음법칙(Auslautgesetz)이， 형태론적 

변화요인으로 위에서 나열한 유추의 구체적인 과정들이 설명의 기재로서 사용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좀더 나아가 고대 인도유럽어들의 기반 하에서 독일어의 명 

사곡용어미가 역사비교언어학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도 고찰해 볼 것 

이다. 다른 한편으로 필자는 이러한 독일어사적 변화를 영어사적 변화와 비교하여 

어떠한 공통접과 차이점이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적어도 

문제의 범주 내에서 현대의 독일어와 영어를 차이 나게 만든 원인을 언어학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해 이 논문은， 인도유럽어 공통조어에서 계 

승된 콕용어미가 부분적으로 a-어간명사에 소급되는 강변화명사에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명사로서 Tag/day, 중성명사로서 Wort/word의 패러다임이 중심이 

되어 전개될 것이다. 본 주제의 의의는 문제의 범주에 속하는 형태들의 생성과정 

과 기원 내지 유래를 찾아내는 것 외에도 독일어와 영어를 교수하거나 학습하는 

이들에게 그것들이 어떠한 변화의 과정들을 거쳐 현대의 독일어와 영어에 이르게 

1) 이 논문에서 의미하는 “곡용어미”는 실제로 현대에 와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용어인 “Ausgang"에 
해당되며， 이것은 접미사{Suffix)와 격어미(Kasusendung)의 결합형이다 영어의 경우 “Ausgang"과 
“격어미“를 구별하지 않고 “어미 "(ending) 하나로 표현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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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2. 명샤곡용어미 

2.1. 곡용의 문법 범주들 

독일어와 영어를 포함한 인도유럽어군에 속하는 모든 언어의 명사들을 일반적 

으로 성， 수， 격 등 다음의 세부적인 문법적 범주들에 따라 곡용한다: 

성 (Genus). 
남성，여성， 중성 단수，복수 

× 단수，복수 주격， 목적격， 소유격， 여격? 

남성，여성， 중성 다긴-{「， 보 :누T/L ， 싸 。-카r 주격， 호격， 목적격， 도구격， 

여격， 탈격， 소유격， 처격 

‘성 ’의 경우 영어는 독일어와는 달리 대명시{he， she, it)에서만 제한적으로 유지 

하고 있다. ‘수’와 관련하여 독일어와 영어를 포함하는 게르만어들은 인도유럽어 

공통조어의 시기에서 게르만어 공통조어의 시기로 넘어오면서 쌍수를 잃어버렸는 

데， 고대 게르만어들 중 유일하게 고트어가 1/2 인칭대명사와 동사활용에서 쌍수 
를 부분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DU.Nom. wit ‘wir zwei’ - Pl.Nom. weis ‘wir’, 

Akt. Ind.Präs.Du.l.Pers. nim-os ‘wir zwei nehmen’ - Pl.l.Pers. nim-am ‘wir 
nehmen’ 등. ‘격 ’의 개수와 관련하여 독일어와 영어를 인도유럽어 공통조어와 비 

교해 볼 때 이 두 언어 모두 현저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격들의 기능적 통 

합{funktionaler Synkretismus)이 게르만어 내부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 ‘격 ’ 

이란 실제로 문제의 명사가 특정의 격에서 다른 격들과는 차이나는 고유의 독용어 

미를 갖는 경우에 한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용어이다. 고대의 인도유럽어들에서는 

이 용어가 사용되는 데 문제가 없으나 현대의 언어들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예를 

들어， 현대독일어 Tag/Wort 패러다임의 유형에서 소유격을 제외한 주격， 목적격 ， 

여격은 형태상 동일하기 때문에 그 세 격은 다른 문법적 수단의 도움에 의해서만 

- 어휘적 충위의 관사， 통사적인 충위의 어순 등 - 구분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의 

정의에 따른다면 오늘날 ‘격’이라는 표현의 사용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2) 고대인도어(배다어와 산스크리트)， 고대이란어(아"il스타어와 고대페르시아어)와 고대 리투아니아이 
는 인도유럽어 공통조어의 여덤 격 모두를 계숭했지만， 그 외의 다른 고대인도유렘아들은 게르만어 
들과 같이 기능적 통합에 의한 격의 감소경향올 보인다. 고대갈리아어 (7개‘ Nom., Akk. Vok., 
ln5tr.[ + AbLJ, Da t., Gen. , Lok.), 고대 러시아어 (7개‘ Nom‘ Akk. Vok., ln5tr. , Da t. , Gen.[ + Abl.j, 
Lok.), 라틴어 (6개 NOI11., Vok., Gen., Da t.[ + Lok.J, Akk., Abl.[ + ln5t r.)), 회랍어 (5개 Nom.， 
Vok., Gen.[ + Abl.J, Da t. [ + ln5t r., Lok.J, 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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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이며， 이러한 이유로 위의 표에서 [격 - 독일어/영어]를 물음표 ?로 표시한 것 

이다. 어떤 의미에서 문장성분으로 파악되는 용어들〔주어， 목적어 등)의 사용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2.2. 곡용어미 

2.2.1. 유표와 무표의 곡용어 미 

현대독일어 강변화명사의 곡용어미가 명사의 패러다임 내에서 불규칙한 형태론 

적 분포를 보인다는 해석은 단수와 복수를 통틀어 단 세 개의 격， 즉 단수 소유격 

-(e)s, 복수 주격 ξ 복수여격 -n 에서만 문제의 형태소가 나타나며， 따라서 이러한 

유표의 격들이 수적으로 더 많은 무표의 격들과 특정한 기준 전통적인 기준이기 

는 하지만 여전히 ‘격’의 구분에 유일한 기준인 강격(starker Kasus: 주격/호격/목 
적격)과 약격(schwacher Kasus: 소유격/여격) 에 의해 구분되지 않기 때문이다. 

