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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교육을 위한 형태소 구조분석 

신 수 송(서울대) 

이 글의 목적은 언어이론의 한 분야인 형태론을 이용하여， 독일어의 교육 

에 필요한 통사의 활용 F1e찌on과 명사의 굴절 Deklination 형태를 체계적으 

로 분석하고 기술하는 데에 있다. 독일어의 긴 세월에 걸친 역사적인 변천과 

정에서 통사의 활용과 명사의 굴절은 다양한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의 형태 

소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 형태소 체계를 기술하는 데에는 통사론 

에서 보다 더 많은 예외적인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비교적 

규칙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현상들만을 취급하고자 한다. 교육적인 목적으로 

형태론을 응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인간의 잠재적인 언어능력의 기술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변형생성문법과 언어자료의 분석분류를 과학적인 검증을 거 

치면서 추구하는 구조주의 이론이 분명히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 

에서는 규칙의 일반화에 있어서 변형생성문법의 고도로 발달한 기법을 아울 

러 이용하고자한다. 

1.1. 형태소 Morphem의 일반적인 정의 

언어는 인간들이 대화를 하기 위한 기호체계이다 그리고 (Saussure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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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따라 모든 언어의 기호체계는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음성적인 

연속체로서의 표현면과 의미를 담고있는 내용면을 갖는다. 이 논문에서 취급 

할 독일어의 형태론은 바로 의미를 지니는 최소 단위 혹은 가장 적은 언어 

기호의 형태소 Morphem들에 관한 것이다. 먼저 형태소에 대한 정의를 다음 

과 같이 제시하여 보자 11 

정의 1 : 형태소 Morphem란 의미를 지니는 추상적인 최소 단위를 말한다. 

형태소는 문장이나 단어에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나 단어를 

분절 S멍mentierung하여 최소 단위의 형태를 얻고 이 형태들을 분류 

Klassifikation하여 얻게 된다 따라서 형태소란 의미를 지니는 최소의 단위이 

고 이러한 형태소를 찾기 위한 분석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예문 

의 발화가 주어졌다고 하자. 

(1) der l'v1ann kauft clie Bilder. 

예문 (1)은 단어를 기준으로 분절하여 읽는 것이다. 즉 우리는 예문 (1)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을 휴지를 두어 읽거나 글로 쓸 때 간격을 두어 띄어 쓰 

는 것으로 단어 Wort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절로서 얻게 되는 

der, clie, JVIann등을， 더 이상 분절하면 이들이 지니는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kauft와 Bilder는 어떠한가. 다음과 같은 병렬적으로 주어진 예들을 보자. 

(2) kauf - t 

lieb - t 

rnal 

schreib 

J)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형태소의 정의는 구조주의 Strukturalismus의 정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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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ka따t는 kauf와 t로 분절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얻게 되는 형태를 

분절형태 또는 단순히 형태 Morph라고 한다. 형태 kauf는 ‘사다’의 어휘적 

의미를 지니는 더 이상 분절할 수 없는 최소단위이기 때문에 정의 I에 따라 

형태소가 되고 {kauf}와 같이 { }안에 넣어 표기하기로 한다 발화의 표현체 

를 분절하여 얻게 되는 형태 kauf는 독일어의 언어체계에 들어있는， 어휘적 

인 의미를 갖는 추상적인 최소단위인 형태소 {ka뼈가 발화상에서 실현된 것 

으로 본다. 다음으로 어미 t는 3인칭 단수 현재의 문법적인 의미를 지니는 

굴절형태소 F1exionsnnorphenn가 발회장에 실현된 형태 Morph로 간주한다. 

따라서 예문 (1)과 (2)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분절형태들간의 일정한 배열 

순서를 나타내는 통합관계 syntagmatische Beziehung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syntagmatische Beziehung 

--••• -----•• •>

der Mann kauf -t die Bild-er 

die Brot • e 

die Frau lieb -t die Kind• er 

die Söhn-e 

der Junge nnal -t die Blume-n 

die Frau-en 

das .Mädchen schreib-t die Brief-e 

위와 같은 발화체의 문장에 있어서 형태소 kauf, lieb, nn머， schreib 등과 

같은 형태는 3인칭단수 현재형태를 나타내는 어미 -t와 결합하는 배열순서의 

통합관계를 나타낸다. 또한 목적어 명사들 Bild, Kind는 복수형태 어미 -er 

와， Brot, Sohn은 복수형태 어 미 e와， Blume, Frau는 복수형 태 어 미 (e)n 

과 결합하는 배열순서의 통합관계를 나타낸다. 따라서 명사들의 복수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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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배열순서로 결합되는 복수형태 어미에 의해 다 

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4) a. Bild 

Bild + ~er 

핵끄d 

Kind + ~er 

b. Brot 

Brot + ~e 

Brief 

웰략 + ~e 

C. Blume 

Blume + ~n 

Frau 

Frau + en 

(4a)에서 Bild와 Bilder의 형태는 Bild를 공유하고 er 형태가 있고 없음으 

로서 단수와 복수의 차이를 보인다 즉 이들이 나타내는 차이는 최소쌍 

M마떠lpaar으로서의 차이인 것이다 동일하게 우리는 Kind와 Kinder의 형 

태상의 차이를 최소쌍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최소쌍을 이루는 경 

우로 (4b)에서 복수형태 e가 있고 없음으로 인해 단수와 복수형태인 Brot와 

Brote, I3rief와 Briefe의 차이를， 그리고 (4c)에서 형태 (e)n의 있고 없음으로 

인해 단수와 복수형태인 I31ume와 I31umen, Frau와 Fra뻐의 차이륜 볼 수 

있다 즉 이들 중 단수는 모두가 더 이상 분절을 허용하지 않는 최소단위의 

형태이고， 또한 고유한 어휘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될 수 있기 때분에 형태 

소로 분류된다. 그러나 -er, ~e. ~(e)n 등은 이들 형태소에 붙어 각각 명사의 

복수를 만드는 복수형태소 Pluralrnorphem의 실현체인 것이다. (4a~c)에 제시 

된 명사형태소와 복수형태소를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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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 {Bild}, {Kind}, {Brot}, {Sohn}, {Blwne}, {Frau}, {Brief} 

b. {Pluralmorpheml: -er, -e, -(e)n 

(3)의 발화를 분절하여 얻게 되는 명사 Buch. Kind, Bi1d, Schild와 같은， 

어휘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를 어휘형대소 lexïkalisches ~orphem이라고 

하며 명사， 동샤 형용사， 부사와 같은 형태소가 여기에 속한다. 다음으로 이 

들 명사 형태소와 결합하여 복수를 만드는 er, 저 (e)n 따위와 같은 형태 

들은 추상적인 명사의 복수 형태소 {Pluralmorphem}의 상이한 실현체들로서 

이들을 변이형태 Allopmorphe라고 정의 한다. 따라서 하나의 형태소에서 

상이한 변이형태들이 실현될 수 있는데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은 도표로 나타 

낼수있다. 

(6) Morphemi 

/ 
Morphl Morph2 Morpn'l == > Allornorphe 

Morphemi는 임의의 형태소를， 그리고 Morphμ Morph2, Morph'l는 이 형 

태소로부터 실형된 각각의 변이형태들을 나타낸다 또한 이들이 속하는 복수 

형태소는 어휘적인 의미가 없고 다만 문법적인 기능의 의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소를 문법적인 형태소 grammatisches ~orphem이라고 

한다 문법적인 형태소에는 명사의 복수형태소와 더불어 (2), (3)에서 3인칭 

단수 현재 형태로 나타난 t가 속하는 굴절형태소가 대표적이다. (3)을 확장 

하여 다음과 같은 동사들의 어휘형태소와 문법적인 형태소인 굴절형태소의

변이형태를 고창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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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 Uieb-} • e “ ich liebe" 

“du liebst" st 

t “er liebt" 

b. Uieb-} 

c. {lieb-} 

f 

폈
 

•lL 

ι
l
t
 

• 

“ ich liebte" “er liebte" 

“du liebtest" 

(7a-c)에서 주어의 인칭과， 수， 시제에 따른 동사의 형태 liebe, liebst, 

liebt, liebte, liebtest 등은 어간인 lieb을 공유하고 활용어미 e, • st, -t, • t-e, 

t-est에 의한 최소쌍의 차이를 보인다. {lieb}은 고유한 어휘의미를 갖는 어 

휘형태소이고 기타 e, • (e)st, -t와 같은 형태들은 다음과 같은 문법적인 형 

태소의 실현제로 분류된다. 

(8) {lPer. Sing. Präs} : -e 

{2Per. Sing. Präs} : -(e)st 

{3Per. Sing. Präs} : -t 

{lPer. Sing. Prät} ’ t -e 

{3Per. Sing. Präs} : -t -e 

{2Per. Sing. Prät} : -t -(e)st 

1 Per. = 1 Person (1인칭) 

Präs 二 Präsens (현재) 

Sing 二 Sing버따 (단수) 

Prät. = Präterit뻐 (과거 ) 

(8)에서 e는 각각 다른 문법적인 의미를 갖는 3개의 추상적인 형태소 

UPer. Sing. Präs l, {lPer. Sir밍 Prät}및 {3Per. Sing. Prät}이 동일한 형태 

Morph로 실현된 것을 볼 수 있다. 나아가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어 

Wortbildw1g에서도 동일한 형태 e를 발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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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Lieb • e 

Such -e 

Einreis • -e 

Nachfrag e 

Pfleg • -e 

이처럼 발화를 분절하여 얻게 되는 최소단위인 형태 e는 문법적인 형태 

소의 설현체이거나 조어 형태소의 실현체로 분류될 수 있다. 상이한 의미를 

갖는 형태소가 통일한 형태로 실현될 때 이 형태를 동음이의 형태 

homonymes Morph라고 한다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보자. 

(10) lVIorphem 1 Morphem 2 Morphem :J 

homonymes Morph i 

지금까지 우리는 형태소 Morphem, 형태 Morph 그리고 변이형태들 

Allomorphe과 동음이의 형태 homonymes Morph를 정의적으로 논의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형태소의 종류를 세부적으로 기술하여보자 

1.2. 형태소 Morphem의 종류 

1.2.1. 의존형태소와 자립형태소 

앞 절에서 우리는 형태소를 어휘적인 형태소와 문법적인 형태소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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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직관적으로 우리는 문법적인 형태소가 결코 독립적으로 문장에 

나타나는 경우가 없고 반드시 다른 형태소와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었다. 

(5) æs Kind mal -t den Baum. 

즉 문법적인 형태소의 변이형태 →t는 반드시 어휘적인 형태소 {ma!}와 함 

께 나타나게 된다. 또한 {m머}의 경우도 ‘그림을 그리다’라고 하는 고유한 의 

미를 갖지만 반드시 인칭과 수，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형태소， 예를 들어 

L 혹은 →en과 함께 나타나야 한다. 이와같이 다른 형태소에 연결되어 나타 

나는 형태소를 결속 혹은 의존 형태소 gebundenes Morphem이라고 한다 한 

편 Kind, Baum, Schild, Bild 따위는 독립적으로 문장에 나타날 수 있기 때 

문에 이러한 종류의 형태소를 자립형태소 selbstäncliges :\lorphem라고 한다.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의 환경속에서 

나타날 수 있다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더 들어보자. 

