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어 파생조어의 Aspekt 연쿠 

- -ung 조어를 중섬으로 

신 수 

I 

ζ요 
。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현대 독일어의 조어중 조어 어미 -ung에 의한 파생조어가 내포하 

고 있는 Aspekt문제 를 몬테규 문법이론으로 기술하려는 데에 있다. 이미 E. Mater의 

‘ Rückläufìges Worterbuch" (1965) 에 는 9， 000개 이 상의 -ung조어 가 기 록되 어 있 기 때 문에 

독일어의 다른 어떤 조어 어미에 의한 파생조어 유도보다도 -ung에 의한 조어는 가장 활성 

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어이론이 통사이론과는 달리 조어규칙으로 기울 불가능한 

많은 조어현상도 연구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치만， 본 논문에서는 독일어의 -ung조어 가운데 

조어규칙으로 기술 가능한 조어 (즉 motivierte Bildungen) 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고 다음 

과 같은 어휘화된 조어의 예는 취급하지 않기로 한다 

( 1) (a) Bescheinung, Erfrischung, Kleidung , Packung , Verpackung , Zündung usw. 

(Gegenstand oder Sachbezeichnung) 

(b) Abteilung, Bedienung, Regierung, Vereinigung, Vermittlung , Verwaltung usw. 

(Kollektivum auf Personengruppen) 

(c) Sitzung, Vorstellung, Anschauung usw. 

( la-c) 에 주어진 예들은 -ung조어의 의미를 어간과 조어 어마 -ung으로 부터 추출할수 없 

는 즉 어휘화된 조어이다. 따라서 이들은 본 논문에서는 조어이론에 의한 연구대상으로 부 

터 제외하고 하나의 고정된 어휘로서 사전에 수록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한다. 조어를 조어 

이론으로 기솔하기 위해서는 조어 전체의 의미가 조어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의 의미로 부 

터 추출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휘화된 조어와 조어규칙으로 기술 가능한 조에를 상호 

구분하는 착엽과， 규칙 적 인 조어 현상에 대한 일반화된 이론을 제시하려고 하는 노력이 종 

래의 조어론 연구에서 계속되어 왔다. 예를 들어 다음의 합성어들은 각각 조어규칙으로 기 

술 가능한 초어와 어휘화 과청에 놓여 있는 조어 및 어휘화된 초어 를 냐다내 주고 있다 

(2) (a) Diskussionsbeitrag \ 

Morgenhimmel •-(b) Großmutter -(c) Augenblick 

Jahresdurchschnitt r 

Groβstadt 

1 Fleischer (1969); s. 155ff. 자료참조 ; Naumann (1972) ; S.90ff. 
2 Fleischer (1969) ; 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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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a) 에 제시된 합성어들의 의미는 이들 합성어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들의 의미로 부터 유도 

해 낼 수 있기 때 문에 조어규칙으로 기 술 가능한 조어들이다. 예를 들어 Morgenhimmel의 

의 미 는 Morgen의 의 미 와 Himmel의 의 미 합성 으로 유도될 수 있 다. 그러 나 (2b)의 Groß

mutter는 비 록 Mutter의 의미는 갖고 있지와 groß의 의미는 갖고 있지 않기 때 문에 이런 

종류의 조어를 기숭하기 위한 조어규칙을 설정하기에는 어려 움이 뒤따르게 되고， (2c) 의 

Augenblick의 의 미 는 Augen의 의 미 나 Blick의 의 미 와는 모두 관계 가 없기 때 문에 이 런 종 

류의 조어는 조어규칙으로 기술할 것 이 아니라 하나의 고정된 의미를 갖는 어휘로서 사전 

에 수록되 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조어 어미 -ung에 

의한 파생조어의 유도과정과 의미기솔은 (la-c) 에 나열된 종류의 어휘화된 조어를 제외한 

즉 조어규칙으로 유도과정을 기술할 수 있는 활성적인 조어와 같은 - ung 파생조어에만 한 

정하려고 한다. 독일어 의 ‘ 비 분리 전철 (untrennbare Präfixe) 과 결합된 독일어의 조어 어미 

-ung에 의한 파생조어는 전통문법에서 동사를 그대로 명사화(Nomina actionis) 하여 행동이 

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 나 조어 어미 -ung이 모든 독일어 

의 동사와 결합하면 행위나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명시-조어가 항상 유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ung조어 를 유도하는 데에 있어서는 독일어 동사가 나타내는 양상에 따라 유도제 

약 (Ableitungsbeschränkung) 을 받게 된다. 다음- 동사플로 부터는 전혀 ung조어 의 유도가 

불 가능하다 

(3) (a) Zustandsverb (상태 동사) : leben수용Lebung， lieben추용Liebung ， hassen추*Hassung ， 

haben=정Habung， besitzen:하Besitzung ， glauben:학Glaubung ， sehen:영Sehung ， 

hören=?*Hörung, riechen=?용Riechung ， schmecken=?용Schmeckung usw. 

sitzen:캄Sitzung (Sitzung: lexikalisiert) , stehen:성Stehung， liegen :캄Liegung 

usw. 

(b) Tätigkeitsverb (동작동사) : gehen수훌Gehung， laufen=?*Laufung, fahren=?*Fah

rung , rennen=?용Rennung ， schwimmen=?*Schwimmung , '" 

rollen:정Rollung ， beben:정Bebung， regnen:정Regnung ， schneien:용Schneiung ， 

donnern:영Donnerung ， weinen:용Weinung ， lachen:하Lachung ， sprechen:용Spre

chung, tasten수*Tastung ， fü hlen추Fühlung ， riechen수*Riechun g ， schmecken=? 

융Schmeckung 

(c) Punktuelles Verb (순간적 성 취 동시.) : finden=?*Findung, beginnen=?*Beginnung, 
starten:성Startung ， aufhören=?용Aufhörung ， anfangen:정Anfangung ， ve r1 ieren=? 

Verlierung, vergessen =?용Vergessung ， sterben킹융Sterbung ， aufwachen=?용Aufwa

chung 

Mater의 샤전에 수록펀 -ung조어 가운데는 전철동사 (전철 be- , ver- , ent- , er- , zer 와 결 

합되는 동사)로 부터 유도된 조어 와 피 생 접두어 (an , ab, auf , um , ein 등)와 결함되는 동 

사로 부터 유도된 조어들이 llj 교적 규칙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 

안 전철동사로 부터 유도된 조어만을 연구대상으로 한청하고 몬테규 문법 이 론에 근거하여 

3 Brinkmann (1971), S. 30ft.; Erben (1 972) , S.124ff.; Grebe (1966) , S.379f. 
‘ 동사의 Aspekt에 관한 분류이 흔은 Dow ty (1979) 에 근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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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동사로 부터 파생어미 -ung에 의해 유도된 병사화 초어 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철통사의 유도와 의미기술이 선행되어야 한다. 전철동사의 유도를 구체적으로 정형화하 

기 위하여 ver- \Terben , ent- \Terben , er- \Terben, zer- \Terben 등 전철동사의 유도과정을 어 

휘규칙을 가지고 기 술하고 이들의 의비를 내포논리어로 인역하여 나타내 보자. 

2.1. \Ter- \Terben 

전철 ver-는 명사， 형용사， 동사에 속하는 표현과 결합하여 동시-플 유도하게 한다. 먼저 

전철 ver-가 명사에 속하는 표현과 결합하여 자동사에 속하는 표현을 유도하는 과청과 의 

미 벤역을 온태규이 흔으로 기술하연 다음괴 같다 

2.1.1. (Sw- l) wenn αePCN ， dann FWl (a )EP1V, wobei FWl(a)=ver"'a "'(e) n 

(T W - 1) wenn a in die Sprache der intensionalen Logik als α， übersetzt wird, dann 

wird FWI Ca ) übersetzt : Àx[KOMM- DAZU[a' (x) J] 

어휘규칙 (SW-l)는 독일어의 보통명사에 속하는 표현 a가 통사조작 FWl에 의해 자동사에 

속하는 표현으로 유도되고 형태적으로는 ver"'a'" (e) n과 같이 변화는 과정을 냐타내 주고 

있으며， 번역규칙 (TW-l )은 만일 보통명사에 속하는 표현 a가 내포논리어의 a'으로 번역되 

면 동사조작 FWl에 의해 자동사로 유도된 표현은 내포논리어 Àx[KOMM-DAZU[a' (x)JJ 

(a가 되어 가고 있는 개체들의 집합)의 번역을 얻게 된다. 구체적으로 (SW- l)과 (TW-I)이 

적용되는 독일어의 예문을 들어 보자-

(4) Die __ ~~~~ ______ vernarb~t 

/~、\“ 3:y[Vx [Wunde' (x) •• x=yJ ^KOMM- DAZU [Narbe' (y) JJ 
/ ←、‘

/ --~ 

/ ----------.. 

die Wunde vernarb-

/\뱃T I \T \ ÀQ3:y[Vx[Wunde' (x) I Àx [KOMM- DAZU[Narbe' (x) JJ 
\\ •• x=yJ^Q (y} J 

/ \ l 
die Wunde Narbe 
--T /CN CN --CN 

ÀPÀQ3:y[Vx[P {x} •• x=yJ ^Q {y} ] 

예문 (4) 와 같이 (SW- l ) 과 (T W- 1) 의 적용을 받아 유도되는 유형 외 동사들로는 다음과 같 

은 것들이 있다. 

