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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부 젤 연결 periphere Anbindung에서 나타나는 비정형 동사의 

동사범주의 축약 Reduktion von Verbalkategorien 현상과 기능영 역 

fu때tionale Domäne의 차이 

류 수 린 (시울대) 

O. 들어가며 

이 논문은 독열어와 한국이 비정형 동사에 관한 비교연구에 있어서 비정형 

동사의 다양한 분포와 용볍 분석 가운데 상위 문의 주변부에 연결 periphere 

Anbindung되든 비정형 동사구듭의 형태석 그라고 기능적 분석플 다루고자 

한다. 분석의 이폰과 방볍은 언어유형학석 기능주의 문볍 typologisch

ftmktionale Grammatik에 가초한다. 

먼저 주변부 섣이란 상위문 술어의 결합가 Valenz와는 무관하게 부가어 

A이unkt로서 상위문에 종속작으로 추가되는 ;젤윤 말한다. B1는 주변부 젤 연 

;설펀 독인아의 비정형 동사구인 분사구 Partizipialkonstruktion (a, b)와 부정 

사구 Infinitivkonstruktion (c, d)달 예시하고 있다. 이때 바정형 동사가 하나의 

술어보서 자선의 꼭석어나 보족아들을 갖고 있가 때문에 이라한 분시구 혹븐 

부정사--Il는 술어·논헝 구조팍 가잔 일종의 축약된 문장 reduzierter Satz으로 

간주된다.1) 주변부 전연결의 통사적 특징은 다음 I 장에서 문정 연결의 유형 

* 이 논문은 2005년 6윌 16일 서울대학교 독일어문화권연구소에서 주최한 박사학위 논문발 
표회에서 반표되었먼 섯을 수성한 깃이다. 분색의 대상은 문어체의 현대 독연어와 현대 

한국어이며， 독일어의 경우 IDS-Mannheim 텍스트 모음 T extkorpora인 COSMASII와 선 
행 연구서단의 예문을 지료또 삼았고 한국어의 경우 소설파 선문 및 잡지의 기λh 인터 

넷 지문득 g 주요한 지료로 산았으며 도사의 편의를 위해 예문을 만든 경우도 였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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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며 다시 한번 설명된다. 

B 1 Infmite Konstruktionen des Deutsch밍1 auf der peripheren 

Satzverbindungsebene 

a. Herbert ( ... ) ging, !!as Hemd mitschleifend die Hosenträger hängen lassenti, a따s Klo. 

(MK1ILGB, 147) 

b. MX 12 nahm wieder Fahrt auf, eskortiert von dem Schnellboo!, das ( ... ) 

(Lenz, Die Erz빼1nng， 298) 

c. Er überquerte die Sπaße， QIhne auf den Verkehr zn achten 

(H리big & Buscha 1994, 659) 

d. Seit Anfang des Jahres hat sie wieder ein폐1 kleinen Flügel ~u Hause stehen 

(Die Zeit 8/2002, die neue Elite (2) von Marc Bro앙) 

한국어의 비정형 동사들은 독일어 동사의 이분뱀적인 정형성과 비정형성 

Finitheit VS. Infmitheit 구분과 비교할 때， 그 수와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서 

로 이 질적 heterogen이다. B2가 보여주듯 한국어는 문장 연결의 유형에 따라 

종결의 정형동사가 아년 여라 형태의 비정형 동사가 사용된다，2) (a) 의 등위 

접속문에서는 과거시제 어 n] _었 이 표시된 비정형 동사7}， (b)의 경우에는 

시제표시가 없는 비정형동사가， 끝으로 (c)에서는 엘종의 복합동사를 이루는 

비정형 동사가 나타난다. 이 점에서 이분볍적 구분이 아년 정형과 비정형사이 

의 연속성 Kontinuum을 고찰할 펼요가 제가된다 

B2 Infmite Konstruktionen des Koreanischen 

a 아버지는 미국 가셨고 어머니는 일 나가시는데요 

apecl엔un mikwuk ka-si-ess-ko emeni-nnn il naka-si-nun-tayyo 

[Vater-TOP Amerika geh-SH-KMPL-und] Mutter-TOP Arbeit geh-SH-PRS-

DEKL:POL 

"Der Vater ging nach Amerika nnd Mutter geht znr Arbeit." 

(Pressian 2004-08-20, .Seid ihr auch arrn, oder~") 

료의 출처 Textquellε는 논문 뒤에 침부하였다. 

1) Partizipialgruppe의 문장성 Satzwertigkeit (Steube 1994), Sentenzia1ität (LehnIaID1 1988), 
Satzgefúge (Duden 1998: 618) 참조 

2) Lee 19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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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안의혹죄낸독 봉사활동에 나가면 아이는 

ai-I띠 tayli-ko ponsahwaltong-ey naka-myeon ai-nun ( ... ) 

[Kind-AKK mimelun-KV) Wohitätigkeitaktion-LOK teilnelun-wenn Kind-TOP 

"Wenn ich mit dem Kind (lit ‘ das Kind mitnelunend) an der 

Wohltätigkeitaktion teilnelune, 없nn ist das Kind “" (Cho, 2002) 

c. 나는 그 후 (‘) 순희네 집블 싹보호학단 

na-nun ku h뻐1 Swunhi-ney cip-버 ssa-ko-tol-ass-ta 

ich-TOP D2 nach Sunhi-bei Haus-AKK [umfass-KV-kreis-KMPL-DEKL] 

"Ich war danach um das Haus von Sunhi herum gelaufen." 

(http://www.duokorea.comlduokorea/2002/99/95/95-886.htm) 

82 (b)가 주변부 젤로 연결된 비정형 동사구이며， 이때의 비정형 동사를 

다픈 비 정형 동사들파 구분하여 ’부동사 Konverb’라고 이름한다)) 2장에서는 

부동시의 비정형성올 한국어 문상 연결의 유형에 호응시켜 설명하고자 한다. 

문장 연결의 여라 연구에서는 전 연결의 종속성의 정도 Subordin따ionsgrad가 

높이질수록 ]에 호응하여 동시범주의 단계작인 축약 graduelle Reduktion der 

Verbalmorphologie이 진행된다고 밝혀진 tl} 있t:}.4) 문장 연결의 동반 현상으 

로서 나타나는 이러한 농시멤주-의 축약 혹은 제한적 실현은 형태륜석 유형에 

있어서 교착 구조 agglutinierende Struktur를 갖는 한국어의 강우 보다 병확하 

게 섣l영된다 

1. 이론과 분석 밤법 

1.1. 언어 유형론에서 본 동사의 정형성과 비정형성 

언어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동사는 대체로 서볍 Modus, 사제 Tempus, 상 

Aspekt, 그라 고 주어 와의 호응 Kongruenz블 위 힌 인 칭 Person, 수 Numerus 

3) Konverb은 윈래 안타이 언어연구에서 비정형 동사플 지칭하는 용어이 71 때문에 부동사 

(돼動)I!]) 라든 한야어 용어도 악타이 연구자탑의 사용올 따랐다 (변광수 2003 참조). 국 
어학에서단 이야한 비정형 동사를 복합숨어와 함께 연쇄 혹은 사슬동사 serial verb 라고 
부프기노 한다 (정애구 1995, 이영헌 1995; 2003 등 침조). 

4) Lelunann 1988; Bisang 1993; Kortman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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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존칭 Honoriflk 등의 범주둡에 따라 활용한다 흔히 이 러한 문볍범주 틀 

이 표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정형동사와 비정형동시-를 구분한다. 

"Was nun zuerst das Verhältnis zwischen Finitum und Infintum betrif션， so ist zu 

bemerken, dass die vier morphematischen Kategorien, die das Finitum au마eist， 

nämlich 1) Tempus, 2) Modus, 3) Person und 4) Numerus, beim Infinitum 

fehlen, mit der einen Ausnahme, dass der Numerus beim Partizipium als 

Nominalmorphem auftritt (Bech 1955:13)." 

예를 듭어 독일어의 경우 정형동사는 직섣 Indikativ과 가정 Konjunktiv이 

라는 2개의 서법， 현재 Präsens 와 과거 Präteritum의 두 시제， 그리고 주어의 

관한 3가지 인칭파 두 가지 수에 따라 형태소들이 표시 markiert된다. 이와 

탈리， 독일이의 비정형 동사는 아무런 문볍범주가 표시되지 않은， 즉 활용하 

지 않는 “굳은 형태 starre Form"이다. 비정형의 동사로는 분사 l 형 Partizip 

1, 분사 2형 Partizip Il, 순수 부정사 reines Infmitiv와 zu-부정사가 있으며， 이 

뜰은 각각 현재/능동의 의미자절， 완료l수동의 의미자전， 시제와 태 Diathese 

에 줌립적인 의 u]자절， 그라고 예정 Prospektiv의 의 u]자짙로 구분되어 사용 

된다.5) 

언어 유형학에서 볼 때 세계의 언어는 동사범주의 실현이라는 정형성파 관 

련하여 세 가지의 상이한 구조로 구분된다. 중국어처럼 잔혀 활용하지 않는 

고립어 isolierende Sprachen, 인도 유럽어와 같이 하나의 형태소가 둡 이상의 

문볍범주를 표시하는 팔절어 tlektierende Sprachen 그리고 한국어 등 얄타이 

언어， 스와헐리， 아메리칸 인디언 언어 등 동사에 나타나는 하나하나의 형태 

소가 각각의 문볍범주에 대응하는 교착어 agg1utinierende Sprachen가 그것이 

다. 고립어의 경우 모든 단어가 문장내의 가능을 형태론적으로 전혀 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형/비정형 동사의 구분 뿐 아니라 품사의 구분도 형태본 