(11) 자립형태소 

a. Kind 

b. Blume 

c. Brief 

(12) 의존형태소 

a. kauf -en 

ver- kauf -en 

b. lieb -en 

ver- lieb -en 

c. häng -en 

er• häng -en 

kauf • t 

ver- kauf -t 

lieb -t 

verliebt 

häng -t 

er- bäng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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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태소인 Kind, λlann， Bri션는 독립적인 단수형태로도 그리고 복수형 

을 만드는 각각의 의존형태소의 변이형태 er, -n, -e와 결합하여 나타날 수 

도 있다. 또한 어휘적 의미를 갖는 의존형태소 뼈uf， lieb, häng은 인칭， 수， 

시제를 나타내는 문법적인 형태소와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으며 나아가 

ver-, er-와 같은 조어형태소 와 결합하여 다른 의미를 갖는 조어가 될 수 

있다 2) 

1.2.2. 유일 형태소 unikales Morphem 

앞 절에서 우리는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가 대화상황에서 여러 가지 형 

태로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보았다. 그러나 형태소 중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13) a. Blaubeere: 

Stachelbeere: 

b. Erdbeere: 

c. Brom1뼈re: 

Him∞ere: 

Heidelbeere: 

{blau}+ {Beerel 

{Stachel} + {Beere} 

{Erd} + {Beere} 

{Broml + Beere} 

{돼m + Beerel 

{Heidel + Beerel 

(l3a)의 Blaubeere와 Stachelbeere는 각각 {blau} + {Beerel, {Stachel} + 

{Beere} 등 두개의 자립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8b)의 Erdbeere의 처 

음 구성소인 Erd는 자립적인 형태로 사용될 수 없지만 그러나 Erdbeben(지 

진)， E'n뼈bel(지하전선)， Erd- kunde(지 리학) 등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다 

른 자립형태소와 함께 나타나는 고유한 어휘적 의미를 가진 의존형태소이다. 

2) 전철 (Prefix) er-. vcr •, zcr•, bc-. ent 등 그리고 후철 (Suffix) •cr, -ling‘ keit, 
schaft‘ 19, 등은 여러 품사의 어간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기 때문에 굴절어 

미나 활용어미와 같은 문법적인 형태소와 구분하여 조어형태소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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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의 경우 Brombeere, Hùηbeere， Heidelbeere의 첫 구성소인 

Brom- , Him-, Heidel 등은 어떤 고유한 어휘적인 의미를 갖지 않고 오직 

자립형태소인 Beere와 결합하여 λ}용될 수 있는 의존형태소의 일종으로서 

이들을 유일형태소 unik머es Morphem라고 한다. 

1.2.3. 형태소 분석절차 

우리는 앞 절에서 발화의 표현체로부터 최소쌍의 대립에 의한 분절을 통 

하여 통합적인 관계에 있는 형태 Mo디)h들을 얻고， 이들을 분류하여 형태소 

Morphem들을 찾아내었다. 이러한 최소쌍의 방법을 이용하여， 전혀 낯설은 

언어의 문장들을 최소쌍의 대립을 통해 분절함으로써 Morph틀을 얻고， 이들 

을 분류하여 형태소 Morphem을 찾아내는 과정을 고찰하여 보자. 다음은 동 

아프리카와 콩고지역에서 사용되는 스와힐리 Sw;빼i 언어인데 마치 한 단어 

처럼 보이는 문장들이다(Aitchison 1댔:55). 

(14) nitasoma ‘ich werde lesen 

utasoma ‘du wirst lesen’ 

nilisoma ‘ich las’ 

버lsoma ‘du last’ 

이제 이상의 스와힐리어에서 몇 개의 형태소가 하나의 통합체 Syi쟁ma로 

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자 우선 최소쌍의 대립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형태 Morph를 구분할 수 있다. 

(15) a. nitasoma ni-tasoma 

utasoma 

b. tasoma 

u- tasorr딩 

ta-soma 

tasoma ta-soma 

‘ich werde lesen’ 

‘du 띠rst le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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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굶)에서 먼저 통일한 형태 tasoma를 최소쌍으로 대립시켜 보면 111 와 

U 가 상이한 형태로서 각각 인칭대명사 ‘ich’와 ‘d미의 형태소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소들의 통합관계가 바로 tasoma이다. (15b) 

에서 떠soma가 다시 m와 soma형태로 분절됨으로써 미래시제 형태소와 

‘lesen’의 의미를 갖는 형태소의 실현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4) 

의 미tasoma와 nilisoma를 그리고 utasoma와 버lsoma의 최소쌍의 대립을 통 

하여 또다른 과거시제 Präteritum의 형태소를 찾아내 보자. 

(16) nitasoma ni~ta~soma ‘ich werde lesen’ 

nilisoma ni~li~soma ‘ich las’ 

utasoma u~ta~soma ’ ‘du \ì띠rst lesen 

ulisoma u~li~soma ‘du last' 

이미 (15a，b)의 분석을 통해 알게 된 형태 ‘ich’, ‘du’의 의미를 가진 m 와 
u~ 그리고 ‘lesen’의 의미를 가진 soma를 제외하면 ta와 U의 최소쌍의 대립 

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각각 미래시제 Futur와 과거시제 Präteritwn형 

태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최소쌍 대립에 의한 (4)의 문 

장을 분절하여 얻게 된 형태와 형태소를 종합하여 보자 

(17) 형태 형태소의 의미 

111 ‘ich’ 

U ‘du’ 

m ‘Futur’ 

‘Präteritwn’ 

soma ‘lesen 

다음으로 과테말라에서 사용되는 마야 l\1aya언어의 일종인 책치어 Kechi 

어를 분석하여， 형태와 형태소의 의미를 알아보AHNìda 1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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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懶

職
懶

‘ich werde wandem’ 

‘du wirst wandem’ 

‘ich wandere’ 

앞서 스와힐리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장들을 분절함으로써 최소쌍의 대립 

을 통해 형태소들을 찾아보자. 먼저 tint맹와 띠nb맹을 분절하여 얻게 되는 

다음과 같은 최소쌍을 보자. 

(19) t- in~ ‘ich werde wanc1얹1’ 

n• i바Jeg ‘ich wandere’ 

두 문장을 비교하여 최소쌍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m뼈를 제외하면 형태 

t 와 n-에 의해 미래시제 Futur와 현재시제 Präsens가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tinbeg과 tatbeg을 분절함으로써 최소쌍의 대립을 통하여 형 

태들을 얻어 보자. 

(20) tin- beg 

tat- beg 

‘ich werde wandem’ 

‘du wirst wandem’ 

우리는 이미 (19)에서 t 와 n-가 최소생의 대립을 통하여 미래시제 Futur 

와 현재시제 안asens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미래시제를 나 

타내는 형태 t 를 제외하고 나머지 통합소들을 최소쌍으로 대립시키면 다음 

과같다. 

(21) in-• beg ‘ich wandere’ 

at 바g ‘du wanderst 

이 제 m과 at가 최소쌍을 이루게 되고 이들이 각각 대명사 ‘ich’와 ‘du’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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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형태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최소쌍의 대립을 통하여 얻게 

된 형태소들과 의미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보자. 

(22) 형태소 형태소의 의미 

m ‘ich’ 

at ‘du’ 

t ‘Futur’ 

n ‘Präsens’ 

beg ‘wanderen’ 

발화체를 분절하여 최소쌍의 대립을 통해 형태소를 얻는 방법은 이상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전혀 모르는 언어라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의 

발화 표현체를 분절 Segmentieren하여 얻게 되는， 의미를 지니는 최소단위를 

형태 Morph라고 할 때 이러한 형태는 실제로 언어행위 따ole의 결과이다 그 

러나 이러한 형태는 아직 한 언어의 언어체계 langue에 속하는， 의미를 지니 

는 추상적인 최소단위로서의 형태소 Morphem가 아니다. 형태틀로부터 형태 

소를 얻는 일은 이상에서 제시한 최소쌍의 대립과 같은 분류과정 

Klassifizieren을 거쳐 비로서 가능하게 된다. 이 절에서는 하나의 발화 표현체 

를 분절하여 형태들을 얻고 이들을 형태소로 분류하는 규칙들을 제시하였다 

1.2.4 번이형태들 Allomorphe의 종류 

1.2.4.1. 음운론적으로 규정된 번이형태들 

독일어의 동사들은 크게 규칙적인 동사 (약변화 동사)와 불규칙 적인 동사 

(강변화 동사)로 구분된다 규칙적인 통사는 과거 Präteritum와 과거분사 

Paπizip Präteritum를 만툴 때 특정한 시제 어미 Endung를 붙인다: lieben -

lieb-t e: kαrfen - kolJf-t-e. 이와는 대조적으로 불규칙적인 봉사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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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모음 Stamrnvokal을 변화시 켜 만든다: geben - gab; faJven - fuhr. 먼저 

규칙동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최소쌍을 통해 변이형태들을 구분하여 보자. 

(23) a. ich 딘매~ 

b. ich lieb-t-e 

(23a，b)의 시제형태에 따른 동사 lieben의 분절에서 어간 lieb이 두 번， 어 

미 e가 두 번 그리고 시제형태 t가 한번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형태 lieb은 

통일한 의미를 가진， 어간 형태소 S때nm- Morphem {lieb}의 변이형태이다. 

두 번 등장한 형태 e도 통일한 의미， 즉 ‘1인칭 단수’{1Per. Sing.l라는 문법 

적인 형태소의 변이형태이다. 끝으로 어미 t도 문법적인 과거시제 형태소 

{Präteritwn}의 변이형태이다 즉 lieb- , -e, τ들은 각각 추상적인 형태소들 

의 변이 형태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규칙동사 arbeiten 의 현재시제와 과 

거시제의 변이형태들을 보자. 

(낌) a. ich arbeit-e 

b. ich arbeit-et-e 

lieben의 경우에서와 같이 arbeiten에서도 현재와 과거시제에 따른 (24a,b) 

의 분류에서 형태 arbeit 는 통일한 의미를 가진， 어간 형태소 {arbeitl의 변 

이형태이다 두 번 등장한 형태 e도 통일한 의미를 갖는， 즉 ‘ 1인칭 단 

수’{lPer. Sing.}는 문법적인 형태소의 변이형태이다. 여기까지는 lieben과 

arbeiten의 변이형태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lieben에서 과거시제 형태 

소 t 와는 달리 arbαten 에서는 ←et가 등장하지만 이것 역시 문법적인 시 

제형태소 ‘과거’{많teritwn}의 변이형태인 것이다.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대 

립시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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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 ich lieb -t -e 

b. ich arbeit -et -e 

이들의 대립에서 우리는 과거 시제형태소가 t와 et의 변이형태 로 실현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상의 차이가 의미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음운론적인 환경으로부터 알 수 있다. 