(5) verkohlen , verdampfen, vereisen, vergletschern , versumpfcn, versanden , verschlam

men , verrauchen usw. 

어휘규칙 (Sw- l)의 적용을 받아 유도되어 동사들 중에는 二L 의 미가 (TW_ 1)의 내포논리어 

번역으로 포착되지 않는 예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전철동시들의 예와 이들이 나타 

내는 의미를 합당한 내포논리아 번역으로 나타내 보지 

5 ver-Verben의 자간-는 Storch (1978); Zifonun (1 973) 잔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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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verbauern, verspièßern , verstädtern, vertieren usw. 

(T W-l ' ) Æx3z[a' (z)^KOMM-DAZU [AHNLICH (x, z)JJ 

(7) verdrecken, verkrusten , verlausen , verrosten , verschimmeln, verschmutzen, verstau ‘ 

ben, verunkrauten usw. 

(TW-l" ) Æx3z[a' (z)^KOMM- DAZU[VERSEHEN MIT (x, z)JJ 

2.1.2. (SW- 2) wenn aεPCN ， dann FWj (a ) EPTV, wobei FWj (α) = ver r---a""' (e) n 

(T W-2) wenn a in a ' übersetzt wird , dann wird FWj (a ) übersetzt: Æ:tÆX:t (y3P3z 

[a' (z) ̂ P (x) BEWIRKEN[KOMM- DAZU[a' (y) JJ) 

어휘규칙 (SW-2)는 독일어의 보통영사에 속하는 표현 a가 통사조작 FWj에 의해 타통사에 

속하는 표현으로 유도되고 형태적으로는 ver r---a " (e) n과 같이 변하는 과정을 나타내 주고 

있으며， 번역규칙 (TW-2)는 이와 같이 타동사로 유도된 표현이 갖게 되는 내포논리어의 

의미번역을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SW-2)와 (TW-2)가 적용되는 독일어의 예문을 제 

시하연 다음과 같다. 

(8) Jemand vc l'Íl1mt den RomaI.! t 

/ \\ 3y [V x [Roman' (x) ‘• x= yJ^ 3P끄 z [Film이z) ̂  P (xul BEwnU\EN 

/ \\ [KOMM- DAZU [Film' (y)JJJJ 

&쁘면T Y. U6lII1cn dcn 효쩍뜨lV 

ÀPP(x ol // \，1'1라 [Vx [Roman' (x ) ←>X= Y J λ :::rP::I z [Film' (z) ^ P lu) 

/ 냥)EWIRKEN [KOM1 '1 -DAZU[Film' (y) JJJJ 

떡따뜨ánTV 、 den RomanT 

|λ씬 u‘t (엽P3z [Fil ;n ' (z) /\ P{aj JP파 [V x [Roman' (x) ‘• x=-,yJ^ P {y) J 

E핀' CN ~~ ~I，~~XN. I<5J.1.1，~''Í 
ηA 7. 1J [ Fjlm' (y) .J J) 1 

예문 (8) 과 같이 (SW-2) 와 (TW-2)의 적용을 받아 유도되는 유형의 동사들로는 다음과 같 

은 것들이 있다. 

(9) verbuttern, vergasen, verschrotten, verschroten, verpulvern usw ‘ 

다음의 동사들은 어휘규칙 (SW-2) 에 의해 유도되지만 그 의마가 (TW-2) 에 제시된 내포논 

리어의 번역을 나타내지는 않고 오히려 (TW-2' ) 과 같은 의미번역을 나타내 준다. 

(10) verbolzen, vergipsen, verhaken , verkleistern, vernageln , verleimen , vermorteln, 

verspunderμ verstöpseln usw. 

(TW- 2' ) 재Æx:t {y3P3z[a' (z)^P{x)BEWIRKEN [GESCHLOSSEN-DURCHvBEFES

TIGT- MIT (y, z)JJ ) 

지금까지는 영시-에 속하는 표현이 FWj에 의해 각각 전철 ver-를 가진 자동사니 티동사로 

유도될 때 ， 이 들 동사들이 나타내는 의미에는 사건의 진행 휴은 행위의 수행이나 작위의 

의 미 요소로서 KOMM-DAZU‘ BEWIRKEN등이 내 포되 어 있 다는 사실 윤 알게 되 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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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3. CS"'-3) wenn ß~PAdi ， dann FWl얘) ~PIV ， wobei Fw1 Cß) =ver """'ß" (e) n 

(TW- 3) wenn ß in ß' übersetzt wird, dann wird FW1 (ß) übersetzt: Àx[KOMM-

DAZU[ß'(x) JJ 

어휘규칙 (SW- 3 )는 형용사에 속하는 표현 껴가 FWl에 의해 자동사에 속하는 표현으로 유도 

되고 또 형태적으로 ver"""'ß"' (e) n으로 바뀌게 되논 과정을 기술하고 있으며 번역규칙 (T W-

3 )는 이와 같이 자동사로 유도된 표현이 갖는 내포논리어의 번역을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 

으로 (SW-3) 와 (TW-3) 가 적용되는 독일어의 예문을 제시하띤 다음과 같다 

(11 ) di c 川η n ~; (' Jlcn v c rζrmC l1. 

/\"-Yx[Mcnschen'써→KOMM 
did Mcnscllc n r<、 、verarm e: n
’~"~" '==T -----，--느~IV 

M .. Dl\ZU[arm' (x) JJ 

/ \:P{X} ] | 
마ξT/CN 띤띤뜨쁘므CN 프다낀Adj 
ÀQÆPVX [Q [x) • P (x) J 

예문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W-3) 와 (TW-3) 가 적용되어 유도되는 유형의 동사 

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2) vereinsamen, verarmen, verfaulen, versauern usw. 

2.1.4. (SW-4) wenn 야PAd;. dann FW1 (ß)~PTV ， wobei FWj (껴) =ver"'a '" (e) n 

(TW-4 ) wenn ß in ß' übersetzt wird, dann wird FWl얘) übersetzt: 

À:JÀx:J (y3:P[P {x} BEWIRKEN[KOMM-DAZU[ß' (y) JJ) 

(SW-4)는 형용사에 속하는 표현 R가 통사조작 FWl에 의해 타동사에 속하는 표현으로 유도 

되고 또 형태적으로 ver"'a '" (e) n으로 바뀌게 되는 과청을 기솔하고 있으며 (TV1_4)는 이 

처 렴 타동사로 유도원 표현이 갖는 내포논리어의 번역을 기술하고 있다. (Sw-4) 와 (T W- 4) 

가 적용되는 독일어의 예문을 제시하여 보자. 

(1 2) Regc l1wol \çen verdunkeln die Landscha!.\ 

3x [\7y [Landschaft' (y) ‘• y= xJ ^ P [r} BEWIRKEN 

[KOMM-DAZU[dunkel' (x) JJJ 

Regεnwolke~T ~e뺀nkeln die Landschaf!IV 

ÀPP(r) ./ \ Àz3x [\7y [Landschaft' (y) •• y=xJ I\ P (z) 

BEWIRKEN [KOMM- DAZU [dunkel’ (x) JJJ -' 、
verdunkeln~H die Landschaft --「---ETv

À:}Àx:J (y-'3:P [P (x) ÀP3y [\7 x [Landschaft' (x) •• x=yJ ^P{x) J 

BEWIRKEN [KOMM - DAZU [껴 ' ( y) J1J 

dunkel ~Ad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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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12) 에서 볼 수 있듯이 (SW-4) , (TW-4) 의 적용을 받아 유도되는 유형의 동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3) verdunkeln, verdünnen, verdunsten, verschlimmern, veröden, verstärken usw. 

형용사로부터 FWj에 의해 유도되는 전철 ver-를 가진 자동사나 타통사의 의미에도 사컨의 

진행이나 행위의 수행 및 작위 를 나타내는 의미요소 KOMM- DAZU, BEWIRKEN등이 포 

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1.5. (SW- 5) wenn OEP1V, dann FW2(0) EPIV,wobeì FWz(il)=ver"-"'o 

(T W-5) wenn 0 in il' übersetzt wird , dann wird FW2(il) übersetzt: Àz[AUFHOREN 

[O' (z) JJ 

(SW-5) , (TW- 5) 가 적용된늠 독일어의 에운을 요자. 