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교착어의 경우 역사 한국어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단 

계적인 범주의 실현과 세약이 가능하여 독일어와 같은 굴절어가 갖는 이분볍 

5) Radke 1998, Zifonun 2000, Wollstein-Leistζn 200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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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정형/비정형의 구분이 작용되기 힘들다. 비정형동사의 예들은 B3(a)에서 

보듯이 활용이 없는 중국어의 동반동사 Koverb와 (b)처럼 무표적으로 연결된 

아프리카의 Yoruba어의 사숨동사 Serialverb가 있으며， 이와 달라 B4 (a) 파 

푸아 뉴기니 Kobon아의 중위동사 Medialverb는 인칭과 수 만이 표시되는 비 

정형의 동사이며， 절이 이야기의 형식으로 연결 narrative VerbindlUlgen 될 때 

주어익 변화 혹은 불변화 (DS vs. SS)륜 표시한다.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교착 

어인 B4 (b)의 임본아나 그 밖의 얄타이 언어달의 경우 시제가 표시되지 않 

는 비 정형 동사륜 부동사 Konverb라고 한다.6) 

B3 (a) Koverb im Chinesischen vs. (b) Serialverb im Yoruba 

a. Tã yóng k뼈izi cbï.fàn. (He1mbrecht 2004 :4) 

er brauchen Stäbchen essen 

"Er ißt mit Stäbchen." 

b. mo mú ìwé wá ilé. (Payne 1997 :307) 

1 take book come house 

") brought a book home." 

B4 (a) Medialverb im Kobon vs. (b) Konverb im Japanischen 

a. Nipe k헤 외-öm (hainö) ri.bö yaD ar-öp. (Lehmann 1988:184) 
3SG pig shoot-3SG.SS after river be\ow go-PERFJSG 

"He killed a pìg 없ld (later) went down to the river." 

b. Zyon-wa boosi-o nui-de Mary-ni aisatusi-ta. (Nishina 2004:37) 

John-TOP Hut-AKK auszieh-SEQ Mary-DAT grüß-PRT 

"Seinen Hut abziehend grüßte 10hn Mary." 

1.2. 기능문법에서 문장연결 

기능문법에서 문정 혹은 전은 다음 Fl 이 보여주-는 구조로 분석된다. 구조 

의 기본단위는 숲어 Prädikat외 개체 명칭 Terrn이다. 술어가 한 개체의 성절 

이나 게제간의 관계플 지시한다면， 개처1 명칭은 세계애 존재하는 개제를 지시 

한다. 어휘부익 술아는 자신이 추1할 수 있는 세체 명 칭의 수와 선택적 제약에 

6) Fo1ey & Van Valin 1984; Lehmam1 1988; Van Valin 1990, 1993; Bisang 1992, 1995; 
Haspehnath 1995; Mass 2004; Ryu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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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를 결합가라고 한다. 술이 ￠가 자신의 결합가에 

따라 개체명 칭 X" X2 ... Xn을 논항 Argument으로 취할 때 얻어지는 구조가 

바로 중핵 술어 nukleare Prädikation이다. 다시 이 중핵 술어에는 술어의 결 

합가와는 무관한 또 다른 개체 명칭들이 결합될 수 있는데， 이라한 논항이 아 

넌 개체 y" yz, ... Yn들을 위성 Satellit이라 하며， 이들파의 결합구조를 확대 

술어 erweiterte Prädikation라 부른다. 

FI Slruktur YOß Prãdikation in Funktionaler Granunatik (Dìk 1981:26) 

U <Þ (x,l (X2) __ (x사 ) (y,) (Y2) - - (Yn) ) 

Prädlkat Argumeflte Satlllhten 
ι-←←~ 、、、 Terme/ 

(Nukleare) Prädikalion 

Erweiterte Prädikation 

숲어라는 내부의 핵 Nukleus에서부터 증핵술어， 확대술어로 확장되어 가떤 

서 절 구조는 또 Sl 에서 제시되듯 중층적인 단계 ’layered level’로 분석된다.1)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안쪽에서 바깥으로 각각 술어핵 ’nucleus’단계， 중섬 

’core’ 단계， 그러고 그 바깥에는 주변부 Peripheriε가 자리하고 있다. 젤의 연 

결 혹은 내포는 이라한 중층구조의 어，_ 단계에 절 연결이 이루어지는 가로 

구분된다. 

SI TI1< layel'ed st l'Uclme oflhe c1 al1<< I， Folξ;'& Van V.I;111984 ‘ 78) 

11 (predicateμJCLEUS ArgumentlcoRE PERIPHERY lc녀"" 

즉， 절의 연결은 F2에서 제시하듯이 독랩적인 두 문장의 병렬 연결 

Parataxis에서부터 그 종속성이 점점 증가하는 종속 내포문 Hypotaxis으로 진 

행하는 하나의 연속선으로 섣명될 수 있다. 하나의 절이 Sl 의 구조 내부로 

7) Fo1ey & Van Valin 1984, Hengeve1d 1989, Dik et al. 1990; 1997 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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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끈할수폭 F2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절연결의 종속성 정도가 

높아진다. 그라면 다음 1.3에서 이틀 절 연결을 위한 각각의 통사 조작과 그 

형태작 특정뜰음 삼펴보자. 

F2 KOlltinu \l1ll del' Subordinationsgrade bzgl. sy이taktis<hel' Opel'ationξ11 

Parataxls •--• 느 Hypotaxis 

Relhung Koordlnatlon adsentenzialer penphere Komplementation Attribution 

Anschluß Anblndung Komposi\lOn 

1.3. 문장 연결의 통사 조작과 형식 변수들 

T1 첫 행에는 절 연결음 위한 통사적 조작이 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나열 

되어 있고， 밴 왼쪽 열에는 이뜰 통시 조작을 구분하는 형식 변수들이 제시되 

어 있다.8) 우선 순차 연결 Reihung은 독립 문장들이 순차석으로 연결되는 것 

으로 이때 문장의 연결순서든 사건간의 시간적 선후 관계와 얼치한다. 등위 

점속 Koord띠ation흘 통한 문장의 연결은 연결된 두 문정의 술어가 모두 정형 

으로 나타난다. 부문장 연결 adsentenzialer Anschluß은 하나의 문장음 상위문 

의 문장 경계에 부치시키는 섣 연결인데， 상위문의 확대 술어 바깥에 이렇게 

젤윤 연결하는 예는 정형동사를 가진 독열어의 부사절을 들 수 있다. 이라한 

부치절의 특징은 더 이상 독자적인 언어외적 받화의 기능 Illokutionskraft을 

갖지 못하며 상위문의 해석를 위한 하나의 배경적 사실 Hintεrgrund로만 작용 

한다는 것이다. 주변부 전 연결에서 이제 하나의 전은 상위문의 술어구조이1 

안에 포힘되어 확대 술어라는 주변부플 형성하게 된다. 주변부 젤은 따라서 

상위 숲어구조에 주변석 개체활 도입하거나 중섬 참여자에 대한 부차적 술어 

Nebenprädikation로 가능한다. 보족어화 Komplementation는 하나의 문장이 명 

사젤로 파생되어 상위문 술이의 논항으로 내포되는 통시- 조작이다. 따라서 보 

족아문은 상위술어의 논항 결합가에 표함되어야 한디. 마지막으로 문장 혹은 

절은 숨어핵의 단계에서 조동사라는 상위술어 ’high predicate’에 직접 연결되 

8) Bickel 1991:56 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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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조동사 복합 구조 auxiliare Periphrase를 만들거1-!-， 술어 대 술어의 연결과 

통합 Komposition을 통해 복합동사 Komplexverb가 된다 이 때 상위문의 술어 

와 종속되는 술어는 논항을 공유한다.9) 

T 1 Formole Eigenschaften del' Verbindungs\'erfahren 

Reihung Koord. ‘Idsentenzialξl’ Pellpbere Komple Pel'iph\'asen 
AI‘schlllß Ànbindllllg lllenratlofl Kompositioll 

obligatori.ch ， konisιh zu + 
Im."!'.r 0 1'dllung 

Gleichm‘lßige + 
Verankerung 

ohne illokuti、 e Krnft + 
a1s Hintergnll1d 

Nebenp\'ãdikatio l1 + 

syntaktisιhξ Valenz 十

g~mξ(nsam~ ‘A\'glllllξntξ + 
‘mßer 5uhjekt 

1.4 부가어의 의미관계 에 관한 기능문법의 접근 

주변부 절의 가능은 무엇인개 에플 들어 독일어의 분사구문은 흔히 상위 

문과 모호한 의미관계 opake semantische Verhältnisse릅 갖는다고 설명되어져 

왔다. 정형동사틀 갖는 부사절은 접속사플 통해 상위문에 대한 의미관계가 명 

확하고 시제표지가 상위문과의 시간관계플 섣명해 주는 반면， 분사구문븐 비 

정형 동사와 절 연결의 푸표성 때문에 의미관계가 불명확하다. 그래서 부가어 

가능을 하는 다른 문장 성분들과 유사하게 상위문에 대해 부사적 수식의 가 

능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오히려 많은 관섬은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시적 

기능에 집중되었다.10) 

그러나 가능문볍의 틀에서 Schultze-Bemdt & Himmelmann 2004는 문장의 

주변부가 지시하는 기능영역 funktionale Domäne을 분석하여， 모호했던 부사 

9) 그 밖의 통사적 변수로 동일/비동일 주어의 제약여부， 주어익 주제어화 Topik 여부， 부정 

소의 영역 Skopus der Negation 등이 동사조작과 비정형 구문뜰을 구분하든더1 적용뇌였 

으나 이 논문에서든 논의름 생략한다 (류수련 2005 참조). 