(26) lieben arbeiten atmen •-

lieb-t• e arbeit-et-e atm←et一e←←

hören baden widmen 

hör-t-e bad-et-e widm-et-e 

rnachen kosten rE떻nen 

rnach-t • e kost • et-e regn-et-e 

sagen bewaffnen 

sag • t-e bewaffn-et-e 

sehnen rechnen 

sehn-t-e rechn-et-e 

과거시제의 변이형태 ←et가 나타날 수 있는 음운론적인 환경을 보면， 

arbeit-, bad-, kost-와 같은 어간 말음 Stammauslautoj [d], [t]와 같은 폐 

쇄음 Verschlusslaut인 것을 알 수 있다. 또다른 음운로적인 환경으로 따m ’ 

ωidm-， regn 의 어간말음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폐쇄음 /dI. !ν'. /g/ 다 

음에 비음 Nas메이 오거나， bα빼Z-， rø빼I 의 어간말음에서 볼 수 있는 마 

찰음 Frikativ 다음에 비음이 오는 경우이다. 기타 다른 어간 말음의 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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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과거시제의 변이형태는 모두 t 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음운 

론적인 환경에 의해 한 형태소의 변이형태들이 결정되는 것을 음운론적으로 

규정된 변이형태(phonolü밍sch deter- minieπe Allomon;e)라고 한다. 과거시 

제 형태소의 변이형태인 • t, -et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결묘 동일한 환경에서 

나타날 수 없고 언제나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다. 즉 이들은 서로 상보적 

분포관계 komplemen떠re Distribution에 있다. 

1.2.4.2 형태론적으로 규정된 변이형태들 

독일어의 불규칙 동사의 시제형태를 고찰해 보면 규칙동사와는 달리 어간 

모음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규칙동사 schenken과 불규칙통사 denken의 

예를 가지고 이를 논의하여 보자. 

('lJ) a. ich schenk-e 

b. ich denk-e 

ich schenk-t-e 

ich dach-t-e 

('lJa)의 schenken을 보면 현재와 과거 형태가 동일한 어휘적 형태소 

{schenk}와 문법적인 형태소 {1Per. Sing}의 변이형태 e와 그리고 문법적인 

형태소 {Präteritum}의 변이형태 -t 를 볼 수 있다 그러나 denken의 경우 

‘denk’의 의미를 가지 형태소가 현재와 과거시제에서 상이한 변이 형태 de에f 

와 doch으로 실현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법적인 형태소 {1Per. Sing} 

의 변이형태 e와 문법적인 형태소 {Präterit뼈}의 변이형태 t 는 규칙동사 

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와같이 하나의 형태소가 현재와 과거시제에 서로 상 

이한 변이형태로 나타난 경우로 형태소 ‘de따’이외에도 전통문법에서 다음과 

같은 혼합변화 통사로 알려져 있는 예틀이 있다 

(엉Infinitiv {1Per. Sing.Präs} {2Per. Sing.Prät.} 

kennen kenn-e kan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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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rmen nenn-e nann-t-e 

rermen nenn-e rann-t-e 

senden send• e sand-t-e 

wenden wend-e wand-t-e 

bringen bring • e brach-t-e 

이처럼 음운론적인 환경에 기인한 것이 아닌 변이형태를 형태론적으로 규 

정된 변이형태(morpholo밍sch deterrninieπe Allomorphe) 라고 한다. 이들 변 

이형태들은 결코 동일한 형태론적 환경에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이들도 

상보적 분포를보인다. 

1.2.4.3. 0-형태소 

불규칙 동사(강변화 동사)들 중에는 규칙동사에서 볼 수 있는 변이형태들 

이 문법적인 형태소 ‘2인칭 단수 현재’ {2Per. Sing. Präs}와 ‘3인칭 단수 현 

재’{3Per. Sing. Präs}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먼저 다음 규칙동사 

lieben과 불규칙 동사 halten의 현재 시제형태를 가지고 이를 설명하여 보자. 

(29) Infinitiv 

a. lieben 

b. halten 

ich lieb -e 

er lieb • t 

ich halt -e 

er hält • g 

동사 lieben은 문법적인 형태소 {lPer. Sing}의 변이형태로 e가 그리고 

문법적인 형태소 {3Per. Sing}의 변이형태로 f가 설현된다. 그러나 !rJlten의 

경우 1인칭 단수와 3인칭 단수의 어간이 각각 fχ7lt와 때t로서 이들은 통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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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h때t’를 갖는 어휘형태소의 상이한 변이형태이다. 문법적인 형태소를 보 

면 {lPer. Sing}의 변이형태로 ←C가 실현되지만， 문법적인 형태소 {3Per 

Sing}의 변이형태는 어간 모음이 a에서 a로 변화될 뿐 실제로 실현되는 변 

이형태 (굴절어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한 형태소의 의미가 존재하지 

만 그러나 음운론적인 실현체를 갖지 못하는 변이형태를 g 변이형태 

N띠1-Allomorph라고 한다. 따lte.η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g 변이형태의 

예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0) a. braten ich brat -e 

er brät -0 

b. gelten ich gelt -e 

er gilt - 0 

C‘ raten ich rat -e 

er rät g 

d. schelten ich schelt -e 

er schilt -0 

e. treten ich tret e 

er tntt g 

다음의 예는 문법적인 형태소 ‘3인칭 단수’ {2Per. Sing.l가 실현되는 또다 

른 종류의 g 변이형태의 예이다 

(29) a'. Infinitiv 

lieben 

bersten 

{1Per. Sing. Präs.} {2Per. Sing. Präs.l 

lieb -e 

berst • e 

lieb -st 

birst -0 

통사 bersten에 있어서 문법적인 형태소 {2Per. Sing}는 규칙 통사 lieben 

의 경우 변이 형태 st를 갖는 경우와 대조적으로 아무런 형태가 없는 0-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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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태로 실형된다， 

다옴으로 과거시제 형태소의 g 변이형태가 나타나는 경우들을 보자. 

(31) Infini ti v 

lieben 

geben 

ich lieb-e 

ich geb-e 

ich lieb-t -e 

ich gab-0 -0 

불규칙 통사 geben의 경우 과거시제에서 어간모음이 e에서 a로 바뀌어지 

는， 형태소 geb의 상이한 변이형태가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 

가 규칙동사 lieben에서 볼 수 있는 문법적인 형태소 {lPer. Sing}의 변이형 

태 e와 과거시제 {Präteritum} 형태소의 변이형태 t가 모두 0-변이형태로 

나타난다. 독일어의 불규칙 동사(강변화 통사)는 앞서 언급한 혼합변화의 경 

우를 제외한 {lPer. Sing}의 변이형태와 과거시제 {Präteritwn} 형태소의 변 

이형태가 모두 g→변이형태로 된다. 이에 관한 몇가지 대표적인 예들을 보자. 

(32) A. Infinitiv {1Per. Sing. PräsJ {1Per. Sing. Prät.} 

befehlen befehl-e befahl-0-0 

geben geb- gab • 0-0 

essen ess-e aß• 0-0 

뺑mnen k횡inn-e begann-0-0 

finden fmd•e fand-0-0 

nngen nng-e rang-0-0 

f삶πen f삶π→e fuhr-0 • g 

밍'aben grab-e grub-0-0 

laden lad-e lud-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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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finitiv {1Per. Sing. 암김s.} {1Per. Sing. Prät.} 

fallen fall -e fiel-0 • g 

gehen geh • e gmg-0-0 

kommen komm-e kam-0-0 

schaffen schaff-e schuf-0-0 

stehen steh-e stand-0 • g 

(32) A→구룹은 현재와 과거시제에서 어간 형태소의 상이한 변이형태들을 

보게 되는데 이때 어간모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간모음이 

e-)a로 된 경우 btje에 btjahl, geb - gab, essen • Qβ를， 어간모음이 i 

←)a로 된 경우 beginn - begarm, find- fcmd, n'ng - rcmg등을， a -)u로 변 

한 경우 뼈r 一 껴ihr， grab - grub, lad 一 lud 등을 들 수 있다.B 구룹의 경 

우 어간모음뿐만 아니라 다음에 오는 자음까지 함께 변하는 경우이다. 이들 

불규칙 동사의 모든 경우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 하나의 형태소로부터 상이 

한 변이 형태들이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1.2.4.4 불연속적인 변이형태소 

지금까지 제시한 의미를 지니는 최소단위인 형태소를 얻기 위해 발화표현 

체를 분절하는 작업은 모두가 직접적인 변이형태로의 분절이 가능한 것들이 

었다 그러나 독일어의 과거분사 형태를 보면 단순한 분절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음의 과거분사 형태들을 보자. 

(34) Infinitiv {1 .3.Per. Sing.} {Part. Prät.} 

lieben lieb -t • e ge - lieb -t 

machen mach -t -e ge - mach -t 

sagen sag -t • e ge - sag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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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eiten arbeit -et -e ge • arbeit -et 

atmen atm -et • e ge - atm -et 

regnen re밍] • et 一e ge • re밍1 -et 

öffnen öffn -et -e ge - öffn -et 

bewaffnen bewaffn -et • e ge - waffn -et 

rec:hnen rec:hn -et -e ge - rec:hn -et 

앞서 (26)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간 말음 Stammauslauto] d, t와 같은 

폐쇄음 Verschlusslaut이 될 경우 이러한 음운론적인 환경에서 과거시제의 

변이형태가 et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어간 말음이 폐쇄음 야 L 

g 다음에 비음이 오거나， 마찰음 다음에 비음이 오는 경우에도 과거시제의 

변이형태가 et가 된다. 그리고 기타 다른 어간 말음의 환경에서는 모두 과 

거시제의 변이형 태는 t가 되었다. 이러한 조건은 그대로 (31)의 문법적인 

시제형태소 U.3.Per. Sing.}의 변이형태 분절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틀 동 

사의 과거분사를 보면 어간 형태소를 제외한 나머지 형태들 ge- -t, ge 

←et등은 결코 ge 단독으로 그리고 f 혹은 et 단독으로 시제나 상 Aspekt 

의 변이형태가 될 수 없다. 이는 예를 들어 geliebt의 t는 er lieb-t나 er 

lieb→t-e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gelieb-t로 분절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때의 t가 어떠한 형태소의 변이형태로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gelíebt의 ge-가 ge-liebt처럼 분절될 경우 ge 역시 어떠한 형태소의 변이 

형태라고 볼 수 없다. 다시말해 ge 와 t 또는 ge 와 et는 이 두 구성소가 

합쳐 하나의 문법적인 형태소 {Part. Prät.}의 변이형태라고 가정할 수 있으 

며， 따라서 이들을 불연속적인 변이형태들 diskontinuierliche Allomorphe이라 

고 한다， 불연속적인 변이형태로는 이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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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a. Infinitiv {1.3.sing. Prät.} {p따t. 만김t.} 

finden fand-Ø→￠ ge- fund -en 

geben gab-Ø-Ø ge• geb • en 

fallen fiel• ø-ø ge- fall 一en

b. Infinitiv {1.3.Sing. pr김t.} {P:따t. Prät.} 

beschließen beschloß• ø-ø beschloss • en 

erklingen erklang- ø -ø erklung -en 

zerschlagen zerschlug- ø -ø zerschlag • en 

c. probieren probier一t→e probier -t 

studieren studier-t-e studier 一t

zerstören zerstör-t-e zerstör -t 

(35)에는 모두 불규칙 동사(강변화 통사)의 과거분사가 제시되어 있다 

(35a)에서 과거분사 {Part. PrätJ 형태소의 변이형태 ge-fi띠1d-en은 (34)의 규 

칙동사가 갖는 과거분사의 변이형태와는 달리 불연속적 변이형태 ge- -t 혹 

은 ge- -et가 아니라 ge- 깅n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간 모음이 부정형， 

과거， 과거분사에서 ftnd. fand, fund로 모두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 

은 ‘find’의 의미를 갖는 최소단위 형태소의 변이 형태들이다. 다음 (300)를 보 

면 과거분사 {P31i. Prät.l 형태소의 불연속적인 변이형태 ge- τ ge- • et, 

ge- -en 등과는 다른 단순히 -en으로 되어 였다. 그러나 이 사실은 동사어 

간이 비분리 전철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과거분사에 ge-를 붙일 수 없다 

고 하는 형태론적 제약에 근거한다. (잉c)의 경우를 보면 과거시제 형태소 

{Präterituml의 변이형태 →t가 나타나고 {1.3.Per. Sing,} 형태소의 변이형태 

e가 나타는 것으로 보아 규칙동사의 과거분사가 불연속적인 변이형태 ge • 

-t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같은 현상도 그러나 외래어의 후철 τer를 

갖는 pr‘obieren, studieren의 경우 과거분사의 형태에 있어서 접두어 g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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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어간에 붙일 수 없다 즉 ge-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형태소적으로 규정 

된 morphologisch deterrniniert 것이다. 끝으로 2erstören의 경우 규칙통사의 

변화를 따르기 때문에 과거분사 형태소의 불연속적인 변이형태 ge- -t가 될 

것이지만 비분리 전철 2er-로 인해 ge 가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이다. 