복수의 패러다임에서는 복수 주격의 형태가 나머지 격들에 유추적으로 확대됨으 

로써 거의 완전한 수평화가 일어났다. 다만 복수 여격의 형태는 복수 주격형에 인 

도유럽어 공통조어에서 계승한 -n 이 붙어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 영어는 단수 
와 복수의 패러다임에서 소유격( -’에을 제외하고 주격형이 다른 격들의 형태들을 

완전히 대체했다. 복수 소유격은 단수 소유격의 -’(에를 사용한다{비교 child -
children - children-’s). 앞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보게 될 독일어 Tag과 영어 

day의 패러다임은 현 시기에 다음과 같다: 

Tag-en 

Tag-e 

day day-s 

day 

day-’S 

day-s 

day-s-’ 

이 외에도 Tag은 몇몇 제한된 표현들， 예를 들어 an diesem Sinn-e, im 

Lauf-e der Zeit, im Grund-e 등과 같이 im Tag-e 로 나타나 e 를 보여 주기 
도 한다.3) -e 는 중세독일어에서 독용어미로서 기능했지만， 현대독일어로 넘어오면 

서 패러다임에서 탈퇴되어 위와 같은 표현들에서만 그 흔적을 유지한 형태소이다. 

이 곡용어미 역시 본고의 분석대상으로 다룰 것이다. 

3) 문제의 -e 가 부사인 heu -te “ an diesem (angebrochenen) Tage"에서도 나타나는 듯이 보이지만 이 
형태소는 mhd. hiu-te, ahd. hiu-tu(비교 aeng. hëO-dæg, lat. ho-die)에 소급되며， 어윈적으로 통일 
한 got. himma daga “an diesem Tag, heute"에 따라 게르만어 공통시기에 *hiu tag-u(< *-è 혹 
은 *-6 < *-e-h, 혹은 • -o-h" * -e/ 0- 는 테마모음)로 재구되는 원래는 도구격의 곡용어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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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곡용어미 기능의 쇠퇴와 관사 
독일어와 비교하여 볼 때 영어의 명사 패러다임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수평화 현 

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즉 소유격(a friend ’S ψife = Frau eines Freund-es) 

을 제외하고 단수와 복수에서 각각 주격의 형태가 나머지 격들을 대체함으로써 

단수( -α)와 복수( -s)의 패러다임은 형태적인 면에서 각각 내적인 통일성을 이룬 것 

이다. 복수 소유격의 곡용어미는 2.2.1.에서 기술한 것처럼 단수 소유격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현대영어에서 “격(어미)"라는 용어는 사라졌으 

며， 그것의 기능은 거의 전적으로 통사적 충위에서 파악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영어는 독일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독일어 역시 영어와 유사한 변화과정을 겪었고， 현재에도 그 과정이 진행 중인 것 

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고대독일어 이래로 단수와 복수의 주격과 목적격은 

주격에 의해 수평화되어 동일한 형태를 보여왔고(보기 2.3.), 단수 여격 역시 오늘 

날에 와서 주격에 통화되어 독용어미를 잃은 상황이다. 현재 단수 여격의 어미의 

자취는， 2.2.1.에서 언급한 것처럼， 패러다임 내에서는 사용되지 않으며， 몇몇 제한 

된 부사구들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독일어가 곡용어미들을 소실하게 된 이유들 중 하나를 가까운 과거에서 

찾아본다면， 그것은 관사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즉 곡용어미들이 원래 보유하고 있 

던 형태론적 기능은 거의 완전하게 관사로 전이되었다는 사실이다. 특정범주의 형태 

소의 기능이 다른 범주에로 넘어감은 곧 문제의 형태소가 더 이상 고유의 기능을 

갖는 형태소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잉여적인 형태로 남아 있게 됨을 의미하며， 그 

이후에 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과정은 실제로 오늘날 단수 여격의 어미 

에서 관찰되고 있다. 중세독일어와 비교해 볼 때 현재 대부분의 명사들은 단수 여격 

의 표지를 포기했으며， 그것의 흔적들은 앞서 언급한 예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필자는 이후 관사가 어미의 기능을 완전히 수용하는 상황에 이른다면 단수 여격 

외에도 독일어에서 잔존하는 곡용어미들〔특히 단수 소유격과 복수 여격)은 영어에 

서와 같이 패러다엄 내에서 잉여적인 형태소로 간주되어 완전한 소멸의 과정을 겪 

을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 관사의 경우， 독일어와 달리， 영어는 

한 단계 더 발전하여 이전단계의 고유적인 형 태들을 완전히 수평화시켜 하나의 통 

일적인 패러다임을 새로이 창조하였다.4) 