(14) 박으견L‘~0~"，~민핀htf 

///\\\팩[Vx뼈[빠B돼빠lωu n삐mc센cι터/이(X) H써←“싹〉αx=yψJ ^ AUFHÖRE돼N [삐b비바lL니따뼈i냐} 
die앉e싸깃싣};… vζc디rb비li.“i니퍼패l샤써h 128.í.ug.,.' vcrb~IV 

ÀP3y [V x [ òh!me' i.z [A UFHÖREN [blühcn' (z) J] 
(x) • >x=yJ 1、 P fy} J 

blühe 
-느수느IV 

예문 (1 4) 에 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SW -5) 와 (TW- 5) 가 적용되어 유도되는 유형외 동사 

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5) verblühen, verglücken, verglimmen, verhallen, verklingen, verrauschen, verrieseln , 
vérrollen, verströmen, versinken, verwehen usw. 

이 들 동사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요소 AUFHÖREN은 사건의 진행이 나 행위의 수 

행이 순간적으로 중단되는 것닫 나타내 준디 . 따라서 디음에 보게필 초어 어미 -ung이 갖 

는 즉 사건의 진행 이나 행위의 수행응 나타내는 경우와 사건진행의 결과나 행위수행의 결 

과플 냐타내는 의미와는 이틀 동사의 의미가 서로 모순관계 에 있기 때문에 조어 어미 - ung 

에 의한 명사화가 비 문법적이 된다. 

2.1.6. (SW- 6) wenn rEPTV, dann FW3 (r ) EP1V, wobei FW3(r) = ver"-"' r "-"'sich 

(T W- 6) wenn r in r' übersetzt wird , dann wird FW3 (r) übersetzt: .ìx [ FALSCH 

(r ) (x ) J 

어휘규칙 (SW- 6 ) 는 타동사에 속하는 표현이 통사조작 FW3에 의해 자동사에 속하는 표현으 

로 바뀌게 되고 형태적으로 재 귀대명사를 포콸한 ver"-"' r "-"'sich표현을 기술하고 있다. 번역 

규칙 (TW-6)은 이처럼 FW3에 의 해 유도된 verr、r"sich가 갖는 내 포논리어의 번역을 기숭 

하고 있다. 구처적으로 (SW- 6) 및 (TW-6) 가 적용되는 독일어의 에문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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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Hans verrechnet sich ‘ 

/\나elscG/ (rechnen/) (h) 

Hans'T、 verrechnen sichn T 

，ìP돼 I . ，ìx [싫' (rechnen' ) (x) ] 

뜨만쁘므TV 
,ìy,ìx rechnen' (x , y) 

예 문 (16) 에 서 와 같이 (SW- 6) 및 (T W- 6) 가 적 용-되 어 유도되 는 유형 의 동사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7) verschreiben sich , verzählen sich , verhören sich , verlaufen sich , versprechen sich , 

versehen sich usw. 

(TW-6) 를 보면 사건의 진행 혹은 행위의 수행을 나타내거나 작위를 나타내는 의미요소 

KOMM- DAZU, BEWIRKEN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7) 에 제시된 전철동사들로 

초어 어미 -ung에 의한 명사화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2.1.7. (SW-7) wenn rePTV, dann FW2 (r ) ePTV, wobei FW2 (r) =ver'"'ô 

(T W- 7) wenn ô in ô' übersetzt wird , dann wird FW2 (ô) übersetzt: ,ìJ ,ìxJ [ÿ3Q 

[r' (x , ^ ,ìPP [y} ) BEWIRKEN[Q [y} JJ} 

어 휘 규칙 (SW-7)은 타통사에 속하는 표현으로부터 동사조작 FW7에 의 해 전철 ver-를 갖는 

역시 타동사에 속하는 표현을 얻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고 (TW-7)은 이처럼 유도된 전철동 

사가 갖는 내포논리어의 의미번역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전철동사의 의미 

를 규칙으로 기술하기에는 너무나 잡다한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만 

개체의 속성을 나타내는 Q를 대치하는 하나의 예로서 다음과 같은 독일어 예문을 제시하 

고자한다. 

(18) Einige Bewohner des Dor[e~ vert rei bei1 den F remdc l1
t 

/ 、냥x [Bewohllcr des Dorfcs' (x) I<:j y [V x [Frcmder' (x) ‘• x=yJ ^ 

/ \\ treiben' (x, 끼pp. [yJ ) BEWIRKEN [FORT (y) JJJ J 

Einige Bewohnεr des Dorfesrl' vertreiben den Fremde r V;[Ue lOen aen l' remaenIV 
,ìP3x [Bewohner des Dorfes' 

(x) ^ P [x) J 
~x，ìy [Vx [Fremder' (x) ~→x=yJ ̂ treiben' 

(x, ^ ,ìPP[y) ) BEWIRKEN [FORT' (y)JJ J 

딴떻ibénTV d- FremderT ......... L:'"" J. u t....lJ. TV 

,ìJ).xJ [ÿ[ treiben' )'P3y[Vx[Fremder이x) “x= yJ ^ P[y) J 

(x, ̂  ).PP [y) ) BEWIRKEN 

[FORT' (y) JJJ 
프틴브E므TV 

.<y).x treiben' (x, y) 

예문 (18)에서 vertreiben과 같은 유형의 의미 분석이 가능한 동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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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19) verjagen, verdrängen, vertreiben , verschicken, verstecken usw. 

이 상에 서 본 ver-Verben의 의 미 는 시 작의 의 미 (BEGINNEN), 중단의 의 미 (AUFHOREN), 

순수한 행동 (Handlung) , 사건의 진행이나 행위의 수행 (KOMM-DAZU)의 의미 ， 그리 고 작 

위 (BEWIRKEN [KOMM -DAZU] ) 의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다. 

2.2. ent- Verben 

전철 ent-는 영사， 형용사의 어간 및 동사와 결합하여 동사플 유도하게 한다. 단계적으로 

ent-에 의 한 파생 어 들을 유도하여 보자 

2.2.1. (Sw_l) wenn aeP'CN,MN,ANJ' dann FW1 (a ) ePTV , wobei FW1 (a)=ent r--..a r--.. (e) n 

(T w- l) wenn a in a' übersetzt wird , dann wird FW 1(a ) übersetzt: .ìJ .ìxJ (ý3P3z 

[a' (z)^P (x} BEWIRKEN [KOMM- DAZU- j[HABEN (y, z)]]] } 

어 휘규칙 (Sw_l)은 독일어의 보통명사에 속하는 표현 α로 부터 통사조작 FW.l에 의해 타동 

사에 속하는 표현을 얻게되고 형태적으로는 ent r--..a " (e) n과 같이 변화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번역규칙 (TW- l)은 a가 내포논리어 a'로 번역될 때 FWl에 의해 타동사로 유도된 

표현이 갖게 되는 내포논리어의 번역을 기술하고 있다. (Sw_l)과 (TW- 1)에 의해 유도되는 

ent-Verben의 한 예 를 보자. 

(20 ) Qas Wetter entlaubt den Baum. 

/ \ 3y [Vx [Baum' (x) ‘• x = yJ ^ 3P3z [Laub' (z) ^ P(x} 

/ \ BEWIRKEN [KOMM - DAZU 자HABEN (y ， z)] ]] 

das Wclter", entlaub- 、den Bau 스닫드~T ι “1 ‘ !.!:IV 

.ìPP {W} /' \이x3y f V x LBaum' (, X) ‘. ,x c-o yJ 1\ 3PJ. z [α' (z)^ P{x) 

// \、 BEWIRKEN [KOMM- DAZU . f HABEN (y, z)J JJ 

ntlaub- ",,, den 'Baum 'T ~~ T V U c, u JJU UUll 

I .ìJ .ìxJ (ý3P3z LLaub' .ìP3y (Vx [Baum ' (x) •• x = y l^ P !y] l 

(z) δ P (xJ BEWIRKEN 

[KOMM- DAZU [ , HABEN (y, z)J]] 
Laub ~MN 

유도과정 (20) 에 서 das Wetter는 Wetter를 지 칭 하는 개 체 w가 갖는 속성 들의 집 합으로 제 

시하였다. 또한 Laub은 물질명사이기 때문에 보통영사와 같이 개체들의 집합으로 나타내 

줄 수 없다. (20) 과 같은 유도과정으로 기 술펼 수 있는 동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1) entasten, enteisen, entladen , entkernen , entwässern , entmachten , entwaffnen , ent. 

thronen , entsorgen, entseuchen , entrahmen , entölen, entl니ften ， entkräften, entkei

men, enthaupten, entfleischen , entfärben, enterben, entbluten, entfeuchten , entfleckell ‘ 

2 . 2.2. (Sw- 2) wenn ßePAd j, dann FWl (ß) ePTV, wobei FWl (껴)=ent"ß"(e) n 

6 en t. Verben의 자료는 Storch (1978) ; Zifonun (1973) ; Mater (1965, 19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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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W-2) wenn ß in ß' übersetzt wird, dann wird FWj ( ß) übersetzt: J.:fJ.x :f (ÿ3P 

[P (x) BEWIRKEN 기 [ß' (y) JJ) 

어휘규칙 (SW-2)는 독일어억 형용사에 속하는 표현 껴로 부터 통사조작 FWj을 통하여 타 

동사에 속하는 표현을 얻게 되고 이 표현은 형태적으로 ent r-.ß~(e) n와 같이 나타내 주는 

현상을 기술하고 있으며 번역규칙 (TW-2) 은 R가 내포논리어 ß'로 번역될 때 FWj에 의해 

타동사로 바뀐 표현이 갖게 되는 내포논리어 의 번역을 기 솔하고 있다. (Sw-2) 과 (TW-2) 에 

의 해 유도되 는 ent-Verb의 예 는 다음과 같다. 