1.2.4.5 중첩 번이형태들 Portmanteau-Morphe 

지금까지 취급한 형태론에 있어서는 하나의 표현체를 분절하여 얻게 된 

형태 Morph와 이 형태를 형태소 1\1orphem으로 분류하는 과정은 항상 형태 

와 형태소의 대응관계가 1:1인 관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하나의 형태가 항 

상 하나의 형태소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프랑스어의 예를 가지 

고 설명하여보자. 

(36) a. le pere ‘der Vater’ ‘der FreW1d' 

프랑스어에서 관사는 자음 앞에서 le를 그리고 모음 앞에서는 r의 두개의 

변이형태를 갖는다. 또한 3격 명사는 다음과 같이 전차사 a를 통해 표현된다. 

(36) b. al ’arrn ‘dem FreW1d' 

au pere ‘dem Vater’ 

al ’arrne ‘der FreW1din’ 

al ’amere ‘der Mutter' 

여기서 ‘dem 、íater’에 해당히는 au 않re는 어떻게 분절할 수 있는가가 문 

제가 된다 형태 au는 전치사의 형태소 a만으로도 분류될 수 없고 또한 관사 

의 형태소 le만으로도 분류될 수가 없는， 즉 이 두개의 형태소가 하나의 변 

이형태로 실현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변이형태를 중첩 변이형태 Portmanteau 

Morphe 혹은 혼성 변이형태라고 한다. 이와 유사한 예들 더 들어보자 31 

3) 불어의 혼성변이형태 !'()11mantcau-1\ !orphcm로서 제시한 a l'o]lera와 au thealrc를 비교 

한 예들은 HB비1ler ct 떠 (19재:얘)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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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C. al ’opera ‘der Ü!~r‘ 

"ιιικ 
'2 -，-승 

au theatre ‘dem 깐leater’ 

려 'opera의 경우 전치사 형태 a, 관사 형태 l’ 그리고 ‘야Jer’의 의미를 갖는 

형태 opera는 각각 해당 형태소로 분류되지만 au theatre의 경우 형태 au는 

전치사만의 형태소나 관사만의 형태소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다 이 경우도 

앞서 au pere의 경우와 같이 전치사의 형태소와 관사의 형태소가 합쳐 하나 

의 변이형태 au로 실현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어의 불규칙 

동새강변화 통사)의 경우와 같이 하나의 형태소가 하나의 형태 혹은 통일한 

형태부류로 실현되는 지금까지의 형태소기술로는 설명될 수 없는 문제이다. 

앞서 제시한 과거시제와 과거분사 형태에 0-변이형태를 설정한 경우에도 

형태와 형태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동사의 변형 finden 

fand • g낀fW1Cien01] 있어서 fand의 경우 규칙적인 통사의 과거시제 형태가 

변이형태 -t로 실현되고 굴절형태소 {l.3.Per. Sing.l가 -e로 실현되는 것과는 

달리 모두 g 변이형태로 실현되는 것은 추상적인 언어체계 langue의 형태 

소가 구체적인 발화 l뀐role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현상은 발화를 

분류하여 형태를 얻고 이 형태를 다시 분류하여 추상적인 의미를 지니는 최 

소단위로서의 형태소를 찾는데 문제를 제기한다， 

1.3 명사의 복수 번이형태 

지금까지 우리는 형태소와 변이형태를 주로 동사의 변화를 중심으로 고찰 

하여 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독일어 명사의 형태소가 단수에서 복수로 될 때 

의 변이형태를 고찰하기로 한다. 복수 변이형태는 음운론적인 환경에 따른 

것은 드물고 형태론적으로 규정된 종류의 변화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다， 즉 

독일어에서는 병사의 복수를 만플때 어미 -e, • er, -n을 붙이는 것이 대표적 

이다. 따라서 이들을 다음과 같이 명사분류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41 

-\1 이러한 명사분류에 대한 예외적인 것들로서 외래어를 들 수 있다 즉 영어와 같이 복수 
에 S를 붙이는 경우로 띠s Auto - dic Auw" clas Hotcl - dic Hotcls, das K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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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Nll 

a. 형태론적 조건: 복수 변이형태가 어미 →e를 가진 것 

Si때띠ar 

(der) Brief 

(der) Bericht 

(der) Tag 

(der) Preis 

(das) Brot 

(das) Flugzeug 

(das) Gesche따 

Plural 

(die) Brief -e 

(die) Bericht-e; 

(die) Tag-e 

(die) Preis • e 

(die) Brot-e 

(die) Flugzeug-e 

(die) Geschenk-e 

b 음운론적 조건: 어간말음절이 rns로 끝나면 S를 하나 더 

붙인다. 

N12 

(das) Ergebnis 

(das) Zeugnis 

(die) Ergebnis-se 

(die) Zeugnis-se 

형태론적 조건: 복수 변이형태가 어미 e를 가지고 

어간모음이 변모음이 되는 것 

Si때버ar Plural 

(der) Gast (die) Gäst-e 

(der) Arzt (die) Arzt-e 

(der) Sohn (die) Söhn-e 

(die) Faust (die) Fäust-e 

(der) Zug (die) Züg • e 

25 

die Kinos. das Studio - die Studios 퉁이 있다 기타 라틴어로부터 유래된 단수 복수 
의 변이형태로 das Drama - dic Dramcn. das Thema - die Themen. das Examcn 
die Examina, das l\Iuseum dic l\Iusc'Cn, der Kaufmam1 - die Kauflcu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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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Stadt 

소
 。얀

 
(die) Städt-e 

(37) N21 

형태론적 조건. 복수 변이형태가 어미 ←er를 가진 것 

Si많버ar 

(das) Kind 

(das) Bild 

(das) Schild 

Plural 

(die) Kind-er 

(die) Bild-er 

(die) Schild-er 

N22 

형태론적 조건: 복수 변이형태가 어미 er를 가지고 

어간모음이 변모음이 되는것. 

S피gular Plural 

(der) Mann (die) 1\때nn-er 

(das) Haus (die) Häus-er 

(das) llirf (die) I耐 er 

(der) Wald (die) Wäld-er 

(das) Buch (die) Büch-er 

(37) Ni 

형태론적 조건: 복수변이형태가 어미 (e)n을 가진 것 

Si때버ar 

(die) Blume 

(die) Schule 

(die) Reise 

Plural 

(die) Blume-n 

(die) Schule-n 

(die) Rei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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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Minute 

(die) Fabrik 

(die) lV1ìnute-n 

(die) Fabrike-n 

11. 생성형태론 

11. 1. 과거시제 형태소 {Präteritum} 

앞장 (35)에서 발화의 표현체를 분절하여 최소단위의 형태들을 얻고， 이 

형태들을 의미를 지니는 최소단위의 형태소로 분류하기 위해 우리는 g→변 

이형태를 설정하였다 다시 한번 (35a)를 보자. 

(퍼a) Infinitiv {Präteritum} {Partizip Präteritum} 

finden fand-0-0 ge- fund • en 

geben gab-0-0 ge- geb -en 

fallen fiel-0-0 ge- fall • en 

먼저 finden에 있어서 의미를 지니는 최소단위 ‘find’를 형태소로 간주할 

때 fand와 따ld는 각각 과거시제와 과거분사의 변이형태로 가정된 것이다. 

즉 fand에 연결된 두개의 g 변이형태는 규칙동사의 경우에 볼 수 있는 과 

거시제 형태소 {Präteritum}의 변이형태 t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0-변이형태로 된 것이고 두 번째 0-변이형태는 규칙통사의 경우에서 

{1.3.Per.Sing. }의 변이형태 -e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g 변이형태로 설정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fand라는 변이형태를 어떤 방법으로도 분절하여서 

도 ‘find’의 의미를 갖는 최소단위의 형태소가 과거시제의 1인칭과 3인칭 단 

수로 실현된 변이형태라고 하는 정보는 형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프랑스어의 au theatre의 경우 au를 어떤 방법으로 분절하여도 전치사의 형 

태소 a와 관사의 형태소 le의 변이형태를 얻을 수 없는 경우와 같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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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체계가 도입된다 

(35) a’. /i! --) /a! 

b'. /e/ --) /a! 
c’. /a! --) 까:; 

d’. /a! --) /ψ 

fmden - fand 

geben • gab 

fallen - fiel 

fahren - fi버π 

이와같은 규칙들은 그러나 어간모음의 특정한 변화를 반영하는 동사부류 

에 한정된다. 독일어의 동사를 규칙동사와 불규칙 동사들로 분류한다면， 불규 

칙 동사의 하위부류는 어간모음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대표적 

인 하위부류로 나눌 수 있다. 

(36) VJl: geben, gelten, helfen, lesen, schelten, sehen ... 

S떠mrnvol때 Wechsel --) Vl1 [φ'a] : 

gab, galt, half, las, schalt, s삶1，. 

VIZ: finden, klingen, ringen, 

Stammvokal-Wechsel -•) VrÆi!a] 

fand klang, rang, 

Vl:l: f삶πen， gr머Jen， laden, ... 

Stammvokal-Wechsel --)Vn[a!u] 

fuhr, 댐ub， lud ... 

V14: biegen, fliegen, riechen, 

Stammvokal-Wechsel --) V14[i!O] 

bog‘ kor, r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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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1[e!a]는 불규칙 동사의 하위부류 중 첫 번째 것으로 어간모음 e를 a로 

대치하여 과거를 만드는 통사들이 속한다. 두 번째 것은 i를 a로，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어간모음 a를 U로， 마지막 것은 i를 O로 대치하여 각각 과거를 만 

드는동사들이 속한다 

이상의 과거시제에서 어간모음의 변화는 결코 음운론적인 환경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불규칙 동사라고 하는 형태소에 기인한， 다시 말해 형태론적으 

로 규정된 morpholo밍sch deterrninieπ것이다. 과거시제의 문법적인 형태소 

{Präteritwn}가 불규칙 통사의 경우 어간모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하나 

의 규칙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7) {단äteritwn}md --> 
VII[e!a] / VII + : befehlen - bef，때l 

VII[νa] / Vl3 + ----- : 뼈innen - beg뻐n 

V11[a![U] / VI3 + : fahren - fuhr 

VII [ν。] / V14 + : biegen - bog 

γ’은 규칙이 적용되는 환경을， 그리고 ‘+’추상적인 과거형태소 

{Präteritwn}이 존재하는 위치를 각각 나타낸다. 이 규칙은 불규칙 통사의 부 

류 VII , V12, VI3, VI47t 추상적인 과거시제 형태소 {암äteritwn}와 결합하면 
형태소 {Präteritwn}은 동사의 어간모음을 각각 /e!에서 /a!로， ψ에서 /a!로， 

/a!에서 /u/로， 그리고 ψ에서 /0/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bef，따l이라는 형태는 발화표현체인 befehlen을 분절하여 얻게 되는 것이 아니 

고 추상적 인 과거시제 형태소가 통사의 하위부류 Vη에 속하는 befe삐en으로 

부터 어간모음 e를 a로 바꾸어 과거시제의 변이형태 bef;때l을 유도 ableiten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규칙적용의 환경은 형태적으로 규정된 

morphologisch deterrniniert (위의 규칙에서는 아래첨자 md.로 표시) 것이다. 