4) 독일어와 영어에서 나타나는 정관사는 역사적으로 지시대명사 ‘dieser’에 유래한다: nhd. der (m.), 
die (f.), das (n.); neng. the < mhd. dër, die, daz ; meng. the, the, the < ahd. de, di u., daz; 
aeng. se, seo, pæt, 비교 got, sa, s，α pala, skt. sá, sá, tád, gr‘ Ó, ii, 10 < urie. *50, *sahι *w-d 그 
에 반해 부정관사 nhd. ein (m.n.), eine (f.); neng. a(n)은 수사 ‘one’에 유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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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곡용어미에 대한 역사적 고찰 

2.3.1. 곡용어미의 변천 

천순환 

2.2.1.에서 제시한 남성명사 Tag/day의 패러다임을 단수와 복수로 나누어 게르 

만어사 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수의 패러다임〉 

〈복수의 패러다임〉 

tag-e 
tag-e 
tag-en 

dei-es 
dei-es 
dei-es 
dei-es 

tag-a 
tag-a 
tag-o 
tag-um 

dag-as 
dag-a 
dag-um 

dag-õs 
dag-ans 
dag-ë 
dag-am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변이형들이 존재한다: ahd, 단수 소유격 tag-as, tag-a5l와 

복수 주격 tag-ã, 복수 목적격 tag-f15l, 복수 여격 tag-un, -Om, 잉n7l; aeng 어간모 

음 단수 æ (< a, 음변화 (Bammesberger 1984, p. 15) : 복수 a 의 대 립 )8l 

5) 단수 소유격파 단수 여격의 어말에서 e 음질의 모음 외에도 조금 더 늦은 시기에 a 음질의 모음이 바 
이에른 방언(10-11세기〕올 포함한 여러 방언틀에서 확인된다{Bra lllle 1963, p. 59, p. 130, p. 181). 

6) 복수 주격과 복수 목적격에서의 장모음 a 역시 음성적 변이형(Notker)으로 보고 있다{Braune 1%3, 
181) 

7) 복수 여격의 om의 꼭용어미는 um보다는 더 드물게 나타나며， 9세기에는 이 두 곡용어미보다 -un 
(Oberdelltsch)과 θn (Fränkisch)이 주도적인 형태소로 사용되었다{Brallne 1%3, p. 181). -m > -n 
은 9세기 초에 거의 전적으로 곡용과 활용(비교 Ak t.Ind.Präs.Sg.l.Pers. habem > habèn)의 어미에 
서만 일어난 변화이다{Brallne 1%3, p. 113) 이와 같은 현상은 초기중세영어(11세개에 일어났다-

8) 고대독일어에서는 본문에서 언급한 격들 외에 도구격 tag-u, -0 가 나타난다 도구격은 중세독일어로 
넘어가면서， 주 2)에서 언급한 회랍어와 같이， 여격과의 기능적인 통합으로 사라졌다 곡용어미 U 에 
대해서는 주 3) 참조 -u 에 대한 9 의 변이형은 9세기 중반에 나타났다{Braune 1963,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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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독일어와 영어 형태들과 비교해 볼 때 중세의 독일어와 영어 이전의 격 

형태들은 고유적인 곡용어미들을 좀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적어도 단수에 

서만큼은 2.2.1.에서 언급한 강격과 약격이 곡용어미의 유무에 따라 뚜렷하게 구분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독일어와 영어의 격형태들이 게르만어 

사 내에서 어떠한 과정들을 거쳐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며， 고대 게 

르만어들에서 곡용어미들의 생성의 문제는 "2.4. 게르만어의 곡용어미와 인도유럽 
어의 기반”에서 다루기로 한다. 

2.3.2 음운론적 변화 

고대의 독일어와 고대 영어에서 중세를 거쳐 현대로 오면서 곡용어미 변화의 가 

장 주된 원인들은 음운론적 현상들에서 찾을 수 있다 원-인도유럽어에서 원-게르 

만어로 넘어오면서 새로이 나타난 첫음절강세현상은 어말음절의 약화， 탈락(말음 

법 칙， Auslautsgesetz)을 야기 했으며， 모음의 약화현-'Òl{ V okalsch wäch ung)은 고 
대 독일어와 영어에서 중세로 넘어오는 시기에도 계속해서 두드러지게 작용하였다. 

2.3.2.1. 첫음절강세현상과 말음법칙 

원-인도유럽어에서 원-게르만어로 넘어오면서 게르만어의 방언들에서는 어간의 

첫음절에 액센트를 고정시키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첫음절강세현상은 한 단 

어 내에서 이웃하는 비강세의 어말음절(의 모음)들올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탈락시키는 결과(“말음법칙 ")를 가져왔다. 이러한 현상은 고대게르만어들의 단어들 

을 어원적으로 관련있는 다른 고대의 인도유럽어들과 비교해 볼 때 뚜렷하게 나타 

나는데， “sein" 동사의 능동태 직설법 단수 현재 3인칭의 형태를 예로 들어보면 다 
음과 같다: go t.ahd. is-t, aeng. iS-ø, 이 에 반해 skt. áS-ti, av. ah -ti, gr. EO-ll, lat. 

es-ti < urie. *h1깅Hi.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본고의 예들도 설명될 수 있다. 고대독일어와 고대영어의 