(22) 1)er JVlißerfulg cntmutigt lIanS, 

/써뤘Mißcrfulg' ( X) , .. ,x c.oy J !l 3P[P (y) BEWIRKEN 

、\...... , [rnutig' (h) JJJ 

dcr MißcrfolgT entn;<utig- Han r“fL-..!.!‘ ~IV 

J.P3y [γx [Mißerfolg' (x) /" \、ðx [3P [P [xJ BEWIRKEN i[rnutig' (h)JJJ 

•• x= y]^ P{y) ] /" \ ‘ 

띤뿌쁘g-TV 편므~T 

|λ:fJ.x:f (ÿ3P[P (x) BEWRKEN J.PP (h) 

| 기 [rnutig' (y)JJ ) 

띤봐~Adj 

(22) 와 같은 유도과정으로 기술필 수 있는 ent-Verben은 다음과 같다. 

(23) enteignen, enthärten , entheiligen, entleeren, entrnutigen, entrnenschlichen, entrnü

digen, entpersönlichen, entrunden, entsichern, entsittlichen, entstoffiichen, entwirren 

2.2.3. (SW- 3) wenn ðEPrv, dann FWz(ð) EP1V, wobei Fwz (ð) =ent~ð 

(T W-3) wenn 15 in 15' übersetzt wird, dann wird Fwz übersetzt : J.x[BEGINNEN 

[ð' (x)JJ 

어휘규칙 (SW-3) 는 독일어의 자통사에 속하는 표현 6가 Fwz에 의해 다시 자동사에 속하 

는 표현으로 유도되는 과정과 형태 적으로 이 자동사에 속하는 표현은 ent~ð로 나타나게 되 

는 현상을 기술하고 있다. (Tw-3)는 6가 15'로 번역될 때 Fwz에 의해 자동사로 바뀐 표현이 

갖게 되는 내포 논리어의 번역을 기술하고 있다. (SW-3) 과 (TW-3) 에 의해 유도되는 ent

Verb의 예 는 다음과 같다. 

(23) Der Junge entschläft, 

Z\~ 3y[Vx다unge' (x) .... x= yJ ^ BEGINNEN [schlafen' (y) JJ 

der ’ Jun~e'T. entschlafe ~똑!:'T' ~UL';) I，.. U"'~ l.lC프IV 

J.P3y[Vx [Junge' (x) J.x [BENGINNEN [schlafen' (x) JJ 

•• x= yJ ^ P{x) ] 

” SChJ잎~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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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과 같은 유도과정을 가지고 기 술할 수 있는 동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4) entbrennen entfliegen , entglimmen, entschummern, entschweben usw. 

2.2 . 4 . (Sw-4) wenn OEP1V /I/l T, dann FWz(O)EPIVIf T, wobei Fwz(o)=en" o 

(TW-4) wenn 0 in 0' übersetzt wird, dann wird Fwz (o) übersetzt: 

J.:J J.x :J {ý[o' (x) KA US기 [BEFINDEN- SICH- AN (x, y)JJ ) 

어휘규칙 (SW-4) 는 전치사 보족어를 취하여 자동사 구문을 이루는 표현 6가 동사조작 

FW2에 의해 3격 보족어를 취하여 자동사 구문을 이루는 표현으로 유도되는 과정과 형태적 

으로 이렇게 유도된 표현은 ent"o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을 기 술하고 있다. (TW- 4)는 6가 

0'으로 번역될때 Fwz에 의해 유도되는 표현이 갖게 되는 내포논리어의 번역을 기술하고 있 

다. (SW-4) 와 (TW-4) 에 의 해 유도 되 는 ent-verb의 예 를 보자. 

(25) Hans entifleht dem Räubec 

/\\컨[Vx[Räuber' (x) '-'x =-= Y:1 ^ lli chcn' VON (h, y) 

KAUS 기 [BEFINDEN-SICH-AN (h, y) JJJ 

Hans-.-、 entfliehen dem Räuber T 、 IV 

J.PP{h) ~ \ ).XO 3y [Vx [R섭uber'←→x=yJ ^ VON* (xo, y) 

J<AUS 기 [BEFINDEN-SICH-AN (xo, y)JJJ 

ntHiehef d • §auber 
~""ï~"~"IV IIT u - nauuc"T 

J.:JJ.x:J{ý[fliehen' VON (x , ^J.PP{y)) J.P3y [γx [Räuber' (x) ←→χ= yJ 

KAUS ,[BEFINDEN-SICH- AN (x, y)]] ) ^ P (x) ] 

젠약E프，，( {von, aus) "aT) T) IV /IIIT 

(25) 와 같은 유도과정을 가지고 기솔할 수 있는 동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6) entfallen, entfahren , entgehen, entgleiten, entkommen, entschläfen, en tsprießen , 

entsteigen, entstürzen , entsti.irmen , entrieseln usw. 

이상에 서 본 ent-verben의 의미는 시작 (BEGINNEN) 의 의미， 사건의 진행이나 수행 

(KOMM-DAZU) 을 야기 시 키 는 작위 (BEWIRKEN) 의 의 미 및 사건의 원 인 (KAUS) 을 의 미 

하는 것퉁으로 밝혀 졌다. 

2.3. er-Verben 

천철 er-는 영 사와 결 합하여 동사를 유도하게 하는 경 우는 드물고 주로 동사 및 형 용사의 

어간과 결합하여 동사를 유도하게 한다. 먼저 전철 er-가 영사의 어간과 결합하여 동사가 

유도되는 통사규칙과 내포논리어로의 번역규칙을 보자 

2 . 3.1. (Sw_ l) wenn aEP(CN,AN,MNJ' dann FW1 (a ) EPTV , wobei FW1(a )=er'-"'a "(e) n 

(Tw- l) wenn a in a' übersetzt wird, dann wird F Wl (a) übersetzt : J.:JJ.x :J (y3P3z 

[a' (z)^P{x)BEWIRKEN [KOMM-DAZU [Q{y)J JJ) 

7 er-Verben의 자료는 Storch (1978); Zifonun (1 973); Mater 0965, 1966) 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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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_ l) 과 (TW-l)으로 유도되는 er-Verb는 비활성적이고 독일어의 전철동사 가운데 그예 

를 찾아 보기가 어렵다. 다음과 같은 예들도 목적어 y가 갖는 속성 Q가 서로 공통펀 성질 

의 것이 아니다. 

(27) erbeuten, erhitzen, erlisten, ergr디nden， ermitteln, erzielen usw.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부류의 동사들로 부터 초어 어미 -ung에 의한 영사화 과청을 취급 

하지 않기로 한다. 

2.3.2. (SW-2) wenn ß E PAdj , dann FWl 얘) E P TV, wobei FWl (a) =err、r'(e) n

(TW-2) wenn ß in ß' übersetzt wird, dann wird FWl (ß) übersetzt: À.JÀ.xJ (Y:!IP[P 

{x} BEWIRKEN[KOMM- DAZU [껴'(y) JJJ} 

어휘규칙 (SW-2)은 형용사에 속하는 표현 껴가 통사조작 FWl에 의해 타동사에 속하는 표 

현으로 유도되는 과청과 형태적으로 이 타동사에 속하는 표현이 err-. ßr-. (e) n으로 나타나는 

과정을 기솔하고 있다. 번역규칙 (TW-l) 는 P가 내포논리어 R로 번역될 때 FWl에 의해 타 

동사로 바뀐 표현이 갖게 되는 내포논리어의 번역을 기술하고 있다. (Sι1)과 (TW-1)에 의 

해 유도되 는 er-Verb의 예 를 보자. 

(28) N~bel erschwert die Arbei t. 