10) Bresson & Dalmas 1994, Eichinger.& Leirbukt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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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수삭가능플 “찬성 부사적 수삭 genuin adverbiale Modifikation"과 “묘사적 

동반술어 depiktive Nebenprädikation"로 구분한다. 3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주 

변부 젤에 나다나는 Bl파 같은 독엘어 비정형 동사구들파 B2(b)에 해딩되는 

한국어 부동사 ':{문플의 기능영역을 분석한다. 여지에서 우리는 주변부 절의 

의미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나아가 두 언어가 지시하는 기능영역의 

차이틀 확인한다. 

기능영역의 분석음 위해 우랴는 가능문법에서 제시하는 참여자 역할 

Partizipantenrolle과 그 득성을 삼펴브아야 한다. 사건의 참여자는 (1 ) 사건에 

대한 통제 Kontro\le가 가능한7}， (2) 정반대로 시칸의 대상으로서 영향 

Affiziertheit플 반는가 그라고 (3) 시건에 중심적으로 참여 Involviertheit하는 

가 아니면 주변석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F3에서 보여주듯 가장 높은 정도로 

사건 통제를 행사하는 참여자 의n]역은 행위자 Agens이며， 가장 적은 통제를 

행사하고 가정 높은 행위의 영향을 반는 침여 의 11] 역은 행위 대상자 Patiens 

이다. 경험자 Experiens는 이 두 변수에 증립하며 행위자외 행위 대상지와 함 

께 사간의 가상 중샘작 침여자이다. 이밖에 도구역 Instmmental나 수혜자역 

Benefiziär, 장소 Lokus 의미역블은 모두 사건의 주변석 참여자로 분류된다. 

F3 Partizlpantenrolle tLehmann et aL 2000, 5-')1 

4 e 
에
 
빠
 

‘n 

”
F‘ 

κ
 A 

Affizle r1heit 

Patiens 

‘ ForCè ‘ Experien Thema 

Rezipiens 

In >tounental Benefiziãr 

‘Source ‘ I Lokus ‘ Goal ‘ 

Involvierl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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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 연결에서의 동사범주의 축약 

2.1. 한국어 부돔사의 비정형성 

한국어 동사에 나타나는 형태소의 교착 구조는 S2에서 제시하듯 문볍범주 

의 표지 Marker를 위한 6개의 문법적 자리 grammatischer Slot 뜰로 도식화될 

수 았다. 문법범주를 위한 이러한 표지 자리들은 앞서 말한 대로 문장의 종류 

에 따라 실현의 제약을 보이는데， 이제 한국어와 독엘어의 다양한 절 연결들 

을 분석하연서 예문마다 이라한 문볍표지의 순서와 실현여부를 오른쪽에 도 

식화하겠다. 

S2. Morphologische Struktur des koreanischen Verbs 

Verbstamm-[Subjekthonorifik]-[Tempus/ Aspekt]-메odal]-[Hörerhonorifik ]-Modus/S 

atztyp 

독립 문장의 숭어는 이틀 6개의 동사범주 모두가 최대한 표시될 수 있다. 

B5 에서 동사 가다 에는 동사의 어근에서 가까운 위치에서부터 주어존칭 

Su에ekt-HonorifIk의 어미 -씨 파거/완료 Kompletiv의 어미 -었， 추측 

Präsumtiv의 -갔l， 청자존칭 Hörer-HonorifIk의 -읍， 직섣볍Indikativ의 -니 가 

나타나며， 끝으로 의문 Interrogativ 서볍올 표λl하는 -까 가 문장 종칠어미 

Satzendung로 표시 뭔다. 

B5 unabhängiger Satz: finite Finalfonn [Vst-SH-TA-MD-댐I-MOD] 

선생님이 학교에 간경깡슐닌깐? 

sensayngnim-i hakkyo-ey ka-si-않s-kevss-up-ni-kka ? 

Lehrer-NOM Schule-LOK g려l-SH-KMPL-PRSM-HH-IND-INT 

"Ist der Lehrer wohl in die Schule gegangen?" 

상위문의 동사가 딸하다 묻다 등의 언어 행위 동시- verbum dicendi로서 간 

접화법의 문장을 만들 때， B6에서 보듯이 다른 하나의 문장은 인용어 111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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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인용첼로서 상위문에 내포된다. 이 떼 내포 인용문의 동시에는 (a)에 

서처럼 서술 Deklarativ 또는 의문의 서볍이 표시될 수 있다. 그밖에도 제안， 

명령의 서볍이 나타난 수 있다. :1라나 (b)처럼 검탄 Exklamativ의 서법은 인 

용 내포섣의 동사 형태소에 나타난 수 없다. 이는 동시 형대구조의 맨 끝에 

위치하는 서법표지 (MOD)의 션현제약 (* 표시)을 의미한다 또한 인용절의 

동사에는 청자존칭의 범주표시도 생략된대α로 표시). 

B6 Indirekte Re야 eingeschränkte fi뼈te VerbindWlgsform [Vst-SH-TA-MD-0-MOD*] 

a 극울안 학교에 가셨겠다/니→고 아이가 물었다 

Ku-pWIUl-i hakkyo-ey ka-잉-ess-keyss-ta/nya-ko ai-ka malha-ess-ta 

3SG-HON씨OM Schu1e-LOK geh-SH-KMPL-PRSM- Kind-NOM sag-KMPL-

DEKLIINT -QU DEKL 

"Das “nd sagte, das잉ob er 뻐비 in die Schu1e gegangen s리 ” 

b. * 기차가 드디이 S~착했균·고 아이까 말했다 
kicha-ka tlùie toch빼ha-ess-kWlUl*-ko ai-ka malha-ess-ta 

Zug-NOM endlich ankomm-KMPL-EXKL-QU Kind-NOM sag-KMPL-DEKL 

"Das Kind sa밍e: "Der Zng ist endlich angekoπnmen!" 

한국어의 등우1 접속문은 선행 문장의 동사에 종결어미 대신 등위접속의 연 

결어 111 -고 가 표사권디→. 이때 꽉연어에서는 두 문장의 동사가 오두 정형으로 

나타나간 경우외 달라 선행문의 동사단 서 1겁을 살현하는 종결어 111 뿐 아니라 

정자존칭의 어1J] 역시 갖지 못한다. B7에서 우리든 후행젤에 섣현되는 칭자 

존칭파 직섣으1 평서문 서볍이 모두 선행첼에 공유되나 션행동사의 형태소 구 

조에서는 .'.1 설현되지 못하는 깃을 불 수 있다‘ 

B 7 Koordination: [V앙-SH-TA-MD-0-0] 

선생님은 학교에 가셨겠고 어머니는 모임에서 돌아오셨겠슈니다 

sensayn땅nim-Wl hakkyo-ey ka-si-ess-kyess-ko 

Lehrer-TOP Sch띠e-LOK geh-SH-KMPL-PRSM-Wld 

emeni-nWl moim-eyse tolao-si-ess-kyess-Iψ-m-ta 

Mutter-TOP Treffen-ABL ZUTÜckkomm-SH-KMPL-PRSM-HH-IND-DEKL 

"Der Lehrer ist wo비 m 이e Schu1e gegangen und 띠e Mutter ist wo비 von dem 

T reffen zurück gekom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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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문장은 명사화 접미사 Nominalisienmgssuffix인 -개 또는 -음 을 통 

해 명사절로 파생될 수 있다. B8 (a)에서는 이라한 파생 명사절이 처소격 

Lokativkasus -에 를 취해 이유의 부사절로서 상위문에 종속되어 있다. 또한 

(b)에서는 목적어격을 취해 상위문 술어의 복적어로 내포되어 있다. 이때 명 

사점의 동사에는 두 예문에서처럼 주어존칭과 시제범주가 표시될 수 있으나 

정자존칭파 서법범주는 표시되지 않는다. 그 뿐만 아니라 (b)와 같이 상위문 

의 술어가 자신의 목적어를 사살 F빼뻐n 명제로 제한하는 알마 눈치채다， 보 

다 등의 동사인 경우 냉사절의 동사에는 화자의 추측음 표시하는 양상 (MD) 

의 범주 역시 설현될 수 없고 오직 파생 접사 .음 만 사용된다. 

B8 Nominalisierung: (a) [V앙-SH-TA-MD-0-0] -ki vs. (b)[Vst-SH-TA-0-0-이 -um 

a 선셋님이 학교에 가셨겠지에 아이는 학교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sensayn맹im-i hakkyo-ey ka-잉-ess-kyes냉-ey 

Lehrer-NOM Sch띠e-LOK geh-SH-KMPL-PRSM-NR-LOK 

ai엔lDl hakkyo-Io setule tolaka-ss-때-m-ta. 