단수 주격(tag， dæ，잉과 목적격(tag， dæg)은 무표지로 나타난다. 그런데 주격에서 

원-인도유럽어의 격어미를 유지하고 있는 고트어의 주격형(dag-s， anord. dag-r < 

urgerm. * -a-z9))과 비교해 볼 때， 고대독일어와 고대영어에서는 첫음절강세에 따 
른 어중모음의 탈락현상(Synkope)이 먼저 일어났고， 그 다음애 어말자음이 탈락 

(Apokope)하는 과정을 겪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으로 판단된다: 비교 

“ Wolf" sk t. vfk-a-ε gr. λÌJK-O-Ç ， la t. lup-o-s, Iit. vílk-a-s. 그러 나 다른 한편으로 
고트어가 속하는 통-， 북게르딴어와는 별개로 서게르만어 내부애서 어말음절의 모 

음과 자음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듯이 보인다. 중세영 

어의 단수 여격 dei-，α는 고대영어 dæg-e와 비교해 볼 때 어말의 모음이 탈락되는 

9) 고대북구어의 주격 표지인 .r 는 원-게르만어 ‘ .z 에 소급되며， 고트어의 3 는 유성의 이말자음인 '-z 
의 무성음효，j{Entsonorisierung)를 통해 생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디{Bammes-berger 1990, 
p. 38,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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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중세독일어에서 현대독일어로 넘어오는 

시기에서도 관찰된다{ 비교 unde> und) 등. 

2.3.2.2. 모읍약화 

비강세 모음의 약화현상은 고대독일어에서 중세독일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 

어난 뚜렷하게 일어난다: 비강세의 모든 모음 a, α u > mhd. e [<l] (슈와Schwa 

‘약화모음’). 이 변화에서 “말음법칙”과는 달리 문제의 모음을 탈락시키는 작용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한 탈락현상은 중세독일어에서 현대독일어로 넘어오는 과 

정에서 관찰된다{이와는 다른 변화의 요인에 대해서는 2.2.2. 참조). 
고대독일어에서 중세독일어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단수 소유격 곡용어미(mhd. 

tag-es < ahd tag-es)와 복수 주격/목적격/소유격/여격(mhd tag-e/tag-e/tag-e/ 

tag-en < ahd. tag-a/tag-a/tag-o/tag-um)의 곡용어미에서 뚜렷한 모음의 약화 

현상을 보여준다. 초기중세영어(A.D.l l) 이래로 일어난 비강세음절 모음의 약화현 

상(a， κ u, 0> e [<l))은 독일어와 같은 방식으로 복수 주격/목적격에서 일어녔다: 
meng. dei -es/ dei -es < aeng. dag-as/ dag-as. 

2.3.3. 유추현상 

음운론적 변화 외에도 2.3.1‘에서 본 곡용어미들의 변화과정에서 유추현상이 작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의 구체적인 과정들로는 수평화， 유추적 확대， 형태 

론적 재분석10) 등을 들 수 있다. 수평화와 유추적 확대의 차이는 전자는 하나의 

패러다임내부에서 일어나며， 후자는 특정의 패러다임이 특정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친다는， 즉 패러다업들 사이에서 일어난다는 데 있다. 

2.3.3.1. 수평화 

고대독일어의 복수 주격과 목적격이 동일한 곡용어미 -aS{비교 got. -ans, 보기 

2.4.2.)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목적격이 주격에 의해 수평화된 결과이다. 또한 고 

대영어에서 중세영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복수 소유격과 여격이 자신들의 고유 

적인 표지들을 잃고， 복수의 주격표지 -es에 의해 완전히 수평화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meng. dei-es, deí-es <- aeng. dag-a, dag-um.ll) 또한 중세영어의 어간 
에 있어서도 단수 e (< aeng. æ)에 의한 일반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10) 형 태론적 재분석의 잘 알려진 한 예로 영어에서의 i! nick.name <- (a] (nick] [name] <. [an] [eke] 
[name] (eke “also")올 들 수 있다. 

11) 독일어와 영어에서 단수와 복수 호격의 형태는， Z.3.1 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주격과 동일하다 이 
것 역시 호격이 주격에 형태적으로 동화， 즉 수평화된 결과이다- 이 두 격의 어말에서의 형태적인 디 

름은 고트어에서 관찰된다: Sg.vok. wulf-α" Nom. wulf-s. 단수 호격은 원래 무표지의 형태， 즉 순수 
하게 어두강세의 어간만으로 사용되었다· 비교 skt 二a， av. -ι -a (< uriIi!n_ *-a), gr. ~t ， la t. -ξ lit 
-e < urie. 二e (Klingenschmìtt 1992, p. 93; Erhart 1993, pp. 79-80; Meier-Brügger 2000, p. 185) 
이에 반해 복수에서는 처음부터 주격과 호격이 전자의 곡용어미로 동일하게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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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유추적 확대 
유추적 확대는 부분적으로 본고의 중심적인 예인 Tag/day의 패러다임 복수 여 

격에서 일어났다. tag-um/ dag-um에서는 실제로 고트어의 -am과 같이 *-am의 

곡용어미가 나타나야 하는데， -um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u-어간명사 복수 여격 

(sun-um/sun-um)의 유추적 확대로 해석된다. 더 나아가 좀더 대규모적인 문제 

의 현상을 같은 어간부류에 속하는 독일어 중성명사 W'Ort를 중심으로 살펴보기 

로 한다. 강변화명사인 W'Ort의 패 러다임은 역사적으로 볼 때 유추적으로 한편으 

로 타 어간명사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 타 어간명사의 패러다 

임에 영향을 준 것으로 관찰된다. 