한편 독일어의 규칙통사들을 보면 앞절 (껑a，b)에 제시한 lieb→t→e와 

arbeit-ete에서 볼 수 있는 과거시제 변이형태 t 와 et 두 가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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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시제의 변이형태 et 가 나타날 수 있는 음운론적인 환경과 τ 가 나타 

날 수 있는 음운론적인 환경을 근거로 규칙통사를 다음과 같은 두 부류로 

나눌수가있다. 

(38) VZl: arbeiten, baden, kosten, . 

ylj + {Präteritum} --) y,j + -et -e: 

arbeit-et-e, bad-et-e, kost-et-e, .. 

V22: atmen, widmen, regnen 

V?l + {Präteritwn) --) 、닛 + -et -e: 

atm-et-e, Vvidm-et-e, regn-et-e, ... 

V'23: vv따fnen， reclmen, . 

V:2.'l 十 {Präte디tum} --) V깃 + -et -e: 

waffn-et • e, rec1m-et-e, ... 

V'2A: lieben, machen, sagen, ... 

V:!-l + {Präteritwn} --) Vc-l + -t -e: 

lieb-t-e, sag-t-e, mach-t-e, . 

추상적인 과거시제 형태소{Präteritwn)의 변이형태가 →et가 되는 경우로 

\':ij 의 동사들처럼 어간말음이 치음 Dent퍼 /CV, /"ν와 같은 폐쇄음 

R닝rschlußlaute이거나， V간의 통사들처럼 어간말음이 폐쇄음 Verschlußlaute 

/d/, /tI, /g/와 비음 t\"asal /n/, 1m!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까{의 동사 

들과 같이 어간말음이 마찰음 F rikati v [f] ‘ [x]와 비음 Nasal /"ψ의 결합으로 

이루어 진 경우들이다.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경우 예를 들어 X닙와 같은 

동시들은 과거시제의 변이형태가 -t가 된다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은 규 

칙으로 제시하여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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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Präteritwn}pd. --> 
/eν / Den때 + V?l 

Verschlußlautl : V긴 

Frikativ +Nasal +__ : V경 

/tI / sonst : V24 

이 규칙은 과거시제 형태소가 변이형태 /eν나 /ν로 실현되는 것은 음운론 

적으로 결정된다. 즉 과거시제 형태소 {Präterit뼈}이 변이형태 /eν로 나타 

나는 환경은 치음과 결합되거나 폐쇄음과 비음의 통합체 혹은 마찰음과 비 

음의 통합체와 결합될 때이다. 그리고 기타 환경(sonst)에서는 모두 변이형태 

/ν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독일어 동사의 과거형태의 부류로 앞서본， (28)에 제시한 혼합변화의 예들 

이 있다 이들을 제 3의 동사부류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28’) V31: kennen, nennen, rennen, senden, wenden, 

V31 十 {Präteritwn} -->[e!a] Vll + -t -e: 

kann-t-e, nann-t-e, rann-t-e, sand-t-e, 

wand-t-e, . 

V’32: bringen, 

V잉 + {Präteritwn} --> [bring!brach] Vi} +-t-e 

혼합동사 부류 \'~1는 과거시제 형태소와 결합할 경우 어휘적 의미를 가진 

형태소의 어간모음이 e에서 a로 바뀌는 규칙성을 보인다. 그러나 V션 의 

bringen의 경우 어간 모음뿐만 아니라 다음에 오는 자음까지도 바뀌기 때문 

에(바ng - brach) 규칙으로 기술하는데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패에서 

볼 수 있는 현상들을 다음과 같이 (39)를 수정한 규칙으로 나타낼 수 있다. 

(39’) {Präteritwn}p c/. --> [e/aN31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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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변화 동사가 과거시제와 결합하여 어간 모음이 바뀌는 것은 음운론적 

으로 결정된 젓이 아니라 형태론적 조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39)의 

음운론적인 환경은 불필요한 것이다. 

11.2 과거분사 형태소 {Part. Prät.} 

다음으로 추상적인 형태소 {Part.Prätl으로부터 과거분사 변이형태를 유도 

하는 규칙을 만들어 보자 이 경우도 규칙적인 변화를 하는 통사의 과거분사 

와 불규칙적인 변화를 하는 동사들의 부류로 나뒤어 진다. 먼저 규칙적인 변 

화의 동사들로부터 과거분사의 변이형태를 유도하는 경우를 보자. 

(38) V.'1: arbeiten, baden, kosten, 

V21 十 {Par. Prätl •> ge-Vret: 

ge • arbeit • et, ge-bad-et, ge-kost-et, ... 

V:?è: atmen. \viclmen. regnen, 

V:?.! + {Par. Prätl --> ge-V:?2-et: 

ge-atm-et. ge-\\~dm-et， ge-r멍n←et， ... 

\':2:1: öffnen. rechnen. waffnen, . 

V:?:i + {Part. Prät} •> ge• V:?l-et: 

ge-öffn-et. ge→rec、hn-et. gewaffn-et, ... 

V2.j: lieben, machen, sagen, ... 

V~.j + {Part. Prät} --> ge-V2rt‘ 

ge-lieb-t‘ ge-sag-t, ge-mach-t ... 

앞서 과거시제 형태소에 적용되었던 변이형태 t, -et의 구분 조건은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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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의 추상적인 형태소 {P;따t. pr삶.}의 불연속적인 변이형태 ge • t, ge 

-et의 구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먼저 경우로 V21의 동사들처럼 어간말음이 

치음 아ntal /，φ， /ν와 같은 폐쇄음 Verschlußlaute이거나.V:긴의 동사들처럼 

어간말음이 폐쇄음 Verschlußlaute /1φ， /1ν， /g/와 비음 Nasal의 결합으로 이 

루어져 있거나， VZl의 통사들과 같이 어간말음이 마찰음 Frikativ /f/, /X/와 
비음 Nas머의 결합으로 이루어 진 경우 이들은 {Part. Prät}의 변이형태 ge 

앉와 혼합된다. 그리고 이 외의 모든 경우 예를 들어 V24와 같은 동사들은 

과거시제의 변이형태 ge- -t와 혼합된다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은 규칙으 

로 제시하여보자 

(39) {Par. Prät}p.d. --) 

{ge-V21-et} / Derr떠1 + 

{ge-V?ret} / Verschlußlautl 

{ge-V갱-et} / Frikativ +Nas매 + 

{ge-V:μ t} / sorrst 

이 규칙은 과거시제 형태소가 변이형태 et나 -t로 실현되는 것은 음운론 

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위의 기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거시제 형태소 

{Präteriturrr}이 변이형태 et로 나타나는 환경은 치음과 결합되거나， 폐쇄음 

과 비음의 통합체 혹은 마찰음과 비음의 통합체와 결합될 때이다 그리고 기 

타 환경에서는 모두 변이형태 -t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불규칙통사의 과거분사 형태소로부터 변이형태를 유도하는 규칙 

을 만들어 보자. 앞서 과거시제 변이형태의 유도에 적용되었던 (36)의 통사 

부류를 그대로 이용하여 어간모음의 변화가 과거분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보자. 

(40) VlI: geb-err, les-err, seh-err, . 

Stammvolkal-Wechsel --) Vll [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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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geben, gelesen, gesehen, 

V12: finden, klingen, 미1gen， befinden, 

Stammvolkal-Wechsel •) V12 [ν'u] : 

gefunden, geklungen, gerungen, befinden, 

VI3: f삶1fen， 밍-aben， laden, entladen, ... 

Stammvolkal-Wechsel --) Vn [ala] : 

gef.삶πen， gl멍T외Jen， geladen, entladen, 

V14: biegen, fliegen, riechen, befliegen 

Stammvolkal-Wechsel: --) V14 [ν。] : 

geb맹en， geflogen, gerochen, ... 

V15: brechen, helfen, gelten, schelten, 

S떠rrrrnvoll때-Wechsel: --) Vl~ [e/O] : 

gebrochen, geholfen, gegolten, gescholten, . 

V16: blasen, braten, fallen, halten, raten, 

Stammvolkal-Wechsel: --) VlIì [ala] : 

geblasen, gebraten, gefallen, gehalten, geraten, 

이상의 불규칙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에서도 어간모음의 변화가 음운론적 

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형태론적으로 결정된 rnorpho- 10:밍sch 

determiniert 것이다. 또한 비분리전철을 가진 동사의 경우 과거분사의 변이 

형태에 접두어 ge→가 나타나지 않는 것도 역시 형태론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불규칙 동사가 과거분사 형태소 {p;따. Prät}와 결합하여 어간모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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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p닮t.Prät} md - - > 
{(ge)- VI1[e!el -en} / VII + __ _ 

예: geben - gegeben, ergeben - ergeben, ." 

{(ge)- Vdνlil -en} / VI~ + __ _ 

예: finden - gefunden, befinden 바funden， ... 

{(ge)- VI:J[a/al -en} / VI:l + __ _ 

예: fahren - gefahren, laden - entladen, … 

{(ge)-V녀[νól • en} / VI~ + __ _ 

예: biegen - gebogen, befliegen - beflogen, 

불규칙 동사부류 VII , VI:l는 과거분사 형태소 {Part. Prät.}과 결하여도 어 

간모음이 바뀌지 않는다. 그리고 VI1，Vr! ，VI3，v녀 는 모두 불연속적인 형태소 

(ge)- -en과 혼합되어 (40)에 제시한 변이형태를 얻게 된다. 

11.3. 명사의 인칭， 수 및 앙태에 따른 동사 활용어미의 변이형태 

독일어의 명사가 동사와 결합할 때에는 인칭과 수에 따라 동사의 활용어 

미가 달라진다. 그러나 부정형 형태소 {Infini ti v } . 1인칭 복수 형태소 UPer. 

Plur}, 3인칭 복수 형태소{3.Per. Plur}은 어간말의 자음에 따라 모두 음운론 

적으로 규정된 변이 형태 en 혹은 n을 갖는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여 

보자 

(42) -n : Stanm-Auslaut가 el, -er인 동사 

Angeln, bettel-n, kicker-n, klingel-n, lächel-n, 

opfer-n, ratter-n, schrneichel-n, tromrnel-n, 

밍n: S떠mm-Auslaut가 -el, -er이 아닌 기타 모든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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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삶1fen， gehen, lachen, sc비afen， stehen, tanzen, ... 

다음으로 1, 2, 3인칭 단수의 경우 앞장 (8)에 제시한 변이 형태를 갖는다. 