Kind-TOP Schule-ALL eilig zl뻐ckgeh-KMPL-HH-IND-DEKL 

"Da der Lehrer wobl in die Schule gegangen ist, ist das Kind eilig znr Schule zurück 

gegangen." 

b. • 선생님이 학교에 가셨겠음올 아이는 이제서야 알았다 

sensayn맹m-i hakkyo-ey ka-잉-ess-*kyess-um-띠 

Lehrer-NOM Schule-LOK geh-SH-KMPL-*PRSM-NR-AKK 

ai-nlDl iceyseya aJ-ss-ta 

Kind-TOP erst.jetzt wiss-KMPL-DEKL 

"D버s Kind weiß erst jetzt, dass d하 Lβ뼈 m 이e Sch띠e gegangen ist."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절의 경우 그 동사형태에서 더묶 뚜렷한 동사범주의 

축약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 관형절은 시간관계에 따라 서로 구 

분되는 관형어u] _은는 그라고 -을 을 통해 파생되며， 이에 따라 파생 관형 

절의 동사에는 시제범주마지 실현되지 않는다. B9에서 관형절은 선행사 관형 

사 Attributor-마lterior (A TTR-ANT) -은 올 통해 파생되었고 이는 관형절의 

사건이 상위문의 사건에 선행한다는 표시이므로 관형절 동사에는 파거시제의 

표지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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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9 Attribution: [VsI-SH-Ø-θ-ø찌 + -w1i-nw1i-띠 

선호표l낸 선생닝이 돌아오셨디 

Seoul-ey ka-si-n sensayngnim-i lolao-si-ess-Ia 

Seoul-LOK geh-SH-ATTR:ANT Lehrer-NOM zurückkomm-SH-KMPL-DEKL 

"Der Lehrer, der nach Seoul gegangen ist, ist zurückgekommen." 

부문장적 잔연결은 인과 Kausal의 -니까， 양보 Konzessiv의 -어도， 조건 

Konditional의 - 면， 복적 Final의 -으려고 등 의미적으로 세분화된 다양한 부 

사 접미사 Adverbialsuffixe월 통해 만둡어진다. 이랴한 부사전의 동사에는 

BIO에서 볼 수 였닷이 주어존칭과 시제만이 표시되고， 그 밖의 동사범주는 

완전히 생략텐디 

Bl0 adsente뼈며er Ansc비uss: [Vst-SH-TA-Ø-θ-Ø] 十 -nnikka/ -eto/ -mnyenJ' .. 

션셋님이 집에 가셨이도 아이들은 조용했다 

sensayngnim-i cip-ey ka-잉-es앙eto ， a1-l띠-뻐 coyongha-ess-ta. 

Lehrer-NOM Hause-LOK geh-SH-KMPL-KONZ Kind-PL-TOP ruhigb\ei1rKMPL-DEKL 

"Obwohl der Lehrer nach Hause gegangen ist, waren die Kinder ruhig." 

주변부 젤에는 부동사 접미사 Konverbalsuffixe -피 -며어 가 붙은 동시

구가 나타만다. 이등 부동사 접마사플븐 시간의 선후관계에 따라 각각 -고 

(KV:Sequentiell), -며 (KV:Simultan), -어 (KV:Neutral)토 서로 구분된다.Bll 

에서 불 수 있듯이 이 부동사에는 시세범주가 생략되며 오직 동사뱀주로서 

주어존칭만 살헌펠 수 있다. 또한 부동사 구는 상이한 주어를 가져서는 안 되 

고， 동열 주이바도 ~1갓이 대맹사 등으로 지시되어서도 안 된다. 

Bll periphere AnbindlUlg: [Vst-SH-Ø-Ø-θ-Ø] + -ko/-my바e 

션써넘이 노래를 부르시며 집에 가셨다 

sensayngnim-i nolay-l버 p、N1Ùu-si-mye cip-ey ka-잉-ess-ta 

Lehrer-NOM [ Lied-AKK sing-SH-KV:Sα1 ] Hause-LOK geh-SH-KMPL-DEKL 

"Der Lehrer gin딩， ein Lied singend, nach Hause." 



220 리
」
 

수
 
’ 류

 

마지막으로 비정형 동사는 조동사가 나타나는 동사의 복합구조와 복합동사 

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한 연결접미사로는 B12에서 보이듯 다시 -고 

와 -어 가 사용된다. 이때 두 술어가 지시 t~는 사건들은 공시적 kotemporal이 

며 따라서 연결 접미사는 시간적 자절에 중럽적이며 관용적으로 선택된다. 술 

어핵 단게에서 이루어지는 이라한 술어연결에서는 (a)의 경우 상위문의 술어 

인 정형 동사 계샤다 가 어훼적 의미를 상실하고 조동사라는 문볍 가능어로 

변화하는 문볍화 Grammatikalisierung현상이 나타나고， (b)의 경우처럼 선행하 

는 부동사와 후행의 상위동사가 논항을 공유하면서 하나의 동사로 어휘화 

Lexikalisierung 한다. 이 러 한 복합동사는 전일적 holistisch으로 파악되 아 두 

개의 사건이 아닌 두 가지 양태를 가진 하나의 사건 ’움켜쥐대를 지시하게 

된다11) 여기에서 선행 동사형은 주어존칭마저 허용하지 않는 극단적인 축약 

을보여준다 

B12 nukleare Anbindung [Vst-0-0-0-0-0] -ko/-e Periphrase (a) vs. 

Kompositum (b) 

a. 선생님이 집에 간곡겐성단. 

sensayngnim-i cip-ey ka.ko kyesi-ess-ta. 

Lehrer-NOM Hause.LOK geh.KV sein:HON-KMPL.DEKL 

"Der L바rrer war gerade auf dem Weg nach Hause." 

b. 아이가 사탕을 울견찰학단. 

ai-ka sathang-ul umkyi-e-cap-ass-ta 

Kind.NOM Bonbon-AKK greif-KV-greif-KMPL-DEKL 

"Das Kind hat Bonbons festgegriffen." 

요약하면， 문장 연결의 유형파 종속성의 증가에 따라 동사 범주들이 축약 

되는 현상은 F4 와 같은 그림으로 제시될 수 있다. 

11) 사건의 의]1]적 압축 KomprimierW1g 또는 Mul1er-Bardey 1990 ’하나의 사건이! 대한 구성 
적 기술 komponierte Darstel1W1g’ 또는 Bisang 1993 ’의 V]9] 밀도화 Kondens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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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gradu상 le Reduktìon 、 on grammatíschen rvlarkem bet koreaníschen Satz\'’erbindungen 

、‘、--‘~
SH-T- 1“‘~、1“‘-
M 

SH-T-M ~‘-“‘~ HH-ST 
-e'-ST*- SH-T-M 
(QUJ 、~‘~--、-‘-、‘Ø-0 

SH-T-M* -
[KOOR] 

g • 0-[NR] 」、--、“ -~‘~“~‘ SH-
[T:ATTR] 

SH-T-0-
~、、~‘、‘、

2-장-
SH-0-0-0- 많랩갱~ [ADS] 
0-[KV) 

unobh , indir.kte Koord Nomìnali- Attrìbmioll ûdsen’ períphere Períphrase 
Satz Rede(B6) ‘B7) slenmg (B9) Ansζhl\1ß Anbilldllllg (B 12a) 
(B5) rB81 (BIO) (ß ll ’ Kompositioll 

(BI2b) 

22 독일어 분사， 부정사 구의 동사범주 축약 

목인어 동사형은 앞서 1.1에서 삼펴 본 바와 갇이 정형과 비정형으로 이분 

되어 있지만 문장 연결의 유형에 따른 동사범주의 실현을 설펴보면 이둡 정 

형성/비정형생의 구분 역사 동사범주의 제약과 점진적 축약으로 섣명될 수 

01 • L 
λλ-1 

B13에서 등위 접속된 두 문장은 각각 명령파 직설의 서로 다른 서법을 갖 

고 자신만의 화용적 가능 Illokutionskraft플 발휘함으로써 최대한 정형적이라 

할수있다. 

B13 Finitheit [PER:NUM:TEMP:MOD] 

Hau jetzt ab, und es ist alles 띠 Ordnung , (Bickel 1991: 43) 

그러나 정형의 동사라 하더라도 서볍의 해석.i'} 쓰임이l서 제q볼 갖기도 한 

다. B14 (a)외 잔이 관계 대명사첼은 헝상 사살적 faktisch얀 것으로 해석되 

봐 (b)에서 복적어 die Behautung과 등치 부가 Apposition된 브족어절에는 가 

정볍 I 삭 Ko매뻐ktiv 1 만이 나타나야 한다. 이처럼 종속절의 서법은 상위문 

에 의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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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4 eingeschränkte Finitheit [PER:NUM:TEMP:MOD*] 

a. Die Frau, die dich begrüßt hat, ist meine Schwester. 

b. Sie steUt die Behauptung auf, dass die Götter sterblich seien. 

B15에서 불 수 있듯이 정형동사가 나타나는 비현실적 가정문 irrealer 

Konditionalsatz의 경우에도 정형동사의 서법은 가정볍 2식 Konjunktiv II으로 

국한된다. 이때 종속 동사뿐 아니라 상위문 동사 역사 가정볍 2식이어야 하는 

정형성 제약이 나타난다. 가정문과 결고댄 사이에는 다른 부사첼들에 비해 높 

은 의미적 연관성과 상호 의존성이 있음을 반영한다 

B 15 eingeschränkte Finitheit [PER:NUM:TEMP:MOD*] 

Er wäre, wenn ich gerufen hätte, 밍eich hergekonnnen. (Bickel 1991 ’ 55) 

주변부 절에는 앞서 Bl에서 보았듯이 인칭， 수， 시제， 서볍이 모두 생략된 

비정형 동사구가 나타난다. 생략된 동사 범주들은 상위문의 동사범주에 의존 

하여， 상위 동사의 인칭과 수에 일치하며， 서볍은 항상 사실 Faktiv/Actual로 

제약되어 해석된다. 싱위문에 대한 상대적 시간관게는 서로 다른 비정형 동사 

형으로 표현된다. B16 (a)의 분사 1형은 종속 시건의 동시성 Gleichzeitigkeit 

파 더불어 미완료 Imperfektiv 그리고 상위문 주어외의 능동관계 Aktiv를 지 

시하고， (b)의 분사 2형은 종속 사건의 선행성 Vorzεitigkeit， 완료 Perfektiv 

그리고 수동관계 Passiv를 지시한다)2) (c)의 zu-부정사는 전지사 ohne 의 목 

적어로 나타나면서 잔치사의 의미가능에 의거하여 예시적 Prospektiv 서볍을 

가진다. (d)에서 순수 부정사구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Verbalnomina처럼 시 

제와 태에 중립작이며， 이때 주변부 절의 시제는 상위동사의 시제에 일치한 

다 13) 

12) 굴절어인 독일어 <1]정형 동사어| 나티나는 동사범주뜰， 즉 상대시제， 완료j비완료의 상 그 
리고 능동/수동의 태가 이처럼 묶음 Bundel으로 나타나논 것을 Bickel 1991은 수혐 

Konvergenz현상으료 성명 한다. 