A) 타 어간명사 패러다임의 영향: 현대독일어 W'Ort는 의미적 분화에 따라 복수 

에서 두 개의 패러다임을 보유하는데， 하나는 변모음(Umlaut)을 수반하는 -er표지 

의 “단어， 표현(Vokabeln)"의 패러다임이고， 또 다른 하나는 -e 표지의 “(서로) 연 

관되어 있는 말， 대회{zusammenhängende Rede)"에 대한 패러다엄이다.12) 단수 

의 곡용어미는 Tag과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복수의 패러다임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현대독일어 중세독일어 고대독일어 고트어 

? 격 Wört-er Wort -e wort wort ψaúrd-a 

목적격 Wört-er Wort-e wort wort uλlúrd-a 

소유격 Wört-er Wort-e wort-e wort-o ψaúrd-e 

여 격 Wört-er-n lνort-e-n wort-e-n wort-um ψaúrd-am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변이형들이 존재한다: ahd 복수 여격 ψort-un， -om, 

-on; 단수 도구격 wort-u, -'0 퉁. 이들에 대 해서 는 주 7)과 8)을 참조) 

Wort는 어원적으로 중성명사로서 “말의 가장 작은 의미단위(kleinste Sinneinheit 
der Rede), (서로) 연관되어 있는 말(zusammenhängende Rede)"13)을 의미하며， 

고대독일어에서 복수는 고트어와는 달리 콕용어미 없이 순수 어간형으로 표현되 

었다{ahd. thiu ψ0띠.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동일한 어간의 부류에 속하는 

남성명사 tag-e의 영향하에 -e 가 만들어졌고(ahd. die ψort-e)， 그 이후 중세독일 

어에서는 Lamm : Lämm-e끼< mhd. lamb : lamb-er < ahd. lamb : lem 떠 

12) 이와 유사한 애로 영어 brother : brother.s “ brothers" 외에 breth ren “ A fellow member of the 
Christian chllrch '’을 를 수 있다. 

13) Wortlωord(< urgerm 피urdU. < urie. *μer( h ，) .dllo.， 이근 :r.，e~，~:~ “sagen, spechen " )의 대용형은 
다른 인도유럽어들에서도 잘 나타난다 la t. verbum (b < *d") “Wort, Rede", apr ωπds “WOrt", 
li t. vardas “Name, Benennllng, Ti tel", 또한 gr. Elpω “ich sage", tpω， lin,òç “verabredet", skt 
vra tám “Gelübde", aruss. rota, russ. rotá “Eid"(Pfeifer, 1989, 1991; Mayrhofer, 1996, pp. 594-
59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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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모텔에 따른 wort-e끼12세기)와 wört-e까이차적 변모음， 1300년경)의 형태 

들이 새로이 발생했다{Birkhan 1985, Pfeifer, 1989, 1991). 고트어의 -a 의 어원에 
대해서는 2.4.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러나 중세독일어의 -er와 고대독일어의 -ir는 실제로 복수표지가 아니라， 원

인도유럽어 시기에 어근에 붙어 (특히 중성의) 명사를 만들어내는 접미사 *-es- 혹 
은 *-os-에 소급되는 형태소이대비교 skt. mán-as, gr. μ강v-oç < urie. *men-os 
‘'Gedanke", *men- “denken"). 이러한 종류의 형태론적 재분석은 Zung-e 
Zung-en (< mhd. zung-e : zung-en < ahd. zung-a : zung-디n， 비교 got. 
tugg-õ : tugg-õn-s, urgerm. *õn-어 간)의 모텔 에 따른 Schuld : Schuld-en(< 
ahd. sculd : sculd-i, i-어간명사)에서도 확인된다. 현재 약변화명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en 역시 이전에 복수표지와는 전혀 무관한 접미사로서 기능했으며， 원-인도 
유럽어 시기에 *-en- 혹은 *-on-으로 소급되는 형태소였다. 이 외에도 독일어에서 
e 와 3 가 복수형성에 관여한다. 이러한 네 개의 곡용어미들 중 f 만이 원-인도 

유럽어에서 계승된 실제적인 형태소로서， 이에 대해서는 2.4.에서 자세히 살펴보기 

로 한다. -s (< -e에는 영어에서 차용한 복수 표지로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어 
의 -e 와 어원적으로 동일하며， 차용의 의존형태소인 만큼 차용어들〔예 . Auto-s)에 

서 사용된다. 

B) 타 어간명사 패러다임에 대한 영향: Tag/Wort의 패러다임은 또한 다른 어 

간명사들의 패러다임들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본고에서는 i-, n-어간병사를 중심으 
로 살펴보기로 한다: 

a) i-어간 명사· 단수의 패러다임은 Tag/Wort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복수의 패러다엄만을 다루기로 한다. 