/\녕년석년파페剛網J강퍼함[Vx따Vx빠x쉰[Arb뼈e밍따i“t' (써x잉싼써)꺼써8얘-x=팎y꾀ψĴ새3뾰째P만맨맨[맨메P{뼈n 
\\ [KOMM-!:>AZU [schwer' (y) JJJ 

E쁘띄'T' e!"schwert èlie Arbeit 
l 、 IV 

À.PP{n} ~ \\ À.x3y [Vx [Arbeit' (x) • >x = yJ ^ 3P[P{x} 

EWIRKEN[KOMM- DAZU [schwer' (y)끄] 

떤맴miv 、쁘쁘빡T 
I À.JÀ.xJ {y3P[P {x} BEWIRKEN 

U"("\l\,fl\,f nA 7TT r __ L _____ I/ __ ", ' ;tP3y [Vx [Arbeit’ (x) ‘• x=yJ ̂ P{y} 
• . 1 KOMM-DAZU [schwer' (y) JJ} 

뜨프E효EAdj 

(28)에서 nebel은 Nebel을 지 칭하는 개체 n이 가진 속성의 칩합으로 나타내 주었다. (28) 

과 같은 유도과청으로 기술할 수 있는 유형의 동사들은 다음과 같다. 

(29) erbittern, ergänzen, erheitern, erhöhlen, ermäßigen, ermatten, ermäglichen, ermun

tern, ermutigen, erneuern, erniedrigen, ernüchtern, erschweren, ertüchtigen, erwär

men, erweichen nsw. 

2.3.3. (SW-3) .wenn OEPIVI1I/T, dann FW2 (0) EPTV, wobei FW2(0)=err-.o (P1VIII!T= 

intransitive Verben, die PP- Erganzungen verlangen) 

(TW-3) wenn 0 in 0' übersetzt wird, dann wird FW2 (0) übersetzt: ;tJÀ.JxJ {y3Q 

[0' (x, ^ À.PP (y)) BEWIRKEN [KOMM-DAZU[Q (y) JJJ} 

어휘규칙 (SW-3)은 전치사 목적어를 보족어로 취하는 동사의 표현 a가 통사조작 FW2에 

의해 타동사에 속하는 표현으로 유도되는 과정과 형태적으로 이 타동사에 속하는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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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o로 나타나는 과정을 기 술하고 있다. 번역규칙 (TW-3)은 6가 내포논리어 0'으로 번역 

될 때 FW2에 의해 타동사로 바뀐 표현이 갖게 되는 내포논리어 번역을 기술하고 있다. 

(SW-3) 에 의해 유도되는 er-Verb들은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TW-3)의 y가 갖는 속성 Q 

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를 분류하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er-Verb의 유도과청을 가치 

고 이 문제 를 설명히l 보자. 

(30) der Professor erfo헛cht eine Fremdsdrach~t 

3:x [Fremdsprache' (x) ^ 3:u [V v [professor' (v) •‘ 'i = UJ ^ 
3:Q[forschen- NACH l(. (u, x) BEWIRKEN [KOMM

DAZU[Q (x) JJ JJ 

der Professo!:T ~rforschen ci~c cFremd sprach~IV 

ÀP3:yV x[Professnr' ( x j ‘ ’x::. .yJ ~ \、~‘ ( Ablcitu lJ μ -gck i.irzt)

I', P{y) J ~ 、\~

딱딴딴nTi Finc Frèmdsprach~T 

i Àlhl {y3:Q[forschen' - NACH (x, ^.<PP (y) ) ÃP3:x [Frc !'!1 dsprache' (x) 

BEWIRKEN [KOMM- DAZU [Q (y) JJJ λ P { x) 

띤갚만en (nach a T) IV III/T 

예 문 (30)의 내포논리어 번역을 보면 어떤 X에 의해 지청되는 Fremdsprache가 있고 또 

어떤 y에 의해서 그리고 바로 그 y에 의해 지청되는 Professor가 있을때 u가 X를 forschen

Nach의 행위를 함으로서 X가 Q라는 속성을 갖게 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er-Verb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1) erarbeiten, erbetteln, erdenken, erfechten, erforschen, erhandeln, erhaschen, erkäm

pfen, erjagen, erklettern, erklimmen, errìngen, erspielen, ersteigen, erstreben, 
erstreiten, erspähen, ertasten, erträumen, erwarten usw. 

(3 1)에 제시된 동사들의 의 미는 행위의 수행을 나타내는 경우와 그 자체가 하나의 행위 

를 나타내는 것으록 분류될 수 있다. 예 를 들어 순수한 행위를 나타낼 경우 이들은 옹작동 

사(Tätigkei tsverb) 에 속하고 따라서 행위의 완료나 결과를 목표로 하고 행위의 수행 을 나 

타내는 수행동사를 조어 어미 -ung에 의해 명사화 하는 조어와는 의미상 합당 (kompatibel) 

하지 못하기 때 문에 - ung 조어 가 가능한 동사들은 erarbeiten, erforschen, erbetteln, erstei

gen, erstreben, erwartcn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TW-3)는 이 틀 동사에만 해당되 

는 것으로 본다. 

2.3.4. (SW-4) wenn O~PI Y ， dann FW2 (0) EPIY, wobei FW2(0) = er'"'o 

(TW- 4) wenn 0 in {j' übersetzt wird, dann wird FWl (0) übersetzt: Àx 

[BEGINNEN[o' (x) J] 

어휘규칙 (SW-4)은 자동사에 속하는 표현 6가 통사조작 FW2에 의해 자동사에 속하는 표 

현이 유도되고 형태척으로 이 자동사에 속하는 표현이 er'"'o와 같이 나타나는 과갱이 기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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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며 (TW-4) 는 8가 ij'으로 번역될 때 FW2에 의해 자동사로 바뀐 표현이 얻게 되는 

내포논리어의 번역을 기 술하고 있다. (Sw-4) 와 (TW-4) 에 의해 유도되는 er-Verb의 예 를 

보자. 

(32) Pie Blume erblül!..tt 

/ \ 3y [Vx [Blume' (x) •• x= yJ ^ BEGINNEN [blühen' (y) JJ 

뱉효민쁘T 땐핀뿌!!IV 

ÀP3y[Vx[Blume' I Àx [BEGINNEN[blühen ' (x) J J 

(x) •• x=yJ^P{y} JJ I 
비꽉E낀IV 

(32) 와 같은 유도과정으로 기술될 수 있는 er-Verb들은 다음과 같다. 

(33) erbeben, erblühen, erbrausen, erdröhnen, erfrieren, erfunkeln, erglänzen, erglimmen, 
erglühen, erhallen, erklingen, erschallen, erschauern, erschimmern, erstrahlen, 
ertönen usw. 

2.3.5. (Sw-5) Wenn r t:Prv, dann Fw2(r ) t:PTV, wobei FW2 (r )=et"'r 

(T W-5 ) wenn r in r' übersetzt wird , . dann wird FW2 (r ) übersetzt : ÀJÀxJ {y3Q 

[r (x , ^ÀPP (y}) BEWIRKEN [KOMM-DAZU[Q {y} JJ } 

어휘규칙 (SW-5 )는 타동사에 속하는 표현 r가 통사조작 FW2에 의해 역시 타동사에 속하 

는 표현으로 유도되고 형태적으로 이 타동사에 속하는 표현은 er"'r로 나타나게 되는 과정 

을 기 술하고 있으며 (TW-5)는 r가 r'로 번역될 때 FW2에 의해 유도된 표현이 갖게 되는 내 

포논리어의 번역을 기술하고 있다. (Tw-5)에서 목적어 를 지칭하는 y가 갖게 되는 속성 Q 

는 일청하지 않기 때문에 (SW-5) 에 의해 유도되는 er-Verb를 이 속성에 따라 분류하기가 

어렵게 된다. 다음의 er-Verb는 Q가 죽음 (Tod) 의 상태에 이르는 속성을 나타내는 경우이 

다. 

(34 ) 1ema nd ermordet Perter Seibicke‘ 
/、\ ‘ 

/' 、\ [morden닝 (XQ ， s) BEWIRKEN [KOMM- DAZU [tot' (s) JJJ 

E딴쁘T ~rm6rdeILP닝ter Seibi대~IV 

ÀPP{xoì ~ \\ À [morden냐 (x ， s) BEWIRKEN [KOMM- DAZU 

~ \\ [tot ' (s) JJJ 

er띤뺑략TV Peter Seibick~T 

I À.:f ÀxJ {:Y[morden' (x, 치pp {y} ) Àpp {s} 

I BE、NIRKEN [KOMM-DAZU [ to때 JJ ) 

핀얀얀므TV 

(34)와 같은 유도과청으로 기 숭될 수 있는 유형의 동사들은 다음과 같다. 