13) B16(d)는 다른 비정형 동사구의 예둡과 달리 전혀 생산적이지 않고， 단지 상위문이 ha

ben 일 때에만 그 목적어플 술어적으로 수식하기 위해 나타난다. 이때 부정사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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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6 Infinite Formen bei peripheren Subordinationen: [TEMP*] 

a. Herbert (. .. ) ging, Qas Hemd mitsc비eifend‘ die Hosenträll:er 벼nll:en lassenlI, aufs Klo 

(MK1ιGB， 147) 

b. MX 12 n빼m 깨ed마 Fahrt a따， eskortiert von dem Sch빼b。이， das (...) 

(Lenz, Die Erz빼lung， 298) 

c. Er uberquerte die Str뻐e， 0,hne auf den Verkehr zu achten 

(Helbig & Buscha 1994, 659) 

d. Seit Anfang des Jahres hat sie wieder einen kJeinen F1ügel ~ Hause stehen. 

(Die Zeit 8/2002, 띠e neue E1ite (2) von Marc Brost) 

분사 2식이나 순수 부정사단 술어핵의 단계에서 상위문의 술어와 결합하여 

조동시- 복합구를 만듭고， 드붙셰 순수 부정사가 정형동사와 결합하여 복합동 

사 spazieren gehen, kennen lernen 등 만든다. 이 때 이 듬 비 정 형 동사의 동사 

범주는 완전히 생략되고 그 해석은 중립작이다. 지금까지 알펴본 독열어 동사 

에 나타만 동사범주의 싣현파 제약은 F5에서 보여주듯이 절 연결의 유형에 

따뜬 꽁사맨주의 전잔석 축약으로 정랴될 수 있다 

FS graduelle, Abbau cler Verbalkategorien bei deutschen Flexionen bz밍 Salzverbindungξn 
「←}‘←---

~-~~-~~.←‘-“--
PER:NU f\.’; ~•--. 
TEMP:MOD PER ’NlIM:TElv!P‘ MOD' TE“MP←、」→--‘~‘ ----jÞ 

{t’ unabhãngler S"tz ‘Ll Rel ‘Itivsatz(BI4a, aclsen애nzialer periphξr. ‘i, Periphr.se 
(ii) Reihung.' liil Komple-l'nentatio l1 

Anschluß Anbindung (ii) Komposαlon 
앤띤dinatl이1 <B131 ‘Bl4bl (B ’ )1 (BI6) 

3, 주변부 절의 기능영역 

비정형의 동시구는 주로 주변부 연결파 술어핵 연결에서 나타난다. 이제 

앞서 말한 주변부 절의 ’모호한 부사적 수삭 기능’을 극복하기 위해 가능영역 

흘 분석해 보Â}， 기능영역 분석은 상위 술어 수식의 기능 (3.1)과 상위 참여자 

쓴 부생시형 숨어쓴 항상 자서1윤 시시하든 동사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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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술어기능 (3.2)으로 구분되며， 상위 술어수식은 다시 상위 사건구조의 주 

변부 의미역 확장 (3. 1.1 )과 상위사건에 대한 진성 부사적 수식 (3. 1. 2)으로 구 

분된다. 

3.1. 술어 수식기능 

3.1.1. 상위 사건 구조에 새로운 참여자 도입 

먼저 한국어의 부동사가 이끄는 주변부 절은 상위문의 사건 구조에 새로운 

참여자를 도입하여 상위문의 사건구조를 확장하고 변경한다. 이때 도입되는 

참여자는 주변부 의미역들로서 수반자 Konkomitant 관제에 해당하는 동반자 

Begleitung, 도구 혹은 수단 Instrumental, 그리고 수혜자 Benefiziär 등이 이에 

해당한다.14) B17에서 보듯 부동사 구는 상위문 사건 구조에 (a) 인간 또는 

(b) 무생물의 동반자 의미역을 추가하는데， 동반자 의미역의 유정성 Empathie 

에 따라 다양한 동사들이 선택된c:l{아이를 데리피 소를 끌괴 책음 들고 등). 

B17 Konkomitant: (a) mensιhliche vs. (b) unb리ebte Begleittmg 

a 그는 어제 안의효펴뢰로 고궁을 둘러보았다 

ku-nun ecey ai-l띠 tayli-ko kokwung-띠 n빼epo-ass-ta 

3. SG-TOP gestem [Kind-AKK mitnehm-KV ‘ SEQl A1tpalast-AKK 

umschau-KMPL-DEKL 

"Er hat gestem mit dem “nd (lit ’ das Kind mitnehmend) den A1tpalast besichtigt." 

b 그는 어제 산짚긴효흐곤 고궁을 둘러보았다 

ku-nun ecey saci따i-삐 삐-ko kokwung-띠 W비때o-ass-ta 

3. SG-TOP gestem (Kamera-AKK trag-KV:SEQl A1tpalast-AKK 

umschau-KMPL-DEKL 

"Er hat gestem mit der Kamera (Iit.: die Kamera tragend) den AI뼈ast besichtigt." 

B18에서는 부동사 구가 상위문의 사건 구조에 도구역을 추가한다. (a)에서 

조작의 수단M때ipulationsmittel이， (b)에서는 이동의 수단 Transpoπmittel이 

예시되고 있다. 

14) 참여자의 관계， 특히 수반지- 판셰의 언어 유형학적 연구는 신용만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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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8 Instrumental: Manipulations- (a) vs. Transportmitte1 (b) 

a 이머지는 봐진효경;콕 호두를 깨셨다 

apeci-mm mangchi-l띠 kac-ko hotwu-l내 kkay-si-ess-ta 

Vater-TOP [Hammer-AKK hab-KV:SEQ 1 W외nuß-AKK knack-SH-KMPL-DEKL 

"Vater hat mit dem Hammer (lit ’ den Hammer habend) die Walnüsse 

zerknackt" 

b (나논) 긴즈팍단핀 겨우 도착한 그공에서 처음으로 쪽빛 바다를 보았습니다 

(na-mm) ... kicha-luJ tha-ko kyewu tochakha-n ku-kos-eyse 

I.SG-TOP [ [Zug-AKK besteig-KV:SEQ) mühsam ankomm-ATTR:ANT ) 

D3-Ort-LOK 

cheum-띠o ccokpis pata-lul po-ass-up-ni-ta. 

erstes.Mal-lNSTR indigoblau Meer-AKK seh-KMPL-HH-lND-DEKL 

"ln dem Ort, in dem ich mit dem Zug (lit.: den Zug besteigend) mühsam 

angekommen war, sah ich zum ersten Mal das indigoblaue Meer" 

(Kim, Abschiedsrede, 1) 

B19에서 타동사 위하다 릎 술어로 하는 부동사 구는 상위문의 사건 구조 

에 수혜자른 도입한다. 

B 19 Benefiziär 

」는 안의효쉰핸 선발을 샀다‘ 

ku-nuo ai-l내 써ha-e sinpal-ul sa-ss-ta 

lSG-TOP [Kind-AKK \ieb-KV:NEUT) Schuhe-AKK kauf-KMPL-DEKL 

"Er hat fur das Kind (= dem Kind zuliebe; lit: das Kind liebend) die Schuhe 

gekauft." 

이 밖에도 주변부적인 참여자의 예로는 육지를 향해 등의 지향점 ‘goal ’, 

등선을 따태 해상로찰 통해 등의 경로 ‘path’와 같은 방향 의미 역 

direktionale Rolle닫이 있다. 또한 B20 (a)에서 수동문에 나타나는 부동사 구 

강홀에 의해 는 싱위문 사간익 행위자를 주어가 아년 부가어 격으로 도입하 

며， (b)에서 부동사 구는 주제역 ‘theme'올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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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0. Agens uyha-e (a) sowie Theme tayha-e (b) 

a. 범인이 어제 경찰봐윈핸 잡혔다 
pemin-i ecey Kyengchal-ey uyha-e cap-hi-ess-ta 

Täter-NOM 양stem [Polizei-LOK beruh-KV] festnehm-PASS-KMPL-DEKL 

"Der T äter wurde gestem von der Polizei festgenonnnen." 

b 균모의 경제에 대해 설명하라‘ 

h뻐IO-uy ky없gcey-ey 빼a-e selmyengh-la 

[Größe-GEN Okonomie-LOK konfrontier-KV] erklär-IMP 

"Er삐äre über die Skaleneffekte (lit: mit der Skaleneff뼈e konfront뼈rend)!" 