다시 한번 (8)의 변이형태를 보자. 

(8) {lPer. Sing. Präsl : • e 

{2Per. Sing. Präsl : -(e)st 

{3Per. Sing. Präsl : • (e)t 

{lPer. Sing. Prätl : -t -e 

{3Per. Sing. Prätl : -(e)t -e 

{2Per. Sing. Prätl : -t • (e)st 

변이형태가 2인칭 단수에서 st로 될 것인가 혹은 est로 될 것인가， 그리 

고 3인칭 단수에서 t로 될 것인가 혹은 et로 될 것인가는 단순히 음운론적 

인 조건에서 이루어 진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동사의 어간 말음이 치음 

dental이거나， 폐쇄음 Verschlußlaut + 비음 Nas메이거나 마찰음 Frikativ + 

비음인 경우， 2인청에서 ←est로， 3인청에서 t로 그 이외의 경우는 2인칭에서 

st로 그리고 3인청에서 t로 실현된다.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예를 보자. 

(43) a. {2Per. Sing. Präs} --> -est : 

arbeit-est, bad-est, kost-est, öffn-est, widm-est, . 

b. {2Per. Sing. Präsl --> -st : 

geh-st, freu-st, lach-st. lieb-st, probier-st, 

c. {2Per. Sing. Präsl --> -t : 

reis-t, heiß-t, iß-t, 

(44) a. {3Per. Sing. Präs} --> -et : 

arbeit-et, bad-et, kost • et, \\7;따t-et， widm-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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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3Per. Sing. Präs} --) • t : 

geh-t, freu-t , lach-t, lieb-t, probier-t, ... 

이상의 자료에서 나타난 현상들을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기술하여 보자. 

(45) {2.Per. Sing. 써. --) 

e얀 / I:Rntal + 

Verschlußlauν 

Frikativ + Nasal + 

t/ /ν+----
st / sonst 

{3.Per. Sing. hJd. --) 
{et} I:Rntal + 

Verschlußlaut 

{Frikativ + Nasal + 

{t) sonst 

(점에서 2인칭 단수는 어간말 자음이 /s/가 되면 reis-, heiß←등에서와 같 

이 st블 붙이는 것이 아니라 →t만을 붙이는 것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3인 

칭 단수의 경우 어간말 자음이 I:Rntal(치음)이거나 Verschl뼈，laut(폐쇄음) + 

Nasal(비음)이거나 Frikativ(마찰음) + Nas머(비음)인 경우에는 et를 그리고 

이를 제외한 모든 규칙동사는 t를 붙이게 된다 SJ 

이제 독일어의 접속법 Konj(unktiv) 문장에 있어서 인칭과 수에 따른 동 

사의 접속법 변이형태를 보자 접속법은 규칙동사도 그리고 불규칙 동사도 

구분없이 모두 1인칭과 3인칭에서 e와 2인칭에서 →est의 변이형태만을 허용 

S) 이러한 구칙의 형식화는 주로 영어의 형태소 분석을 논의한 Mstovsh (l앤)패，행) 
에서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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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0 변이 형태는 동사의 활용어미가 e인 통사의 접속법에서 중복을 피 

하기 위해 e가 생략되어 생긴 것이다 다음은 독일어의 규칙통사 lieben의 

현재와 과거의 접속법 3인칭과 2인칭 단수 변이형태를 유도하는 파정을 제 

시한 것이다. 

(46) a. Uieb} + Konj + {3.Per. Sing.} •>

Uieb} 十 e + e •-> 

Uieb} + 0 + e • > liebe 

b. Uieb} + Konj + {2.Per. Sing.l --> 
Uieb} 十 e + st --> liebest 

(47) a. Uieb} + pr’ ät 十 Konj + {1.3.Per. Sing. }--> 
Uieb} -t + e + e •-> 

Uieb} -t + 0 + e •> liebte 

b. {lieb} + Prät + Ko띠 + {2.Per. Sing,} •> 

{lieb} • t + e 十 st --> 
{lieb} -t + e + st --> liebtest 

다음으로 독일어의 불규칙통사 (강변화 동사) gelten을 예로 들어불규칙 

동사가 갖는 현재와 과거시재의 접속법의 변이형태를 보자. 

(48) a. {gelt} 十 Konj + {1.3.Per. Sing.l --> 
{gelt} + e + e --> 
{gelt} 十 o + e --> gelte 

b. {geltl + Konj + {2.Per. Sing.l • >

{geltl + e + st •> geltest 

(49) a. {gelt} + Prät + n.3.Per. Sing.} --> 
{geltc사 + 0 --> g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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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ltl + Prät +Konj + {l.Per. Sing.l --) 

{galtlmd [Umlaut] + e --) 

{gältl + e •-) gälte 

b. {geltl + Prät + Konj + {2.Per. Sing.} •>

{galtlmd [Umlaut] + e +st --) 

{gältl + est --) gältest 

39 

(49a，b)는 과거의 어간모음이 형태소적으로 정의될 때 접속법 과거의 어간 

모음이 a, 0, u인 경우 Umlaut가 될 것을 요구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독일어의 접속법 현재(접속법 I식)와 접속법 과거(접속법 

H식)의 변이형태를 고찰하여 보았다. 이 절의 끝으로 지금까지 제시한 형태 

소와 변이형태 유도를 위한 규칙들을 음운론적으로 규정된 규칙들과 형태론 

적으로 규정된 규칙들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제시하기로 한다. 

(5)) 음운론적으로 규정된 규칙 

동사의 문법적인 형태소 변이형태 

{Iniinitiv l -en 

{Präterituml -et 

{p따t. Prät.} ge • et 

{Konjunktiv} -e 

명사의 문법적인 형태소 변이형태 

{l.Per. Sing.} -e 

{2.Per. Sing.} -est 

{3.Per. Sing.l -et 

{1.3.Per. Plur.l -en 

{2.Per. Pl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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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변이형태들의 모음이 서로 중첩될 때 모음이 생략되는 경우로 다 

음과 같은 규칙을 제시할 수 있다. 

(51) a 부정형 Infinitiv과 접속법 어미의 생략규칙: 

i) Infinitiv 

en --) n / 리 + 

en 

예: angel - en •) angeln 

bettel - en •) betteln 

ii) Konjunktiv 

e --) 0/ + e 

예 sag - e - e --) 

sag-0-e ••> 

sage 

b 시제 변이형태소 어미의 생략규칙 

i) 규칙동사 {3.Per. Sing.} 

et --) t / •De ntal + 

Versc삐ußlaut/ 

Frikativ + nasal + 

예: lieb - et --) liebt; 그러나 wartet, öffnet 

규칙동사 {2Per. Sing.} 

est --) st / -Dental + 

Verschlußlaut/ 

Frikativ + nasal + 

예: lieb - e얀 --) liebst; 그러나 wartest, öffnest 

arbeitetest, öffne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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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불규칙통사 {3Per. Sing.} 

et --) t / [e!i]V12 -Dent외]+--

[[ψä]Vl'~ -Dent외] + 

여]: geb • et --) gibt 

f삶rr - et --) f.삶1ft 

et -- 0 { [[메a]Vl~ +Denta1] + __ _ 

여i]: h떠t - et --) hält 

41 

이상의 규칙들을 근거로 하여 실제로 동사 형태소의 변이형태를 유도해 

보자 

(52) Beispiel 1: geben: {Konj, Präs, lPer. Sing.} 

{geb} + e + e 

R (51a.iil {geb} + 0 + e 

--) gebe 

Beispiel 2: geben: {Prät, 3Per. Sing.} 

R (37) ga다，a 0 

--) gab 

Beispiel3 f.따rren: {단ät， Konj , 3Per. Sing.l 
R (37) f.떠π'"iu +e+0 

Ref. (49a) fuhr 十 Umlaut 

führ + e 

• ) führe 

Beispiel 4: finden: {Prät, Konj , 2Per. Sing.} 

R (37) findiia + e + est 

Ref. (49a) fand + Umlaut +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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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51bii) fänd + ø + est 

• > fändest 

(R = Regel: Ref 二 Referieren! ) 

이상의 변이형태소에 대한 유도를 마치고 다음은 형태소가 문장구성에 관 

여하는 형태통사론을 논의하여 보자， 

11 1. 형태통사론 

11 1. 1. 형태소자질과 형태 통사자질 

앞 절에서 우리는 음운론적으로 규정된， 동사와 명사의 형태소로부터 변이 

형태를 유도하는 규칙을 동사 및 명사의 분류를 통하여 설정하여 보았다. 그 

러나 이러한 유도과정은 어디까지나 동사형태소의 어휘적 자질에 근거한， 형 

태론 분야에 국한된 것이고 문장 유도과정에서의 환경을 고려한 것이 아니 

었다. 문장유도 과정에 올바른 형태소와 변이형태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 

형태소와 문장을 구성하는 다른 형태소의 통합관계를 연구하여 어떠한 형태 

소 유도규칙이 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자 

(않) a. 마r :\Iam lieb-t• e die Katze. 

b. Der :VIann gab der Katze die M31‘ome. 

(53a)에서 통사 lieben 의 어간 형태소 lieb 은 음운론적으로 규정된 과거형 

태소 -t 및 3인칭 단수 e와 하나의 통합체 Synta햄E를 이룬다. (53b)에서는 

형태소 geben의 어간형태소 geb 이 과거 형태소 -t 와 3인칭 단수 -e와 결 

합하여 과거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동사 gt'ben의 과거형태가 어간 형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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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b에 고유한 형태론적 자질에 의해 gab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즉 형태론적 

자질은 바로 앞절에서 보았던 불규칙 동사의 여러 상이한 형태소의 변이형태 

를 결정하는 중요한 속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론적 자질에 대립되어 

lieb-t-e에 나타난 과거시제 형태소의 변이형태 ←t와 3인칭 단수의 변이형태 e 

는 형태소의 고유자질과는 무관하다 즉 이 형태소는 문장에서 주어의 인칭과 

수에 의해 굴절형태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통사적 정보에 의해 동사의 

변이형태가 결정되는 자질은 형태통사적 자질 rnorphosyntaktische Mer'따nale 

라고 한다. 즉 형태통사적 자질은 동사의 굴절형태소의 올바른 변이형태를 결 

정짖는 역할을 하고 문법의 통사부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통일한 자질이 어떤 품사부류에 나타나느냐에 따라 한편으로는 형태소 자 

질로， 다른 한편으로는 형태통사적 자질로 정의될 수가 있다. 예를 틀어 명사 

에 있어서 인칭자질은 그 명사의 굴절형태소 결정에 결코 아무런 영향을 끼 

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인칭자질은 주어명사의 수와 더불어 동사어미의 변 

이형태로 실현된다. 또한 이미 본 바와 같이 몇몇 굴절형태들은 여러개의 형 

태통사자질로 나타낼 수 있다. 

(않) Ikr 뼈nn lieb-t c1ie Katze. 

굴절어미 t는 인칭 Person자질과 주어명사의 수 Nwnerus자질을， 즉 3인 

칭 단수라고하는 형태 통사자질을 동시에 나타낸다. 또한 독일어에서는 격 

Kasus자질과 수 자질을 분리시키는 일이 불가능하다. 다음을 보자. 