현대독알어 ’ 중세독일어 고트어 

Gäst-e gest-e gest-l gast-els 
Gäst-e gest-e gest-i gast-ms 
Gäst-e gest-e gest-eo gast-e 
Gäst-e-n gest-e-n gest-lm gasHm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변이형들이 존재한다: ahd. 복수 소유격 gest-io, gest α 
여 격 gest-m, -en;단수 도구격 gast-iu, gest-iu, gast-u. 주 7)과 8)을 참조).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고대독일어에서 중세독일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gast 
의 복수 패러다임은 자신의 곡용어미를 Tag/ Wort의 패러다임에 따라 변형시켰 

음을 알 수 있다. 음변화에 따른다면 소유격을 제외한 나머지 격들의 곡용어미에 

서 나타나는 l 는 중세독일어에서도 -i 그대로 유지되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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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어간명사에 대한 영향: Tag/ Wort 패러다임의 유추적 확대는 가장 생산적 

이었던 n-어간명사에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1) 독일어 “Herz"의 단수 소유격 -s : 

Gen. Herz-en-s (Nom. Herz, Akk. Herz, Dat. Herz-en) < mhd. herz-en 

(herz-ε herz-e, herz -en) < 매1d. herz-eTνin (herz-a, herz-a, 
herz-en/ in), 비교 got. haírt-in-s (haírt-ö, haírt-ö, haírt-in), 

2) 영어 : 

1. day/ word 유형 의 명사들이 고유적으로 보유하는 단수 소유격 표지 ’S 

(비교 aeng. Gen. stan-es, Nom. stan ‘Stein’)가 모든 명사들에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 ) John ’s, son ’S 등; 

]J. day/ word 유형 명사들의 복수 주격과 복수 목적격 형태(aeng. 

Pl.N om.Akk.stan -as)가 모든 명사들의 패러다임에서 일반화되었다; 

III. day/ word 유형 명사들의 복수 소유격은 단수 소유격 표지에 의해 표현 

되고 있다. 예 ) children’s father 등. 

2.4. 게르만어의 곡용어미와 인도유럽어의 기반 

명사곡용의 패 러다임에서 현대영어가 소유격을 제외하고 고대의 격표지들을 포 

기하고 완전한 변신을 꾀한 반면， 현대독일어는 원-인도유럽어 시기에 존재하고 

사용되었던 세 개의 곡용어미들， 단수 소유격 -es/ -’4화석화된 독일어의 여격 -e), 

복수 주격 -e, 여격 -n 을 유지하고 있다. 이 형태소들을 계숭한 명사는， 위에서 본 

것(Tag/day， μ10rt/ωord)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 남성과 중성의 테마모음어간 

명사들이다. 여기에서는 고대독일어， 고대 영어， 고트어의 패러다임틀을 중심으로 

문제의 곡용어미들의 어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2.4.1. 계승된 곡용어미들 

A) 탄수 소유격: nhd. -es, neng. -’s (Synkope, 2.3.2. 1.참조) < mhd. 않 meng. 

-es < ahd. -e.ε aeng. -es (Apokope) < urgerm. *-a-sa < urie. *-o-so (비 

교 apr. deiψ-a-s “ des Gottes"). 

a) 그런데 고트어의 -is는 *-a-sa애 소급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음변 

화의 관계에 따른다면 * -a-sa가 아닌 *-e-sa, 더 나아가 원-인도유럽어 시 기 

에는 *녕-so로 존재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e-음질의 모음으로 

인해 고트어의 -LS는 대명사의 패러다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비 교 Gen. Þis (Nom. sa “ dieser"). 

b) 음변화에 따른 소급의 문제는 고대독일어와 고대영어 -e 에서도 발생한다 
이 두 언어의 곡용어미 역시 고트어에서와 같이 대명사의 영향 하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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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것으로 보인다: Gen. ahd. dëS (Nom. m. de, n. daz, 비교 f. Gen. 
dera, Nom. diu), aeng. m.n. ÞæS (Nom. m. Së, 비 교 Gen. f. ÞæTlξ n. 
ÞæS, Nom. f. seα n. Þæt). 

c) urie. *-o-so 외에 *-0-，원0의 폰재가 확인된다: 비교 skt. -a-sya (dev-a-sya 
“des Gottes"), gr.att.ion. -ou < hom. -Oto (3é-ÓLO < urgr. *-0-원[.0). 이에 

따라 원-인도유럽어 시기에는 단수 소유격에 대해 두 개의 곡용어미가 변 

이형의 관계로 폰재하고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d) 게르만어 단수 속격의 곡용어미가 대명사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매우 높은 

개연성을 갖고있음은 urie. *-0-해0가 원래 명사가 아닌 대명사에서 사용 

되는 곡용어미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테마모음어간 이외의 명사들은 단수 

소유격에서 es를 보인다: skt. mánas-as, av. manaoh-a와ca)， gr. (óua-) 
따vε-0ζ < Gen. * mén -es-os “ der Gedanke" (어근 *men- “denken", 
*-e/os- 중성형 접미사)， Nom. *mén-os (> skt. mán-as, av. man-ah, gr. 
118V-OÇ). 

B) 료숨보경: nhd. -(리 [Apokope의 진행， 2.2.1.참조]， neng. -ø < mhd. -α 

meng. -ø (Apokope, 2.3.2.1.참조) < ahd. -κ aeng. -ξ -æ (초기의 문헌들， 참 

조 Bammesberger 1984, 16) < *년 (단일모음화에 따른 장음， anord. 
Wodurid-e, 참조 Kienle 1960, l30) < urgerm. * 며( / -aìl (단이중모음) < 

urie. *한 (축약에 따른 장이중모음， 비교 av. -ãi, gr. -ω L ， arch-la t. -oi, lat. 