한국어 예문들의 독일어 번역이 보여주듯 독일어의 경우 상위문에 새로운 

참여자달 도입하고자 할 때 격이나 잔치사가 시용된다. 따라서 비정형 동사구 

를 통한 상위 사건 구조의 확장의 예는 독일어에서 찾아볼 수 없디 

3.1.2. 상위 사건에 대한 진성 부사적 수식 

주변부 첼로 상위문에 결합된 비정형 동사구는 상위 사간의 시간 공간 또 

는 l:l]교와 목적 등을 구체화 spezifizieren함으로써 상위사건을 전통적 의미에 

서 부사적으로 수식한다. 우선 한국어의 경우 B21 에서와 같이 각각 (a) 공간 

적， (b) 시 간적 규정 이 부동사 구를 통해 상위 문에 부가된다. 

B21 lokal-situativ (a); temp야al (b) 

a‘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발굴지의 무덤들과 현대의 무덤이 공존하고 있다 

kiI hana-l띠 S없-ey twu-ko p외kw비ci-uy (…) 

[Straße 리ns-AKK Zwischemaum-LOK leg-KV:SEQ] Ausgrabwlgsort-GEN 

mwutemt내-kwa hyenday-uy mwutem-i kongconha-ko iss-ta 

Graben-KOM Gegenw없t-GEN Grab-NOM koe잉stier-KV sein-DEKL 

"Mit dem Abstand einer Straße (lit: eine Straße dazwischen liegend) 

koexistieren die Gräben vom Ausgrabwtgsort Wld die Gräben von der 

Gegenwart" (Kang, Die Treppe, 10) 

b 이머니의 도착에 맞춰 전화가 웅렸다 

emeni-uy tochak-ey matchwu-e cenhwa-ka 、M1ii-ess-ta

[Mutter-GEN Ankwtft-LOK pass-KV:NEUT] Telefon-NOM kling-KMPL-DEKL 

"Zu (dem Ze뼈뻐kt der) Ankwtft meiner Mutter (lit.: zur Ankwtft meiner 

Mutter passend) k1ang das Telef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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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22 에서늑 (a) 비교와 (b) 목적의 부동사 구를 찾아불 수 있다. 그런 

데 이 가능영역의 경우 부동사가 비해 와 위해 로 그 사용이 한정되어 있고， 

그밖에는 부사화 된 표현뜰 (무엿파 갇01， 달랴다딛깨 이 주로 사용된다. 

B22 komparativ (a); final (b) 

a 및후헐안~핵 이 돌들은 생생한 자료이다 

yet mwunhen-ey piha-e i to1tul-1D1 (…) sayngsaynghan c허YO-Ha 

[외t Literatur -LOK ver밍eich-KV:NEtJf] DI St잉ne-TOP lebenφg Dokl血ent-sein-DEKL

"1m Vergleich mit 외ter Literatur (Iit ‘ 뻐t a1ter Literatur ver밍ichen) sind 

diese Steine lebendige Dokwnente." (Hankyoreh 21, 493:77) 

b 그틀븐 ( ... ) 숭란휴윈핸 죽븐 것입니디 

Kutul-1D1 (. .. ) SID1빙i-l띠 써ha-e cwuk-1D1 ket-i-p-ni-ta 

3.PL-TOP [Sieg-AKK lieb-KV:NEUT] sterb-ATTR Ding-sein-HH-IND-DEKL 

"Sie waren fl삐삐 den Sieg gestorben" (Na, Hark 2, Kap.l4) 

후1→if어에서는 이라한 진정한 의 D] 익 부사석 기능영역이 부동사 구를 통해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는 반면” 목얼어에서는 분사 구문이나 부정사 구를 통한 

시간， 공간의 규정은 찾아본 수 없고， 이들 영역은 앞서 한국어 예문의 독열 

어 번역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전치사” 혹은 경우에 따라서 격을 통해 표현 

권다. 그，，]나 비교의 기능이 B23 (a)외 갇이 완료 분사 verglichen 가 이끄는 

분사구틀 통해 표현되가도 하께 목적의 가능은 (b)처럼 목적의 의 D]를 지년 

잔치사 um 에 내포뭔 zu-부정사구를 통해 상위문에 부가펀다. 

B23 komparativ (a); final (b) 

a. Ver마ichen mit geste1'11, 뼈le ich mich heute schon wesentlich besser 

(Konig 1990) 

b. Zwischenzeitlich hat Microsoft E-Mail-Dienstleister Hotrnail für 350 Millionen 

Dol1ar erworben, um seine lntemet-Aktivitäten zu stärk왜 

(C98/JAN.00009, CZ 08.011998 , S.2) 

3.2. 동반 술어 기능 

주변부 첼의 비정형 동사구논 상위문의 술어와는 관련 없이， 오직 상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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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나는 논항의 또 다른 술어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를 동반술어 

Ko-/Nebenprädikation 혹은 2차 술어 sekundäre Prädikation라고 한다. 동반술 

어의 기능영역은 주로 (1) 참여자가 상위문의 사건 (1차 술아)을 수행할 때 

밀접하게 동반하는 행위 Begleithandlung나 상태 Begleitumst때d， (2) 참여자 

의 자서1 Körperhaltung, (3) 의복 등 묻리적 상태 Bekleidungszustand 그리고 

(4) 감정적， 정신적 상태 emotionaler bzw. mentaler Zustand이다. 

우선 한국어의 부동사구와 독일어의 분사구들은 B24파 B25에서 불 수 있 

듯이 상위사건의 참여자가 상위사건을 수행할 때 동반하는 상래나 행위를 기 

술승운데 매우 생산적으로 쓰인다 

B24 Begleitumstand (a) vs. Begleithandl뻐g (b) 

a 버스가 멀진효낸띄 달렸다 

pes-ka menci-Iul nay-mye ta1i-ess-ta 

Bus-NOM [Staub-AKK erzel핑-KV:S뻐 lauf-KMPL-DEKL 

"Der Bus 미hr mit Staub (lit.’ Staub erzeugend)." (“m 1999’97) 

b 슈서 레오는 셔츠 속에다 손을 넣어 우언가를 끄집어내었디 

S}'\씨ke Leo-nun siechu sok-eyta son-ul neh-e 

Schugger Leo-TOP [Hemd Innen-LOK Hand-AKK einleg-KV ‘ NEUT) 

mwuenka-I띠 kkuαpenay-ess-ta (Chang 1, 399) 

irgendwas-AKK herauszieh-KMPL-DEKL 

.. zog Schugger Leo, in sein Hemd greifend, etwas hervor. (MKIILGB , 209)" 

B25 Begleithandlung im Aktiv (a); im Passiv (b) 

a. Trost sprechenQ benutzte Herr Fajngold die Gelegeuheit tì따 eine Pause, 

d뻐n das Graben setzte ihm zu (MKI/LGB ‘ 334) 

b. Von Dienerinnen gezoge!! bewegen sie sich auf리nander zu und entfemen sich 

wieder. (U95/JAN.01342) 

한국어의 부동사구는 B26처럼 상위문에 나타나는 참여자의 의복 상태나 

자세 등읍 동반 서술하기도 한다. 독띤어의 경우 상위문 참여자의 의복 싱 태 

는 분사구문이나 부정시구블 통해서가 아니라 주로 잔지사 m 이나 mit을 통 

해 표현된다. 자세나 위치를 동반 서술승}는 경우로는 B27(a)와 같은 현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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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구문의 쓰임흘 많이 찾을 수 있.:lL， 예외적으로 (b)처럼 stehen haben 파 

같은 부정사구의 예를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상위 참여자의 물리적 상태외 

관련된 완료푼사의 예는 B27(c)와 같다. 

B26 Kondition: Bekleidung (a); Körperhaltung (b) 

a 민수는 휠울효원고 교회에 갔다 

Minsu-nun 비-n 01-띠 ip-ko 매ohoy-ey ka-ss-Ia. 

M. -TOP [we버-ATTR Kleid-AKK anzieh-KV:SEQl Kirche-LOK geh-KMPL-DEKL 

"Minsu 밍ng in weißem Kleid (lil ‘ weißes Kleid angezogen) in die Kirche" 

b 수미는 빛만묘엑i윈 신문음 읽었다 

Swni-nun pangba없k -ey nup-e sirun뻐-띠 i1k-ess-ta 

S. -TOP [Boden-LOK lieg-KV:NEUf 1 Zeitung-AKK les-때PL-DEKL 

"Sruni hat Zeitung gelesen, auf dem Boden liegend." 

B27 Körperhaltung (a), (b); physischer Zustand (c) 

a. Vor seinem Sekretar steheng - wie Sisyphos am Fuß des Bergs - und 

S비ne Aufzeichnungen 써eder lesend, denkt er uber einen neuen Roman nach 

(R99/0KT. 82784) 

b. Seit Anfang des Jahres hat 잉e wieder einen kleinen Flugel zu Hause 안앨쁘 

(Die Zeit 8/2002, die neue Elite (2) von Marc Brost) 

c. der Bus rasle auf mich zu, vollbesetzt mit Schulkindem 

(Schultze-Berndt & Himm리m때n 200 1: 51) 

이때 COSMAS 1I에서 자세에 관련된 술어의 사용빈도를 볼 때 자동사의 

사용이 압도적이디. 임례로 stehend 의 예가 4 533번 나타달 때 stellend 는 

겨우 414번 나다나며 대부분 동반행위룹 기술하거나 zlifrieden stellend 라는 

숙어료서 부사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자세의 기능영역에서 독일어 분사 구 

문이 참여자 행위의 동작생 보다는 상태성의 기술을 선호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주변젤로 연결된 한국어 부동사구와 독일어의 분사구는 상위문 참 

여자의 김정 혹은 정신 상태를 서술한다. 이때 비정형으로 나타나는 술어들은 

두 언어 모두 감정동사 verba affektiva 이거나 한국어의 경우 B28 (b)처럼 선 

리싱태 흑은 인서상태륜 지사하는 논항플 갖는 부동사구 (슬폼에 빠져， 시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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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장져 의쇠l을 앓.il/찾아 등)를 많이 볼 수 있다. 