(55) c1ie Katze des Mann-es 

(또)에서 굴절어미 -es는 한편으로는 단수 Si맹버ar로 그리고 다른 편으로 

는 2격 Ge빼V로 분해될 수 없다. 그러나 영어의 경우 이러한 분리가 가능 

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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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omen’s college 

이 표현에서 ’s는 소유격 Ge빼V으로 그리고 women은 woman의 복수형 

태로， 격과 수 자질이 분리된 경우이다. 

만일 (53b)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보자. 

(57) 아r 뻐nn *gib-t-e der Katze die Maronie. 

밍b-t-e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동사 geben의 과거시제의 변이형태가 t와 

e와 같은 각각 과거시제 자질과 3인칭 자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이 동사의 과거시제 변이형태는 어간 형태소 geb 의 고유자질 

에 의한 변이형태 gab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다음절에서 명사와 동사에 고유 

한 형태소 범주와 통사론적 환경에 따른 형태 통사범주를 논의하기로 한다. 

11 1.2. 명사의 형태소 범주와 형태 통사범주 

명사의 형태소 범주와 형태 통사범주로는 수 Nurnerus, 격 Kasus, 인칭 

Person, 성 Genus, 부류 Klasse등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 수와 격은 형태 

통사범주에 속하는데 수의 경우는 문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될 수 있지만 격 

은 명사가 문장내에서 갖게 되는 주어， 목적어 따위와 같은 기능에 의해 결 

정된다. 그러나 인칭， 성， 부류는 형태소 범주로서 어간의 고유한 어휘적 속 

성에 속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명사의 어휘적 정보에 주어지지 않으면 안된 

다 

11 1.2.1. 명사의 수， 격， 성， 인칭 

독일어의 명사는 단수 Sir핍ùar와 복수 Plur머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들은 

문장 내에서 독립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없고 반드시 격 범주의 기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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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하고 있다. 이는 불어의 떠o~ra에서 메 이 a ‘m’ 와 l ‘Artikel’로 분리될 

수 있는 경우와는 달리 au theatre에서 au 가 ‘비 + 'Artikel’의 복합 형태소 

를 이루는 중첩 변이형태 POπmanteau와 유사한 것이다. 먼저 수 범주를 보 

자 

(51)) a Nwnerus 

a = 1, 2 

1 Nwnerus = Singtùar 

2 Nwnerus = Plural 

(59) ß Kasus 

ß = 1, 2, 3, 4 

1 Kasus 二 Nominativ 

2 Kasus = Akkusativ 

3 Kasus = Dativ 

4 Kasus 二 Genitiv 

독일어에서 격과 수 범주가 영어와 같이 결코 독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관사속에 혼성되어 나타난다. 

(m) a. Sil1glÙar Plural 

Nominativ (der) Mann -0 (die) 1\때nn -er 

Akkusativ (den) Mann -0 (die) 1\때nn -er 

Dativ (dem) Mann - 0 (den) 1\값m→em 

Genitiv (des) Mann -es (der) l\IIänn-er 

b Sin밍11ar Plural 

Nominativ (die) Mann -0 (die) 1\때nn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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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kusativ 

Dativ 

Genitiv 

(den) l\iIann - 0 

(dem) Mann - 0 

(des) 미매nn -es 

(die) 1\댐nn -er 

(den) 1\때nn-em 

(der) 1\따m-er 

다음으로 형태소 범주인 인칭 Person과 성 Genus를 기술하여 보자 독일 

어의 경우 인칭 범주는 굴절형태로 나타나지 않지만 주어 명사와 동사의 일 

치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성 범주는 명사에 있어서는 형태소 범주 

에 속하지만 그러나 관사와 형용사에 있어서는 형태 통사범주에 속한다. 

(61) r Genus 

r = 1, 2, 3 

1 Genus = lVfaskulinum 

2 Genus 二 Femininum 

3 Genus = Neutrum 

6 Person 

6 = 1, 2, 3 

다음은 명사의 성에 따라 관사와 형용사의 굴절형태가 변하는 것을 나타 

낸다. 

(62) ein- 0 fleißig-er 뼈nn 

ein-e fa띠 e Frau 

ein- 0 dick-es Buch 

형태소 범주에 속하는 명사의 인청은 명사의 굴절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만 명사가 주어로 사용될 때 통사와의 일치 관계에서 동사의 

굴절형태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명사의 부류에 관한 내용은 이미 명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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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변이형태에서 명사 분류를 취급하였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이들 부류를 

간략히 제시하기로 한다 6) 

(]31 Nll 복수 변이형태가 어미 ←e를 가진것 

(der1 Brief - (clie1 Brief -e 

(der) Bericht - (clie) Bericht-e; 

(der) Tag - (clie) Tag-e 

Nl2 : 복수 변이형태가 어미 -e를 갖고 어간모음이 변모음이 

되는것 

(der) Gast 

(der) Arzt 

(der) Sohn 

(clie) Gäst • e 

(clie) Arzt-e 

(clie) Söhn-e 

N21: 복수 변이형태가 어미 -er를 가진 것. 

(das) Kind (clie1 Kind-er 

(dasl Bild (clie) Bild-er 

(das) Schild (clie) Schild-er 

N22 : 복수 변이형태가 어미 -er를 가지고 어간모음이 변모음이 

되는것. 

(der) M뻐n (clie) lV뼈m-er 

(das) Haus (clie) Häus • er 

6) 명사의 주요범주 자질을 Q Numerus. ß Kasus. r Genus. ô Person등으로 분류하고 이 
들의 조합가능성을 기계적으로 분석한 것은 독어학의 형태통사론 연구에서 자주 등장 
한 사항으로서 신수송 0981: 1. III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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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s) Dorf (die) ])jrf-er 

N3 : 복수변이형태가 어미 -(e)n을 가진 것 

(die) Blume (die) Blume-n 

(die) Schule (die) Schule-n 

(die) Reise (die) Reise-n 

이상에서 명사의 고유자질로서 형태소 범주와 형태 통사범주를 살펴보았 

다. 다음절에서는 동사의 형태소 범주로서 고유자질인 시제와 화법범주 및 

형태 통사범주를 고찰하기로 한다. 

11 1.3. 동사의 형태소 범주와 형태 동사범주 

독일어 동사에 속하는 범주로는 인칭 Person, 수 Numerus, 시제 Tempus, 

화법 Mcx:lus 그리고 고유 분류 Klasse 등을 들 수 었다. 인칭과 수에 대한 

자질들은 이미 명사 형태소에서 취급하였기 때문에 시제와 화법 범주의 자 

질들을 기술하여 보자. 

(63) a Tempus 

a = 1, 2 

1 Tempus = Präsens 

2 Tempus = Präteritum 

b Modus 

b 二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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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1odus " lndikativ 

2 Modus " Konju띠ùiv 

이러한 동사의 형태소 범주에 덧붙여 앞서 명사의 형태소 범주의 분류에 

적용된 인칭， 수. 성의 자질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독일어의 동사를 형태소 

자질들에 따라 기술할 수 있다 71 

(64) [a Nwnerus, 6 Person, a Tempus, b Modus] 

이들 자질의 묶음은 변항 a, 6, a, b의 값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독일 

어 동사의 변이형태를 낳게 한다. 먼저 다른 변항들이 1의 값을 갖고， 인칭변 

항 6 만이 다음과 같이 바뀌는 경우 동사의 변이형태를 보자. 

(65) [1 Nwnerus, 1 Person, 1 Tempus, 1 Modus] 

Ich lache/tanze/sch1afe ... 

[1 Nwnerus, 2 Person, 1 T，많1Pus， 1 Modus] 

Du lachst/tanzest/sch1äfsν ... 

[l Nwnerus, 3 Person, 1 Tempus, 1 Modus] 

Er lacht/tanzt/schläfν ... 

다음으로 수의 변항이 2의 값을 시제와 화법변항이 l의 값을 갖고인칭변 

항의 값이 1 ，2，3으로 바뀌는 경우 동사의 변이형태를 보자. 

7) 독일어 동사의 활용 형태소자질을 [a Numerus‘ Iì I'erson‘ a Tempus, b Modusl로 기술 
한 것은 그통안 형태론 연구의 결과로 신수송 (]981: 1, III. Stechow (1974) , Klein 
(1972) 등에 근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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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 [2 I\mnerus, 1 Person, 1 Tempus, 1 Mcx:lus] 

Wrr !achenltanzenlschlafeψ 

[2 NLUTIeruS, 2 Person, 1 T empus, 1 Mcx:lus] 

Ihr !acht/tanzνsc삐따ν . 

[2 NLUTIeruS, 3 Person, 1 Tempus, 1 Mcx:lus] 

Sie !achenltanzenlsc삐afenl 

다음으로 시제변항이 2로 그리고 수와 화법 변항이 1로 고정될 때 인칭변 

항의 값이 1, 2, 3으로 바뀌는 경우 동사의 변이형태를 보자. 

(67) [1 NLUnerus, 1 Person, 2 Ter찌)us， 1 1\lcx:lus] 

Ich lachte/tanzte/schlief/ ... 

[1 NLUTIerus, 2 Person, 2 Terr꾀JUS， 1 ì\'Icx:lusJ 

Du !achtest/tanztest/schliefst/ ... 

[1 NLUTIerus, 3 Person, 2 Tempus, 1 :vIcx:lus] 

Ich !ache/tanze!schlafδ . 

다음으로 수의 변항이 2로， 시제변항이 2로 그리고 화법변항이 1로 고정될 

때 인칭변항의 값이 1, 2, 3으로 바뀌는 경우 통사의 변이형태를 보자 

(68) [2 NLUnerus, 1 Person, 2 Tempus, 1 l\Icx:lusJ 

Wrr !achtenltanztenlschliefen/ ... 

[2 I\LUTIerus, 2 Person, 2 Tempus‘ 1 Mcx: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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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 lachtestltanztesνsc비iefsν .. , 

[2 Numerus, 3 Person, 2 Tempus, 1 ModusJ 

Ich lache/떠nze/schlafe/ ... 

이상에서 우리는 화법 변항 b만을 제외하고 수의 변항 a, 인칭 변항 6, 시 

제변항 a의 값이 바핍에 따라 상이한 독일어 동사의 변이형태가 생기는 것 

을 보았다. 이제 화법변항의 값이 1에서 2로 바뀔 경우 다른 변항의 값을 변 

화시켜 보자. 

(69) [1 Numerus, 1 Person, 1 Terr껴JUS， 2 ModusJ 

Ich lachδ'tanze/schlafe/ ... 

[1 Numerus, 2 Person, 1 Tempus, 2 ModusJ 

Du lachesνtanzesνsc비afesν . 

[1 Numerus, 3 Person, 1 Tempus, 2 ModusJ 

Er lache/tanze/sc버afe/ . 

(69)에서 화법 Modus 변항 b의 값이 2가 되면 접속법 I식의 변이형태를 

갖게 된다. 이 경우 1인칭에서는 직설법과의 형태적인 차이를 볼 수 없지만 

그러나 2인칭， 3인칭에서 불규칙 통사의 경우 어간모음이 Umlaut가 되지 않 

고 그리고 3인칭의 경우 변이형태가 -t가 아니라 e가 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다음으로 화법변항의 값이 2일때 시제변항의 값이 2, 수의 변항이 1로 고 

정되는 경우， 인칭변항이 1, 2, 3으로 바뀌면 동사가 어떤 변이형태를 갖는 

가를보자 

이때 화법변항이 대화화법을 지칭하는가 또는 비현실적인 사태를 지칭하 

는 가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화법변항이 대화화법을 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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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를 보자 

(70) [1 I\umerus, 1 Person, 2 Tempus, 2 :\1cx:lusJ 

Ich lachteltanztelschliefel ". 