(35) erhängen, ermorden, erdräcken, ertränken, ertöten, erschlagen u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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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 Q는 죽염 (tot)을 나타내는 경우이외에도 실현(‘verwirklichen’ ) ， 획득(‘bekommon’) 

혹은 창조〔‘verschaffen’) 등을 나타내 는 경 우도 있지 만 본 논문에 서 는 이 들 속성 에 관한 분 

석을 취급하지 않겠다. 

지금까지 제시한 er-Verb들이 나타내는 의미자질을 보면 사건의 진행이나 행위의 수행 

(KOMM-DAZU)을 야기 (BEWIRKEN)시키는 작위의 의미， 시작 (BEGINNEN) 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4. be-Verben 

전철 be-는 명사 및 타동사와 결합하여 동사를 유도하게 하는 경우가 가장 활성적이고 자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 었고 형용사와 결합하여 동사플 유도하게 하 

는 경우는 숫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비활성 적 이다. 먼저 명사와 결합하여 통사를 유도하게 

하는 경 우플 고찰하여 보자 

2.4 .. 1. (S':' - l ) wenn atPcN , dann FWl (a ) ePrv wobei FW1(a)=be-'a"(e) n 

;(T、‘'，-1) wenn a in a' übersetzt wird, dann FWl (a) übersetzt: ).:}).x:} [y3P3z [a' 

(z ) 1\ P {x} BEWIRKEN [KOMM- DAZU[vQ(y, z) ]JJ) 

어휘규칙 (SW_l)은 보통명사에 속하는 표현 a가 통사조작 FWl에 의해 자동사에 속하는 

표현으로 유도되는 과갱과 형태적으로 이 자동사에 속하는 표현은 be"a" (e) n으로 나타내 

게 되는 과청을 기술하고 있다. 번역규칙 (TW-l)은 FWl에 의해 유도된 자동사에 속하는 

표현이 갖게 되는 내포논리어의 번역을 기숭하고 있다. (TW- l ) 에서는 y와 z의 관계 를 맺어 

주는 변항을 Q로 나타내 주고 있다. (Sw_l)과 (TW- l) 에 의해 유도되는 be-Verb의 한가지 

예 를 제시하연 다음과 같다. 

(36) Der General bewaffnet die Trupp: t 

/ \ \ 3y [Vx [General' (x) • • x= yJ ^ 35 [γt [Truppe' ( t ) •• t= 5J ^ 

/ \\ 3P3:z[Waffe' (z) AP{y} BEWIRKEN [KOMM- DAZU 

/ \ \ [VERSEHEN MIT (5, z)JJJJ 

die' Genera!T bew됐nen die Trupp~IV 

)'P3x[Vy [General' (y) •• 

y= x] ^ P{xl J 

).v3y [γx[Truppc' (x) ‘• x = yJ ^ 3P3ι 

l:Waffc' (z) ^ P {v} BEWIRKEN 

[KOMM - DAZU [VERSEHEN -MIT 

/// \ (y, z)jJJ 

bewaffnenTV die TruppeT ，프TV 

:l):lxj> (y3P3:z[Waffe' (z) ^ P{x} BEWIRKEN )'P3:y [Vx [Truppe' (x) •>

[KOMM- DAZU ~VERSEHEN-MIT (y ， z)JJJ } x= yJ ^ P {y} J 
’1ιr 
~CN 

(36) 에서 bewaffnen의 의미요소 VERSEHEN-MIT흘 숭어변항 Q로서 포함하고 있다. 이 

8 be-Verben의 자료는 Storch (1978); Zifonun (1973); Mater (1965, 19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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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한 의 미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SW_ l)와 (TW- l) 에 의 해 기 솔될 수 있는 유형 의 be- 전철 

동사는 bewaffnen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37) bebildern, bedachen, bedrucken, bekräuzen, bekronen, befetten, bedüngen, belasen, 
besohlen, bemannen usw. 

(TW- l) 에서 숨어변항 Q가 의미요소 SICH-BEFINDEN-AN을 나타내는 be-Verb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38) besiegeln, befiaggen, bebleien, befiecken, beblecken, beplatten usw. 

(TW- l)에서 술어변항 Q가 의미요소 SICH - BEFINDEN -IN을 나타내는 be-Verb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39) bekerkern, bespulen, beschulen, begraben usw. 

(TW-l)에 서 숨어 변항 Q가 BESITZEN /HABEN을 나타내는 be-Verb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40) begnadigen, besündigen, bevollwächtigen, berechtigen, berücksichtigen, bevorrech

tigen, bescheinigen usw. 

(40) 의 동사들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SW_ l) 의 통사조착을 FW1(a ) = be'"""'a '"""' (ig) (e) n으로 

바꾸어야 한다. 

2.4. 2 . (S’ - 2) wenn ßEPAdj , dann FW1 (ß)EPTV, wobei FW1 (ß)=be" ß'"""'(e) n 

(TW-2) wenn ß in ß' übersetzt wird, dann wird FWl (ß) übersetzt: ).] ).x] 

{y3P {x} BEWIRKEN [KOMM- DAZU [껴' (y) JJJ) 

어 휘 규칙 (SW-2) 은 형 용사에 속하는 표현 R가 통사조작 FW1에 의 해 타동사에 속하는 표 

현으로 유도되고 형태 적으로 be'"""'ß'"""' (e) n을 나타내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번역규칙 

(TW-2)는 FWl에 의해 유도된 표현이 갖게 되는 내포논리어의 번역을 기 솔하고 있다. (SW-

2) 와 (TW-2) 에 의해 유도되는 be-Verb의 한가지 예를 들어 보자. 

(41 ) Hans befeuchtet den Raum
L 

/\\ 파[Vy [Ra삐 (y) <--+y = xJ ^ 3P[P{h) BEWIRKEN 

/ 、\ [KOMM - DAZU [feuchν (x ) JJJJ 

H딱한 befe띤hten den Raum ’ ]“‘"'""“ “‘ u “‘ au“‘ IV 

.<PP {h) ~ \\ Æz3x [γy[Raum' (y) •• y= xJ ^ 3P[P {z} 

~ \ BEWIRKEN [KOMM- DAZU [fcucht’ (x)J 

쁘맘딴S꽉v 손월묘므1‘ 
ÆJÆXJ /ÿ ::IP l P (x ) BEWIRKEN ÀP3x [Vy [Raum' (y) ‘• ý= xJ ^ P {x} J 

rKOMM DA?:U [fc lIcht' (y) JJI} 
feucht 1 C;\..L\,.1.l \'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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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과 같은 유도과정으로 기 술될 수 있는 be-Verb들은 다음과 같다. 

(42) beelenden, befähigen , befeuchten, befreien, belustigen, benässen , betätigen , beurba

nen , beschleunigen , begradigen , besänftigen , besündigen, befreudigen usw. 

2.4.3 . (SW-3) wenn ðEPrV/IIIT, dann FW2(ð) EPTV, wobei F W2(ð)=be" ð 

(T W-3) unerforscht 

어휘규칙 (SW-3) 는 전치사 목적어를 보족어로 취하는 자동사의 표현이 통사조작 FW2에 

의해 타동사에 속하는 표현으로 유도되는 과정 과 형태적a로 이 타동사에 속하는 표현은 

be"ð로 나타나게 되 는 과정 을 기 솔하고 있 다. 한편 이 와 같이 유도된 be-Verb들은 의 마 적 

으로 다양한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재 로서 몬테규 이론에 의한 번역규칙의 정 형 화 작 

업에 관한 연구플 이 논문에서 제 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만 (SW-3) 에 의히l 유도되는 be

Verb의 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뿐이다. 

(43) beachten , bearbeiten , bedenke n, befahren , beA iegen , bef ressen, bejauchzen, bejubeln , 

beklagen , behorchen , beherrschen, bekämpfen , beklettern , belachen, belauschen , 

bereißen, bereden , berudern , besaugen , beschießen , beschauen , beschleichen , be

schreiben , besiedeln, besiegen, betasten , betrauern , beurteilen, bewachen, bewachsen, 

bewuchern , bezweifeln usw. 

(43) 의 예들이 갖는 의미는 er- Verb 경우와 마찬기지로 행위의 수행을 나타내는 의미와 

그 자체가 하나의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로 구분할 수 있다. 순수한 행위를 나타내는 경우 

로 bedenken, befahren , befl iegen , befressen, belachen , begrinsen 등등이 고 행 위 의 수행 을 

나타내 는 beachten , bearbeiten , beherrschen , bekämpfen, beklettern , besiedeln 등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행위의 완료나 결과를 목표로 하고 행위의 수행을 나타내는 수행동사만이 

-ung조어 에 합당하다. 