B28 emotionaler bzw. mentalεr Zustand 

a. 그녀는 갑작스런 전화소리에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klUlye-nlUl kapcaksule-n cenhwasoli-ey nol-a 

lSG.F.-TOP [plötzlich-ATTR T리efo때lingel-LOK sich.erschreck-KV:NEUT] 

na-l띠 chetapo-ass-ta 

l.SG-AKK anschau-KMPL-DEKL 

"Sie, vom plöt깅ichen K1ingeln des Telefons erschrocken, sζhaute mich an" 

b 민수는 및낸쇠윷」갖고 동작을 반L복하였다 

Minsu-nlUl innay잉m-버 kac-ko tongcak-띠 panpokha-ess-ta 

M. -TOP [Geduld-AKK hab-KV:SEQ] Bewegung-AKK wiederhol-KMPL-DEKL 

"Minsu hat mit G때띠d (lit: Ged띠d habe빼) die Bewe망mg 깨ederholt" 

독일어의 경우 이 가능영역의 예가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B29에 

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이 가능영역의 분사구는 극단적인 축소형태로 아무런 

논항이나 보충어를 갖지 않고 분사 홀로 나타난다 이는 이둡 분사들이 동사 

의 관계작 relational 특성을 잃고 이마 감정상태랄 지시하는 형용사 또는 부 

사로 품사가 전환됐음을 가늠케 한다. 실제로 B29(a)는 분사형으로 사용되면 

서 동사 본래의 행위/사컨의 의미가 감정 상태의 의미로 전용되고 있다. 이 

기능영역의 분사들은 이미 시전에 형용사 또는 부사로 등재되어 있기도 하다 

(erschreckend, uberraschend, begeisternd, entschlossen, betroffen). 

B29 Kondition: Emotion (a) bzw. Mentalzustand (b) 

a. Er lachelt milde 뻐d gewinnend in die RlUlde der zehn 

Halbwüchsigen (R99깨때R19685) 

b. die Maus wehrt sich verzweifelt gegen die Katze (Renz 1993:29) 

이처럼 비정형 동사구의 가능영역 분석을 통해 앞서 전통적인 문제점으로 

셰시되었던 비정형 동사구의 모호한 의미관계가 (1)상위 사건구조의 의미역 

확장， (2) 상위사건에 대한 진성 부사적 수식 그리고 (3) 상위 참여자에 대한 

동반 술어가능으로 구분되었다 이때 앞의 두 의미관계가 상위문의 술어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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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는 사건에 연관 Situationsrelavanz 되어 있다면， 마지막 의미관계는 상위 

분의 참여자에 연관 Personemelevanz 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T2파 같다. 

12 Funkt띠nen der IIltin;tell Kon5tnlkt;onen aufder pe l'l pheren Verb;ndungsebene 

Typell Von Funktìonen I f.뼈 Ko야reξ"ni5ch Deutsch 

Rele、 anz zur f ErgänzlIng Konkomital“ + 
Sìtuation eLlles 

Instrum~ntal peripheren + 

Partizipanten Benefiziär + 

Dirεktíonalrolle (‘ pa t!tigoar, + 

I Agen' ín Obliq + 

lokation + 

Zeít + 

Komparation + + 

IF’” + + 

+ 
Person 

) zel1tralen BegIelthandlun + + 
Partìzipanten 
der üb~rgeord. ~örperl.lalt~lg bzw. + + 
Situat‘。n physischer Zustand | | eli1。1lO1빼w. menral + 十

Kondítion 

4 결론 

우라는 2장에서 독일어와 한국어의 비정형 동사를 절 연결이라는 통사 조 

작에 호응하는 동사범주의 축약현상으로 설명하였다. 절 연결에 의한 종속생 

이 클수록 동사범주는 높은 정도로 축약되는디1 ， 이때 교착 구조인 한국어가 

매우 단계작 축약 (F4)이라면” 굴섣 구조를 갖는 독일어는 정형과 비정형이 

이분되어 었으나 농사범주의 제약방식을 통해 상이한 축약 단계 (F5)로 파악 

될 수 있었다. 

3 장에서는 비정행 구문듬인 독엘아의 분새부정시구와 한국어의 부동사구 

가 주변부 젤토 싱위문에 연견휠 때 "'1시하는 가능영역을 삼펴보았다. T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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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두 언어의 기능영역 분포가 말하듯 한국어의 비정형 주변부 절은 상위문 

의 술어가 지시하는 사건과의 연관성과 상위문 참여자와의 연관성을 모두 갖 

는다. 그와 탈리 독일어의 비정형 주변부 절은 상위문 참여자와의 연관성이 

주요하다. 

그렇다면 먼지l 독일어 비정형 동사구의 뚜렷한 참여자 연관성은 무엇음 의 

미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참여자 연관성을 근거로 여러 인도 유럽어의 분사 

및 부-정사구가 보여주는 (다른 언어들의 비정형 동사들의 부사적 흑은 명사 

적 가능파 달려) 명사 (참여재 수식의 관형적 가능을 설명할 수 였다. 예를 

들어 B27 (c)와 같이 주변부 절로 종속된 분사구는 상위 참여자에 연관되어 

참여자 Bus의 상태를 지시하는 동반술어로 가능한다 이때 분사구가 B30 (a) 

처텀 명사구 바로 뒤에 위치하면 관형어처럼 선행 명사를 후지 한정 

postnominale Restriktion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 처 럼 한정 적 명사수 

식의 의미를 갖는 분사구는 명시에 선행하는 다른 수식어들과 마찬가지로 (b) 

처펌 선행 명사한정 pränominale Restriktion까지 허용되어 쓰인다 이라한 뚜 

렷한 참여자 연관성은 또한 B29에서 보았듯이 독일어의 많은 분사형 들이 숲 

어작 흑은 관형적으로 기능하는 형용사로 어휘화 Lexikal isierung 하는 경향을 

설냉해 준다. 

B30 Attribut: postnominal (a); pränominal (b) 

a. Pünktlich um 13 uhr starteten ψei große Büsse, YQ11 besetzt mit 

erwarttmgsvollen Mitarbeite!:!!, in Richttmg LÜIleburger Heide 

(MK2/ZHA.OOOOO) 

b. deine stets um dein Wohl bemiihte Ema (Faucher 1994: 11) 

이와 달리 한국어의 부동사 구는 3.1.1 에서 보았듯， 참여자 구조의 확장에 

기여함으로써 다른 언어에서 격 체계 Kasussystem 나 전치사 혹은 후치사 

Adposition 등의 문법적 수단을 대선한다 중요한 점은 이라한 “동사적 전략 

Verbalstrategie"15) 이 한국어 부가어격 체계의 결함을 보완한다는 사실이다. 

15) Hehnbrecht 20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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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룹 들어 유정의 병사 아이 는 동반자격 -와 로 표현될 수 있으나 무정의 명 

사 샤전71 는 동반자격으로 표현될 수 없다 (아이와 고궁올 둘러보다 vs. * 샤 

진71와 고궁읍 둘러보대. 부동사 f는 이처럼 논항익 유정성에 따른 부가어 

격의 문볍적 제약을 보완하는 매우 유효한 수단이다. 

이 밖에도 동반 상태 흑은 동반 행위릎 지시하는 한국어 부동사 구의 가능 

영역은 풍부한 복합 동사륜 가진 한국어 어휘부의 특정올 섣명해 줄 수 있다. 

동시성과 논항 공유가 전제될 때 동반관계의 두 술어는 핵 연결을 통해 두 

가지 양태틀 가진 하나의 시 간올 지시하는 복합 술이 (고71휠 구외띄다 주-먹 

을 주고받다 냉가로 흘러들냐 등)가 된다. 독연어의 경우 동사의 병렬에 따 

른 이와 같은 복합 술어는 spazieren gehen, kennen lernen, sitzen bleiben 등 

그 예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대비되는 현상은 한국어익 비정형 동 

사가 사건수식의 뚜렷한 경향을 보이며 궁극적으로 싱위문의 동사구에 종속 

적으로 통합되단 반면， 독엘어는 참여자 수식에 지중하여 상위문의 명사구에 

더 단 관련생활 갖단다고 설명할 수 있디. 

Abkürzung 

1. Person KONZ K안nzessl、-

2 2. Person KOOR Koordinatol 
j、 J. Person KV Konverbal 
ABL .... blati、 LOK Lokati、
ADS .... dsentenzial IvlOD Mα:lus 
AKK Akkusatiν NElπ Ne‘IIr31 
ALL Alla‘ l、 NO l\1 Nominativ 
ANT ，아Ilter ‘01‘ NR Nominalisatol 
ASP Aspekt NlIM Nu…Hlle야nlS 
ATTR 커ttributor PER Persoll 
D3 3. Persoll Demollstrafivum PO‘T Posteríor 
DAT Dati、 PRS l\I PrãslImtiv 
DEKL Deklarafi、 QU QlIotati、
EXKL Exklamativ RETR Retrospekti、

F Fòmillillllm SEQ Sequelltiell 
GEN ι:;enitjν SG Singulal' 

HH Hõrer.Honorifik SH s‘Ibjekt-Honorifik 
lND Indikati、 SI l\1 silllllhan 
lNF Illfiniti‘ ST Satztyp 
lNSTR In이nrmental TA Tempus.'Aspekμ;t 

INT Interl'ogati、 TEtvl Tempus 
KOlvl Knmi‘3flν TOP Topik 
KMPL K이nple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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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quelle 

-Koreal뼈nisch 

C뼈118， Yangcheolbuk 1/2, Seite Gü.nter Grass 1999. Yangcbeolbuk 2 Bde. [Die 
Blechtrommel). Übel'l!etzung von Cbang, Hui-Chang. 
Seo띠:Minumsa. 