-oi, lit. -ui (< urbsl. *-페 < *-0-링 (참조 Klingenschmitt 1992, 93, 96; 
Meiser 1998, 134-135; Hoffmann/ Forssman 1996, 118; Meier-Brügger 
2000, 183, 18이. 

a) got. -a < 1) urgerm. * -aj / -ai/ < urie. *-화 혹은 2) *-띠 / -aj/ < * -O-j 

(처격의 독용어미， gr. otK-Ol “ nach Hause")?, 참조 Bammesberger 1990, 

42. 
C) 볼￡조경: nhd. -ξ neng. -s (Synkope, 2.3.2.1.참조) < mhd. -e, meng. -es 

(모음약화， 2.3.2.2.참조) < ahd. -a (Apokope, 2.3.2.1.참조)， got. -os (aeng. 
-as는 아래 a) 참조) < urgerm. * -ðs (축약) < urie. * -o-es (비교 sk t. -짧 av. 
-ã, osk. - (찌 umbr. -US, air. -u). 

a) ahd. -as, aeng. -as, afries. -ar ( 비 강세음절에서 *-iz의 소실과 *-(5- > -a-) 
< urgerm. * -ðs-iz < urie. * -ðs-es (축약에 따른 복수표지의 불분명으로 -es 
가 한번 더 붙음)， 비 교 sk t. -ãs-as, av. -å1)h-o (uriran. *-ãs-ah). 이 러 한 

상황하에서 게르만어의 그러한 복수형성은 인도이란어와는 독립적으로 발 

생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참조 Klingenschmitt 1992, 94, 97; 
Erhart 1993, 78). 

b) 그러나 고트어에서 중성 복수 -a 는 원-게르만어 *-0 를 거쳐 원-인도유럽 
어 * -o-h2 (* -h2는 중성 복수 주격/목적 격 표지)에 소급된다: skt. -ã, av. -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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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k. -디， umbr. -Q, aksl. -a (참조 Erhart 1993, 78; Hoffmann/ Forssman 

1996, 120, 후두음이론에 관해서는 전순환 2001. 고대인도어에 반영된 원
인도유럽어의 후두음‘ 언어학 30호. 207-235. 한국언어학회 참조). 

0) 볼순보겸: nhd. {e)n, neng. -es < mhd. {e)n (모음약화， 2.3.2.2.참조)， 

meng. -es (수평화에 따른 신형성， 2.3.3.1.참조) < ahd. -um과 aeng. -um 
(u-어간에 따른 신형성， 2.3.3.2.참조)， got. -a-m < urgerm. *-Q-miz <- urie. 
Insπ. *-o-mis (비교 aksl. -mi, lit. -mis < urbsl. * -mis, Dat. * -mos > 

urbsl. *-mus > aksl. -mb, li t. -ms, 참조 Bammesberger 1990, pp. 45-46). 
a) 중세독일어 이래로 나타난 {e)n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 u-어간의 영 

향을 받기는 했지만， 복수 여격의 표지 -n (< -m, 주 7) 참조)은 유지하고 
있다. 

2.4.2. 그 외의 콕용어미들 

메 달숭토결: nhd. -ø, neng. θ < mhd. -ι meng. -ø < ahd. -ø와 aeng. -α 

(Apokope, 2.3.2.1.참조)， got. -s (Synkope, 2.3.2.1.참조) < urgerm. *-Q-Z < 

urie. * -o-s (비 교 sk t. -Q-S, av. -a-h, gr. -o-ç, lat. -u-s (< arch.-la t. -o-s). 

B) 단수 목적 격 : nhd. 깅" neng. 깅 < mhd. η meng. -ø < ahd. -ø와 aeng. -ø, 
got. ψ (Apokope, 2.3.2.1.참조) < urgerm. * -a -m < urie. * -o-m (비교 sk t. 

-a-m, av. -a-m, gr. -o-v (< *-o-m), la t. -u-m (< arch.-la t. -o-m). 

C) 복수 목적격: nhd. -e, neng. -s (Synkope, 2.3.2. 1.참조) < mhd. -e 와 meng. 

-es (모음약화， 2.3.2.2.참조) < ahd. -a 와 aeng. -as (복수 주격에 의한 수평 

화， 2.3.3.1.참조)， got. -a-ns < urgerm. *-a-nz < urie. *-o-n-s (어 말 *-5 의 

조음위치에 따른 동화) < *-o-m-s (*-m 목적격 표지 *-s 복수 표지， 비교 av. 
-Jng, -é/, -J (< uriran. *-a-vh), osk. -따s， apr. -ans, 참조 Leumann 1977, 

427; Sommer 1977, 351; Erhart 1993, 77). 

0) 복수 소유격: nhd. -ξ neng. -’s (단수 소유격 표지의 확대 ， 2.3.3.2.참조) < 

mhd. -e (모음약화， 2.3.2.2.참조)， meng. -es (복수 주격 에 의 한 수평화， 

2.3.3.1.참조) < ahd. -0, aeng. -a (Apokope, 2.3.2.1.참조) < urgerm. *_ðn < 

urie. * -ðm < * -o-om (비교 skt. -ãm, la t. -um < arch.-la t. -om, osk. -om, 
-디m， lit. ψ 참조 Leumann 1977, 428; Meiser 1998, 133). 

a) 고트어의 곡용어미 -è 는 신형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 형 

태소의 유래에 대해 아직까지 확실한 설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Bammesberger(1990, 45)는 고트어 의 -걷 는 단수 도구격 *-(; : 복수 소유격 

*-5n = 단수 도구격 *녕 (< *년-h J， 주 3) 참조) : x, X == -l'와 같은 비례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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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3. 결 론 

이상으로 독일어 곡용어미의 변천과정을 영어사와 비교하여 살펴보았고， 그러한 

과정을 관사의 영향， 첫음절강세현상과 이에 따른 말음법칙， 유추현상 (유추적 확 

대， 수평화， 형태론적 재분석) 등의 요인들에 의해 설명해 보았고， 인도유럽어의 기 

반 하에 게르만어 곡용어미들의 기원을 밝혀보았다. 