2. 4.4 . (SW-5) wenn rEPTV , dann FW2(r ) EPTV , wobeí FW2(r) = be" r 

(T W- 5) unerforscht 

어 휘 규칙 (SW-5)는 다통사에 속하는 표현 r가 동사조작 FW2에 의 해 역 시 타동사에 속하 

는 표현으로 유도되고 형태적으로 이 타동사에 속하는 표현이 be"""r로 나타나재 되는 과정 

을 기 술하고 있 다. 앞서 (SW- 4) 와 마찬가지 로 (SW- 5) 에 의 해 유도되 는 be-Verb들은 의 미 

적으로 다양한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Sι5) 에 대응되는 번역규칙을 정형 

화 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이 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3) begrüßen, beheizen , belehren, behindern , behüten , behetzen , bemerken, beschützen , 

beschließen , beängstigen, befürchten , beschimpfen , ebzahlen, bezeígen usw. 

(43) 의 예들 중에서 behetzen , beschützen, beschlie껴en 등을 제외한 다른 동사플로 부터 

모두 -ung조어 가 가능하다‘ 그러 나 -ung조어 가 가능한 이 들 be-Verb들의 공통적 인 의 미 요 

소가 무엇인지는 아직 연구되지 않고 있다. 

지 금까치 우리 는 be-Verb들을 형 용사， 명 사 그리 고 통사들로 부터 유도하여 보았다.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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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b를， 가장 활성 적 인 명 사로부터 의 유도과정 과 형 용사로부터 의 유도과정 을 통해 의 미 자 

질을 분석 해 보면 모두 행 위 의 수행 이 나 사건의 진행 (KOMM- DAZU) 을 야기 (BEWIRKEN) 

시키는 착위의 의 미 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111 

이 상에서 기 술한 독일어 의 전철동사의 통사유도와 내포논리어 의 의미 번역을 가지고 - ung 

조어의 유도를 시 도하여 보자. 먼저 각각 내포논리어 의 번역을 근거 로하여 전철동사로부터 

의 ung조어유도가 문법적인지 혹은 비 문법적인지를 제시 하면 다음과 같다. 

3.1. ver- Verben 

(A ) ÆX [KOMM-DAZU[a' (x)JJ : a l'PCN 

verkohlen수Verkohlung ， verdampfen~ Verdampfung, vereisen~ Vereisung, vergle

t schern수Vergletscherung ， versumpfen수Versumpfung， verschlammen응Verschlam

rnung usw. 

(B) Æ.fÆX.f {y3:PEz (a' (z) ̂ P {z} BEWIRKEN [KOMM- DAZU[a' (y) JJ ): aEPCN 

verfilmen걱> V erfilmung, verbuttern~ Verfutterung, vergasen수Vergasung ， verschrot

ten수Verschrottung ， verpulvern~ Verpulverung usw. 

(C) Æx [KOMM- DAZU [a' (x) ]]: 껴EPAdj 

vereinsamen~ Vereinsamung , verarmen~ Verarmung, verfaulen~ Verfaulung , versa

uern수+Versauerung usw. 

(D) Æ.fÆx.f {ÿ3:P[P {x} BEWIRKEN [KOMM- DAZU [ß' (y)]J): 야PAdj 
’ verdunkeln수Verdunkelung ， verdunsten수V erdunstung, verschlimmern~ V erschlim

merung, veröden~ Verödung, verstärken:수Verstarkung usw. 

(E) ÆZ [AUFHÖREN [ð'(z) ]J: &p!v 

verflühen~*V erftühung, verglücken~용Verglückung ， verglimmen~*Verglimmung 

verhallen~*V erhallung, verklingen:수Verklingung ， verrauschen수*Verauschung ， 

verrieseln~ Verrieselung, verrollen수용Verrollung ， verströmen응Verströmung， versin

ken=영Versinkung ， verwehen :응용Verwehung usw. 

(F) ,lx [FALSCH (r ) (x ) J: rEP!v-reflexiv 

verschreifen sich=영Verschreifung ， verzählen ' sich=엌Verzählung ， verhören sich~ 

*Verhörung, verlaufen sich~융Verlaufung， versprechen sich~ Versprechung, verseh

en sich=영Versehung usw. 

(G) 재ÆX.f {y3:Q[r ’ (x, ^ÀPP {y} ) BEWIRKEN [KOMM- DAZU[Q (y) JJ J}: rEPTv 

verjagen:수Verjagung ， verdrängen~ Verdrängung, vertreiben~*Vertreibung， verschie

ken추*Verschikung ， verstecken~*Versteckung usw. 

3 . 2 . ent-Verben 

(A) 재ÆX.f {y3:P3:z [a' (z) ̂ P (x} BEWIRKEN[KOMM- DAZU 기 [HABEN (y, z) JJJ}: aEP 

!AN,MN,CN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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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asten::>Enta:stung, enteisen::>Enteisung, entladen::>Entladung, entlauben::>Entlau

bung, entkernen응Entkernung ， entwässern::>Entwässerung, entmachten::>Entmach

tung, entwaffnen::>Entwaffnung, entthronen::>Entthronung, entsorgen::>Entsorgung, 
entseuchen응Entseuhung， entrahmen::>Entrachmung, entölen추Entölung， entlüften::> 

Entlüftung, entkräften::>Entkräftung, entkeimen::>Entkeimung ‘ enthaupten::>Entha

uptung, entfleischen추Entfleischung ， entfärben::>Entfärbung, enterben추Enterbung ， 

entbluten二>Entblutung ， .entteuchten수Entfeuchtung ， entflecken::>Entflekung usw. 

(B) ÀJÀ.xJ (y3P[P (x} BEWIRKEN KOMM-DAZU[ 기 [껴'(y)JJJ}: 야PAdj 

entmutigen::>Entmutigung, enteignen수Enteignung ， enthärten::>Enthärtung, enthei

ligen::>Entheiligung, entleeren수Entleerung ， entmenschlichen::>Entmenschlichung, 
entmüdigen::>Entmüdigung, entpersönlichen::>Entpersönlichung, entrunden킹Entrun

dung, entsichern::>Entsicherung, entsittlichen응Entsittlichung ， entsto태ichcn수Ent

stofflichung, entwirren::>Entwirrung usw. 

(C) Àx [BEGINNEN [o' (x)JJ: OEPrv 
entschlafen~*Entschlafung ， entfliegen~ *Entfliegung, entgJimmen걱Entglimmung， 

entschlummem=하Entschlummerung ， entschweben=승용Entschwebung usw. 

(D) ÀJÀ.xJ(y [O' (x) KAUS 기 [BEFINDEN-SICH-AN (x, y)JJ): OEPrV I/II T 

entfallen걱*Entfal1ung ， entfahren걱Entfahrung ， entgehen=강Entgehung， entgleiten 

=약Entgleitung ， entkammen걱*Entkammung， entschlüfen걱용Entschlüfung ， entsprie

ßen걱을Entsprießung ， entsteigen걱Entsteigung ， entstürzen걱용Entstürzung ， entstürmen 

걱윷Entstürmung ， entrieseln걱Entrieselung usw. 

3.3. er-Verben 

(A) 재ÀxJ {y3P3z [a' (z)^P(x} BEWIRKEN [KOMM-DAZU[Q {y} JJJ} : aEPCN 

erbeuten걱Erbeutung ， erhitzen걱Erhitzung ， erlisteno• Erlistung, ermitteln걱Ermit

tlung, erzielen~Erzielung usw. 

(B) 재ÀxJ {y3P[P{x} BEWIRKEN [KOMM-DAZU [ß' (y)JJJ}: ßEPA‘
Ij 

erbittern걱Erbitterung ， ergänzen걱Ergänzung ， erheitern걱Erhèiterung ， erhöhlen=? 

Erhöhlung, ermäßigeno응Ermäßigung ， ermatten걱Ermattung ， ermöglichen걱Ermägli

chung, ermuntern걱Ermunterung ， ermutigen 걱Ermutigung ， erneuern걱Erneuerung ， 

erniedrigen걱Erniedrigung ， ernüchtern걱Ernüchterung ， erschweren걱Erschwerung ， 

ertüchtigen걱Ertüchtigung ， erwärmen걱Erwärmung， erweichen• Erweichung usw. 

(C) 샘ÀxJ {y3Q[o' (x, ^ÀPP (y}) BEWIRKEN [KOMM-DAZU [Q {y} JJ): OEPrv l/ltT 

erarbeiten걱Erarbeitung， erbetteln걱Erbettelung ， erforschen• Erforschung, ersteigen 

=}Ersteigung, erstreben걱Erstrebung ， erwarten• Erwartung, erklettern걱Erklet-

terung usw. 

(D) Àx[EEGINN[o' (x)JJ : OEP!V 
erbeben=}*Erbebung, erblühen걱*Erblühung ， erbrausen걱*Erbrausung ， erdr야men걱 

*Erdröhnung, erfrieren걱용Erfrierung ， erfunkeln걱*Erfunkelung， erglänzen걱*Ergl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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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ng, erglimmen걱*Erglimmung ， erglühen=강Erglühung ， erhallen걱*Erhallung ， 

erklingen걱*Erklingung ， erschallen걱용Erschal1ung ， erschauern걱융Erschauerung ， er

schimmern걱률Erschimmerung， erstrahlen걱용Erstrahlung ， ertönen걱*Ertönung usw. 