Kang, Die Tr，뺑e， S，검te Kans, Seok-Kyoung 1999. Nay 뼈-uy kiphun kyetan 
[Die tief농 Tr빼pe inmir]. se아피:C뼈ngbi. 

Ha, Die Fahne, Seite Ha, Seong-Lan 1999. Ki tpal [Die Fahne]. 
Munhakdon맹ey 1999 Sommerheft, E때삐ung. 
Intemetvel'liion. 

Sbin, Der Erdbeerfeld, Seile Shin, Kyoung-Sook 1999. Ttalkipat [Der Er빼>e앙f머d]. 
Munhakdon멜 1999Sαnmemeft， Eπähl뻐.g. 

Intemetvel'liion. 
Kim, Díe Abschiedsr빼e， Seite Kim, Y∞n-Sik 200 1. Thoíimk.íny，얹1 kopyelkan없'en 

[Die Abschíedsr영e zum Diens~1뼈I힐iumam 11.09.2001 , 
Seoul-National-Ui미versity.). ms: 11 Sei않. 

Na, 2001 Nκ Mín~뼈e 2001. Hark 2. S∞띠: Cheongeraαn 
Cho, 2002 Cho, Yeon-Kyoung 2002. Emrr뻐kak없Jil띠 tulmyeon 

aiuy seongceoki sswu1<sswuk olunta [w뻐n die Mutter 
Scheæ nimmt, steígt die Leistung des Kindes merkbar) 
Seoul: Sam-Jin. 

Hankyo빼I，n.빼빼mf!1' 뻐n양oreh21 (Wochenzeitschrift), 2002-2004 
Pressian Datum, 1ìtel 짧 Artikels Press뻐n (Intemet-Tageszeitung) 2004 

-I)l'utsc h: K“rp‘’ l 써 ‘ks Institut‘ fii J' I) l.ul、l'he Sprache I\Jannl\l'im (('0、1\ 1.‘s 11) 

Mannheimer KOl'puS 1 & 2 (-MK 1/2) 
Frankful1er Rundsιhau (-FRR) im Jahr 1997-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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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뻐g> 

Eine kontrastive Untersuchung zu den deutschen 

und koreanischen infiniten Konstruktionen 

bezüglich der Reduktion von Verbalkategorien 

und der funktionalen Domänen 

Su-Rin Ryu (Seoul National Uni)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eine kontrastive Untersuchung zu den 

deutschen und koreanischen infmiten Konstruktionen in zweìerlei Hinsicht 

뻐temommen: fonnale Eigenschaft der Infmitheit und funktionale Domäne 

von infmiten Konstruktionen. ln der fonnalen Analyse wird davon 

ausgegangen, dass die dichotomische Unterscheidung ‘F initheit' vs. 

‘Infmitheit' anhand von indoeuropäischen Verbformen übereinzelsprach1ich 

nicht verwendbar ist. Die deutschen Partizipien und die koreanischen 

Konverben werden zuerst aus der typologischen Perspektive voneinander und 

von den verschiedenen infmiten Verbfonnen (z.B. participles, coverbs, medial 

verbs, gerund u.a.) unterschieden. Dann werden die infmiten Verbfonnen im 

Zusammenhang mit den unterschiedlichen Satzverbindungen als Resultat des 

graduellen Reduktionsprozesses von Verbalkategorien behandelt. Dabei werden 

die Satzverbindungen im Ra1nnen der funktionalen Grammatik in Reìhung, 
Koordination, adsentenzialen 뻐schluß (=adverbiale Subordination mit fmitem 

Verb), p려phere Anbindung (=freien A이unkt mit infmitem Verb), 

Komplementation, Attribution und Komposition klassifiziert 

1m Koreanischen zeigt sich der R，εduktionsprozess so graduell, dass die 

agglutinierende Struktur von Verbalmorphologie von hinten nach vome 



240 리
 

]스
 

l 

E 
f ” 

stufenweise reduziert wird. In der Finalform des unabhängigen Satzes können 

5 grammatische Slot für Verbalsuffixe vollständig erfü1lt werden (z.B. 

ka-si-ess-keyss-upni-ta [Vst-SH-TA-MD-HH-MOD]). Bei der Koordination 

sind die Kategorien Modus (MOD) und Hörerhonorifik (HH) nicht zu 

realisieren (z.B. ka-si-ess-keyss-ko [Vst-SH-TA-MD-0-이)， aber in d응r 

adsentenzialen Verbindungsform wird weiter die Kategorie Modal (MD) 

reduziert (z .. B. ka-si-ess-eto [Vst-SH-TA-α-θ-α]). In der peripheren 

Verbindungsform 때t Konverb wird dann die Kategorie Tempus/Aspekt (z.B. 

ka-si-mye [Vst-SH-α-θ-0-찌) 뻐d zum Schluss in der Komplexform bis in 

die Kategorie Subjekthonorifik (SH) reduziert (z.B. ssa-ko-tol-ta 

[Vst-θ-θ-0-α-θ]- ... ). 

1m Deutschen, der t1ektierenden Sprache, beobachtet man keine 

stufenwlεise Reduktion wie im Koreanischen, sondem eher eine Reduktion, in 

der die bestimmte Kategorie bezüglich der Satzverbindungsart eingeschränkt 

wird. Das fmite Verb des unabhängigen Satzes sowie bei der Koordination 

wird in Hinsicht auf alle 4 Verbalkategorien t1ektiert (z.B. Hau jetzt ab, und 

es ist alles in Ordnung. [PER:NUM:TEMP:MOD]). Abζr die Moduskategorie 

wird einerseits im Relativsatz sowie im adverbialen Ansc삐Uß nicht 

hypothetisch interpretiert, sondem immer auf ’Faktisch’ eingeschränkt (z.B. 

Die Frau, die dich be맹ißt hat, ist me뼈 Schwester. 

[PER:NUM:TEMP:MOD*]). 따ldererseits wird der Modus imπealen 

Konditionalsatz auf Koniunktiv 11 뻐d im Komplementsatz mit Verben wie 

sagen, behaupten, vermuten u.a. auf Konjunktiv 1 eingeschränkt (z.B. Er 

wäre, wenn ich gerufen hätte, gleich hergekommen. 

[PER:NUM:TEMP:MOD*]). Die Verbformen bei peripherer Anbindung sind 

insoweit infmit, dass sie in Hinsicht auf PERSON, NUMERUS nicht t1ektiert 

werden. Die infmiten Verbformen 뻐terscheiden sich voneinander angesichts 

des Bündels von eingeschränkten Verbalkategorien. Das Partizip 1 wird als 

Bündel von Kategorien ’Gleichzeitigkeit’, ’Imperfektiv’ und ’Aktiv’ (z.B. 

Herbert ging, das Hemd mitschleifend, aufs Klo.), das Partizip 11 als Bün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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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 Kategorien ’Vorzeitigkeit’, ’Perfektiv’ 뻐d ’Passiv’ (z.B. MX12 n뼈n 

‘Nieder Fahrt auf, eskotiert von dem Schnellboot.) behandelt. Zum Sc삐Uß 

fmdet man in der auxiliaren Periphrase und im Komplexverb ein reines 

Infmitiv, das hinsichtlich ganzer Verbalkategorien neutralisiert ist. In der 

Weise wird ein gradueller Abbau von Verbalkategorien im Deutschen 

festgestellt. Dazu 배rd in den beiden Sprachen verifiziert: je tiefer ein Satz 

in einem anderen Satz subordiniert wird, desto mehr Verbalkategorien werden 

eingeschränkt bzw. reduziert. 

In funktionaler Hinsicht werden die funktionalen Domänen von 

Partizipialkonstruktion und Konverbalkonstruktion verglichen. Die 

Partizipialkonstruktionen dienen zur Koprädikation von dem Partizipanten der 

übergeordneten Situation: Sie fùgen z.B. Begleithandlung, Körperhaltung, 

emotionalenJphysischen Zustand usw. hinzu (z.B. Trost sprechend benutzte er 

die Gelegenheit....). Die Konverbalkonstruktionen fùhren hingegen in der 

übergeordneten Situation einen neuen Partizipanten wie Konkomitant, 
Benefiziär, Lokativrolle usw. ein (z.B. ai-lul tayli-ko sanchaykhata "mit dem 

Kind spazieren"), sodass die Partizipantenstruktur der übergeordneten 

Situation εrweitert bzw. modifiziεrt wird. Aus diesem Unterschied der 

funktionalen Domänεn folgt dεr Sc삐uss， dass diε Partizipialkonstruktion des 

Deutschen stark fùr Personen rεlevant ist, und dass die Konverbalkonstruktion 

des Koreanischen mehr situationrelevant fungiert. Die Personenrelevanz kann 

den Nominalbezug (=attributive Verwendung) von Partizipien in 

indoeuropäischen Sprachen klären, und die Situationsrelevanz er1äutert die 

Verbalstrategie im Koreanischen, wodurch eine Lücke von Obliquekasus wie 

Komitativ, Allativ, Benefaktiv, Instrumental usw. geschlossen 뻐rd (z.B. 

*sacinki-wa vs. sacinki-lul kaci-ko "mit der Kam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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