고대독일어， 고대영어， 고트어를 포함한 고대의 인도유럽어들은 어순{Wortstellung) 

에 있어 매우 자유스러운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명사뿐 아니라 동사 역시 각각 

격과 인칭에 있어 수에 따라 고유적인 곡용어미와 활용어미를 보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문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성분들이 문장 내에서 어느 곳에 위 

치하더라도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점 

진적으로 일어난 격과 인칭의 곡용과 활용어미 체계의 붕괴가 독일어와 영어에 대 

해 미친 가장 큰 영향들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통사적 변화， 즉 어순의 엄격화를 

들 수 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변화들을 겪고 난 뒤 독일어와 영어는 곡용 

어미에서 있어 불균형적인 분포를 보여주기 때문에， ‘격(어미)’라는 용어의 사용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상황은 결국 오늘날 문장성분으로 

서 주어， 목적어 동의 개념들이 더 자주 사용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 

인다. 

곡용어미의 분포에 있어 영어보다는 독일어가 더 불균형적인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영어가 독일어 보다 일찍부터 패러다임의 변회{“단순화")의 여러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영어의 변화정도와 

비교해 볼 때 현재의 독일어는 앞으로 조금 더 단순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고 말할 수 있겠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재의 독일어는 대략 

고대영어에서 중세영어로 넘어오는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음 

변화”는 문법의 불규칙성을 야기하고， “유추”는 이러한 불규칙성을 제거하는 것이 

라는 일반적인 견해에 따른다면 독일어에서는 본문에서 언급한 유추의 현상들이 

한번 더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나올 수 있기도 하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대독일어와 현대영어의 명사곡용어미에서는 신형 

성과 계승형이 공존하고 있다. 계승형의 곡용어미들은 원-게르만어를 뛰어념어 인 

도유럽어 공통조어에 소급되는 형태소들이다 특히 영어보다 독일어가 더 많은 곡 

용어미들을 계송，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어가 영어보다 더 보수적인 성격이 

라는 해석도 나온다. 고대독일어， 고대영어， 고트어 등이 보이는 일반적인 경향은 

계승된 곡용어미들이 주로 이음절 - 단수 소유격 - 내지 테마모음과 격표지의 축 

약을 통한 장모음 단수 여격， 복수 주격/목적격 - 이라는 것이다. 그에 반해 단수 

주격과 목적격은 어말음절(Ausgang)을 소실한 경향을 보였다. 단수 소유격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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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 형태가 잘 유지된 이유는 다른 격들과는 달리 그 격이 소유 동의 기능으로 

피수식어의 다른 명사를 요구하기 때문으로 보이며， 만약 그 곡용어미가 일련의 

음운론적 현상들에 의해 사라졌다면， 문장 내에서 문제의 명사가 소유격임을 파악 

하기애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약어: Abl. = Ablativ(탈격)， aeng. = altenglisch(고대영어)， afries. = altfriesisch (고대 
프리지 아어)， 따ld. = althochdeutsch(고대고지독일어)， Akk. = Akkusativ (목적 
격)， 와<s\. = altkirchenslavisch(고대교회슬라브어)， Akt = Ak디v(능동태)， anord. = 
altnordisch(고대북구어)， apr. altpreussisch(고대프러시 아어)， arch.-lat. 
archaisch-lateinisch(고대라틴어)， aruss. altrussisch(고대러시아어)， av. 
avestisch(아베스타어)， Da t. = Dativ(여격)， f. = feminin(여성)， Gen = Genetiv 
(소유격 )， got. = gotisch(고트어)， gr. = griechisch(희랍어)， Ind. = Indikativ(직설 
법)， Instr. = Instrumental(도구격)， lat. = lateinisch(라틴어)， li t. = litauisch(리 
투아니아어)， 1ρk. = 1ρkativ(처격)， m = mask띠in(남성)， meng. = mittelenglisch 
(중세영어)， mhd. = mittelhochdeutsch(중세고지독일어)， n. neutral (중성)， 

neng. = neuenglisch(현대 영 어)， Nom. = Nominativ(주격 )， osk. = oskisch(오스 
크어)， Pers. = Person(인칭 )， Pl. = Plural(복수)， Präs. = Präsens(현재)， russ. = 
russisch(러시아어)， Sg. Singular(단수)， skt. sanskritisch(산스크리트)， 

umbr. umbrisch(움부리아어)， urbsl. urbalto-slavisch(원-발토슬라브어)， 

urgerm urgermanisch(원-게르만어)， urie. urindoeuropäisch(원-인도유럽 

어)， uriran. = uriranisch(원-이 란어)， Vok. = Vokativ(호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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