Ich habe gelachν'getanz1/ gesclafen/ .. 

[1 Numerus, 2 Person, 2 Tempus, 2 Mcx:lusJ 

Du lachesνtanzest/ schliefesν ... 

Du habest gelacht/ getanz1/ geschlafen/… 

[1 I\umerus, 3 Person, 2 Tempus, 2 :\1cx:lusJ 

Er lachteltanzt잉schliefel '" 

Er habe gelacht/ getanzt/ geschlafen/ ... 

대화화법을 표현하는 방법은 (42)에 제시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동사의 

인칭범주의 변이형태가 e, -est, ←e로서 음운론적으로 결정된 직설법과는 같 

지 않은 경우와 보조동사 haben/sein의 변이형태를 굴절어미 • e, -est, -e로 

만들고 동사를 과거분사를 통하여 완료상을 만드는 젓이다 

다음으로 화법변항이 비현실적인 사태를 나타내는 경우를 보자.시제변항의 

값이 2, 수의 변항이 2로 고정되는 경우， 인칭변항이 1, 2, 3으로 바뀌면 동사 

가 어떤 변이형태를 갖는가. 이 경우는 화법변항의 값이 2인 경우라도 과거 

의 비현실적인 사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사실과 반대되는 사태 

를 나타내기 때문에 결코 시제변항의 값이 2가 되는 경우가 없다. 이러한 문 

제는 독일어에서 다음과 같이 보조동사의 과거시제와 본통사의 완료상으로 

해결하게 된다. 

(71) [2 l\umerus, 1 Person, :2 Tempus, 2 :vlcx:lusJ 

Wìr lachten/tanzten성c비ief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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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ìr hätten gelachνgetanzt，/geschlafenl . 

[2 Nwnerus, 2 Person, 2 Tempus, 2 MI여us] 

Thr lachtet/tanztet/schliefet/ ... 

Thr hättet gelachνgetanzt，/geschlafenl ... 

[2 Nwnerus, 3 Person, 2 Tempus, 2 ;\;Iodus] 

Sie lachtenltanztenl schliefenl 

Sie hätten gelacht/getanzt,/geschlafenl ... 

53 

이상에서 제시한 형태소 자질과 통사형태 자질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예 

문블의 변이형태를 기술하는데 종합하여 보자. 

(72) a. 이e Frau sang fröhlich. 

b. Die l\1aschinen flögen heute nicht. 

c. Ich lemte sehr fleißig. 

sang 

형태소 자질 [2 Tempus, 1 Modus, 2 Klasse 2] 

형태 통사자질 [3 Person, 1 Nwnerus] 

flöge 

형태소 자질[1 Tempus, 2 Mcdus, 2 Klasse 4] 

형 태 통사자질 [3 Person, 1 Nwnerus] 

lemte 

형태소 자질 [2 Tempus, 1 l\Iodus, 2 Klasse 2] 

형태 통사자질 [1 Person, 1 Nwnerus] 

지금까지 우리는 독일어 명사와 동사의 형태소 범주에 속하는 고유자질과 

이들 범주들이 다른 문장구성소와 갖게 되는 통사적인 관계에서 오는 형태 



54 소
 。써

 
비
 

통사범주로서의 자질들을 분류하여 보았다. 이들 형태소 범주와 형태 통사범 

주의 기술은 단순히 형태론의 범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형태론의 범위 

를 넘어 언어분석에서 가장 큰 단위인 통사구조 분석의 기술에 입력이 된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형태 통사론을 논의하여보자. 

111 .4. 생성 형태통사론 

언어구조를 다루는 문법에서 형태론이 차지하는 위상은 음운론과 통사론 

의 중간은 위치한다. 형태론의 단위인 문장을 구성하는 의미를 지니는 최소 

단위로서의 형태소는 상호 통합관계를 이루면서 문장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 

나 문법을 모국어 화자의 잠재적인 언어능력으로 보는 견지에서는 대화의 

수단으로서 기본이 되는 추상적인 문장범주를 설정하고 이 문장범주에서 구 

체적으로 대화에 사용되는 문장들을 무한히 생성하게 된다. 무한히 많은 대 

화의 상황에 사용되는 무한수의 문장들이 그러나 인간 두뇌구조의 한계성 

때문에 두뇌의 장기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한 언 

어에 존재하는 일정수의 어휘가 있다면 이 어휘들을 가지고 무한수의 문장 

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들 어휘들을 결합시키는 유한수의 통사규칙이 

있으리라는 가정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통사폰에서 가 

정하는 다음과 같은 규칙과 이 규칙에 대응되는 구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정 

한다 

(73) i) S • )NP 찌그 

ii) l'\Jl --) (DET) N 
iii) vJl •) V NP 

iv) DET • ) '" 

v) N --) .. . 

vi) V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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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칙에 대응되는 구 구조의 수형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74) 

(74)의 구조에서 우리는 어휘규칙 (ivHvi)에 의해 유도된 형태소들이 아 

직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이들 형태소틀은 사전 에 들어있는 어휘 

항목들 Le잉koneint떠ge로부터 도입되는데 우리가 가정하는 문법이론에서 어 

휘항목들은 앞서 제시한 명사와 동사의 자질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유 

로운 자질묶음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 

(75) V 

+V 

2 Temp 

1 Mocl 

2 Klas 2 

N 

+N 

3Per 

2Num 

l Kas 

2Klas 

동사 V와 명사 N의 자질묶음의 조합은 해당 어휘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74)의 구 구조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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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J\'P ~VP 
/\\\ j 

+N • +V 

3 Per 2 Temp 
1 Gen 1 Mcx:i 
2Num 1 Klas 2 
1 Kas 

2 Klas 2 

명사의 자질묶음 속에 2 Numerus와 고유자질 2 Klasse 2는 이 명사가 복 

수형을 만들 때 어간모음이 변모음 Umlaut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복수 어 

미의 변이형태가 -er인 것을 말 해 준다. 이 명사는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자 

질묶음이 아니라 명사형태소의 변이형태와 복수어미 변이형태가 서로 통합 

적인 관계를 갖는 두개의 자질묶음으로 분열된다. 

~ 
+N 

Pron 

3 Per 

1 Gen 

1 Kas 

2 Klas 2 

2Num 

lV때nn 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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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동사의 시제법주는 다음과 같이 규칙동사의 경우 통사형태소와 시제 

어미 Affix인 • t 혹은 앉의 통합관계， 그리고 불규칙 통사(강변화 동사)의 

경우 동사분류에 따른 변이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 
•
111111111111-

9/
]없

 

V 

V미
 η씨
 
sang g 

다옴으로 주어명사와 통사간의 인칭과 수범주의 일치관계는 다음과 같이 

기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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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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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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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맨
 빼
 많 뻐
 
& 

짧
 R뼈ln er sang ￠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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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독일어의 경우 관사와 명사의 성， 수， 격 범주의 일치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다음과 같은 자질묶음으로 기술하여 보자. 

(80) a. / 

짧파--------------람 

b. / 

κ/닐--------------------. 
매
 짧 뻐
 

「-
-
-
-
-
-
1
1
1
1
-
-

m 
앵
 j1j 

T111j11111j11 

m 

샤
디
 

시
만
 과u %
μ
 

1 Gen 

1 Kas 

2 Klas 2 

K힘nn -er 

l Gem 

c1ie 

+N 

-Pron 

3Per 

l Gen 

l Kas 
2Klas 2 

2Num 

-er 

우리는 최종적으로 명샤 통사의 자질묶음과， 관사와 명사의 자질일치 및 

주어명사와 동사의 인칭 및 수자질의 일치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 

은 c1ie ~Iänner sangen의 구조를 기술할 수 있다. 

(8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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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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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넓~ 
2Klas2 

sang 

l l'vIod 

2Terr끽〕 

3Per 

2Num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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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는 출발점으로서 명사형태소가 고유자질과 통사 형태소자질 

로서 인칭， 성， 수， 격자질의 묶음으로 그리고 동사형태소가 고유자질과 형태 

통사자질로서 시제， 양태자질의 묶음으로 기술될 수 있음을 보았다. 나아가 

이들 형태소틀은 자질들의 연쇄 조합을 통하여 형태소들로 구성된 하나의 

문장을 형성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었다. 

IV. 맺는말 

독일어는 영어나 다른 게르만 언어에 비해 풍부한 형태소를 가지고 있는 

언어이다. 특히 명사형태소가 나타내는 성과 수 격과 인칭이 표현되는 굴절 

어미 Deklination는 명사의 고유한 속성으로서 그리고 통사적인 환경에 따른 

형태소 통사자질 morphosyntaktisches Merkmal로 분류할 수 있다. 동사형태 

소의 경우도 현재와 과거시제를 나타내는 자질， 양태 Modalität자질은 동사 

의 고유자질 inhärentes Merkmal에 속하지만， 그러나 주어와의 일치자질 

Ko때ruenzmerkn퍼은 통사적인 환경에 따른 형태 통사자질로서 분류가 가능 

하게 된다. 이들 자질들의 조합가능성은 제계적인 분석없는， 단순한 암기만으 

로서의 외국어 교육을 통하여서 습득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다. 이 논문에서 

는 형태론 연구의 결과 제시된 형태소 및 다OJ=한 변이형태의 정의에서 출발 

하여 명사의 굴절어미와 동사의 활용어미를 분석분류하고 이러한 기술이 형 

태소로 구성된 문장의 통사론적 기술에 입력이 되기 위한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동사 형태소가 고유자질로서 시제자질 이외에도 상 Asçekt자질을 가지 

고 있지만 활용어미가 나타내는 상의 표현은 예를 들어 동작상， 진행상， 상태 

상 및 결과상등 동사형태소의 고유의미와 관계를 갖기 때문에 어휘의미론적 

인 연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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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Die morphologische Struktur des Deutschen als 

Zugang zum Fremdsprachenunterr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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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c1iesem Aufsatz versuche ich, durch c1ie Theorie der Morphologie 

c1ie verbale Flexion und c1ie nominale Deklination der deutschen Sprache 

für den Zweck des Deutschunterrichts systematisch zu analysieren und 

zu klassifizieren. Die Morpheme der Flexion und der Deklination werden 

zunächt mit Bündeln der Merkmale dargestellt. Die l\Ierkmale an sich 

gehören hauptsächlich zu den inhärenten Eigenschaften der jeweiligen 

Nomen 때er der Verben. So gehören zum Beispiel c1ie Merkmale von 

Person, Genus, Kasus, Numerus zu den nominalen Morphemen, und c1ie 

Merkmale von Tempus, Modus zu den verbalen Morphemen. Auf der 

anderen Seite gibt es Merkmale, c1ie sich erst aus der syntaktischen 

Umgebung ergeben. So werden c1ie nominalen Merkmale von Person und 

Numerus in der syntaktischen Kongruenzumgebung vom Subjekt zu dem 

Merkmalbündel des Verbs übertragen. Damit kann c1ie Beschreibung der 

lexikalischen Kategorie von N(omen) und V(erb) als ein Merkmalbündel 

c1ie syntaktische Basis zur Beschreibung des Satzes bieten, der aus 

morphologischen Konstituenten beste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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