(E ) 재Àx;1{Y'3:Q [r (x ， ^ÀPP(yJ ) BEWIRKEN [KOMM- DAZU [Q(y)JJ): rEPTV 

erhängen=추Erhängung， e rmorden=추Ermordung ， erdrücken=추+Erdrückung， ertränkeù~ 

Ertränkung, ertöten걱Ertötung， erschlagen~Erschlagung usw. 

3.4_ be-Verben 

(A) À;1Àx;1 {y3P3z[ r' (z)^P {x) BEWIRKEN [KOMM- DAZU [vQ (y, z)J : rεPCN 
bebildern걱Bebilderung ， bedachen걱Bedachung， bedrucken 걱Bedruckung ， bekräuzen~ 

Bekräuzung, bekronen걱Bekronung ， befetten걱Befettung ， bedüngen걱Bedüngung ， 

beglasen걱Beglasung ， besohleno• Bosohlung , bemannen걱Bemannung， bewaffnen 

~Bewaffnung usw. 

(B) 샘Àx;1 {y3P[P{x) BEWIRKEN [KOMM- DAZU [ß' (y) JJJ): ßEPAdj 

beelenden걱Beelendung， befähigeno걱Befähigung ， befeuchten걱Befeuchtung， befreien 

~Befreiung， belustigen걱Belustigung， beurbanen걱Beurbanung beschleunigen걱 

Beschleunigung , begradigen걱Begradigung ， besänftigeno• Besänftigung, besündigung 

=응Besündigung ， befreudigen걱Befreudigung usw. 

전결동사는 이 이외에도 전철 zer-에 의한 파생어가 있지만 이 파생어로 부터 유도되는 

-ung조어는 비활성적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취급하지 않기로 한다. 

IV 

지금까지 고찰한， 전철동사로 부터의 -ung조어 유도는 전철동사가 의미소 BEGINNEN, 

AUFHOREN, KAUS 등을 내포하는 내포논리의 번역을 가질 때는 비 문법적 인 것으로 나타 

나게 되었다. 한펀 전철동사의 내포논리어 번역이 KOMM- DAZU , BEWIRKEN 둥 의미소 

를 가질 때는 몇 가지 예외을 제외하고서는 항상 문법적 인 조어기- 유도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ung조어 의 의 미 와 유도조건은 바로 이 의 미 소들을 정 확히 해 석 함으로써 밝혀 

지리 라고 본다 이들 의미소들에 대한 내포논리의 번역은 다음과 갇다. 

4.1. [BEGINNEN <þJ의 의미해석 

Wenn <þEMEt, dann [BEGINNEN <þJEMEt und <BEGINNEN <þ>a. w,;,g=l , g,d,w (1) 

für l' von t ; Itj, (이 a )w ， /，g=O; f니r jeden SubintervaU in t; Itj, in dem der Vorgang 

von ð modelltheoretisch definiert werden kann, 【껴】.， w ’; ， g = 1; ø enthält ð als Prädi

kat 

4.2. [AUFHOREN <ÞJ의 의 미 해 석 

Wenn <þEME‘’ dann fAUFHÖREN cþJEME, und <AUFHOREN <þ>.UW' J’g =1 , g ,d,w 

9 의 미 소 BEGINNEN, AUFHOREN, KOMM-DAZU , KAUS, BEWIRKEN에 대 한 내 포논리 의 

모형에 입각한의미해석은 Dowty (J 979), Dowty ([978)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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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ür t j 1tj, wo der Vorgang von 0 modell-theoretisch defìniert werden kann , 【￠】

. ,W ’ j,g= 1; für l' direkt nach tj Itj <rþ] . ,w ,;',g=rþ

4.3 . [KOMM- DAZU 1>J 의 의 미 해 석 

Wenn 1>EME" dann [KOMM- DAZU 1>JEME, und <KOMM- DAZU 찌a ， w ， i ， g= 1, 

g ,d, w es einen 1ntervall l' gift, so daß 1CI' und 1 nicht den abschließenden 1nter

vall von I' darkteUt, dann g i1 t für alle W'E 1nr (w, i) 【삐 a ， w' ，/ ， g= 1， wobei 1> einen 

Zustandsratz darstellt 

4.4. [rþ KAUS cþJ 의 의미해석 

Wenn cp, cþEME" dann [ .p KAUSψ] EMt" und 【.pKAUS씨ι ， w ， j ， g= 1， g,d,w, (1) für tj 

l'tj , wo der Vorgang von 0 modelltheoretisch defìniert werden kann, <@> • .., w,/,g== l; 

(2) für tm 1" tn 【￠】 a ， w ， κg=1; (3) für t j 1tn <"-'1>• "-'cþ] a,w, j,g= l , wobei J', l"El und 

l' der Anfangsintervall von 1, 1" der Endinterva l1 von 1 sind. Es gift keinen 

anderen 1ntervall JC1, wo auch die Bedingungen (1), (2) und (3) befriedigt werden 

kann. 

4 . 5. [1> BEW1RKEN [KOMM-DAZU cþJ J 의 의 미 해 석 

Wenn .p， ψEME" dann [rþ BEW1RKEN [KOMM- DAZU ψ]]EME" (1) BEWIRKEN 

[KOMM- DAZU CÞJ >a,w)I’ g= l , g,d,w, (1) für t j l't j 【삐 .， w ，/，g= l ; (2) für tm l"tn 

<KOMM- DAZUcþ>.,w,;",g=l; (3) für tj 1tn [ ,-..,1>•,,-, [KOMM-DAZUCÞ]J ., w ’‘’g= 1, 

wobei 1', I"C1 und l' der Anfangsintervall von 1, 1" der Endintervall von 1 sind. 

Es gift keinen anderen 1ntervall JC1, wo auch die Bedingungen (1), (2) und (3) 

befriedigt werden kann. 

4. 6. Bedeutungspostulat: 

γxV1디 [AT (1, KOMM- DAZU 0' (x) •• 3tI3tz ... 3tn 3QI3Qz...:;rQn [t 1 드 I"A T (t l> 

QI (x} ) UND t2드I"AT (t2, Qzlx}) ... UND t n드 1 ^ AT (tn, Qn (xn} )J] 

4.7 . [1> UND cþJ의 의미해석 

Wenn .p, ψEME" dann [rþ UND cþJEME" und < rþ UND CÞJ.’ w, j,g= 1, g,d, w (1) für den 

Aufangsintervall t j드 1 (.p] .,w’ j,g= 1; (2) für den Endintervall tk드I 【씨 a ， w1k1g=1 

und (3) wenn es keinen 1ntervall 1'C1 gift, so daß (1) und (2) auch f니r l' gelten 

W니rden. 

이상에서 전철동사의 의미에 내포되어 있는 BEG1NNEN, AUFHÖREN, KAUS, KOMM

DAZU, BEW1RKEN [KOMM- DAZU] 퉁의 의미해석윤 고찰하여 보았다. 또한 -ung조어 

유도가 가능한 어간인 전철동사의 의미는 KOMM- DAZU, BEWJRKEN [KOMM- DAZU] 

등 의미소블 내포하고 있으며 만일 전철동사의 의미기 BEGINNEN, AUFHÖREN, KAUS 

등 의미소를 포함할 경우 이들 전철통사로부터 -ung조어 를 유도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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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졌다. 다시 말해 어간인 전철동사의 의미가 앞서 내포논리의 의미해석에서 정의한 사건의 

진행이나 작위동을 나타내는 경우에만 -ung조어가 문법적 인 조어로 될 수 있으며 시작이 

나 중단동을 냐타낼 경우 - ung 조어의 유도는 비 문법적 이 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전칠 

동사의 어휘규칙 과 내포논리의 번역규칙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ung조어 를 유도하는 과정 

과， -ung조어 가 문맥상에서 다른 동사의 Aspekt와 관련되어 취하게 될 또 다른 Aspekt 문 

제의 기 술은 앞으로 연구에 남겨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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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U ntersuchungen der Aspekte bei der W ortableitung auf -ung 

Soo-Song Shin 

Die Ableitung der Wortbildungen auf -ung ist in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sehr 

produktiv. Schon in dem Riickläu fi.gen Wärterbuch von Mater (1965) sind iiber 9000 

Bildungen auf-ung beleg t. In der bisherigen Theorie der Wortbildungen ist jedoch m.E. 

kein adäquates semantisches Kriterium gefunden, nach dem die Ableitbarkeit der -ung

Bildungen entschieden werden kann. Zunächst versuche ich auf Grund der semantischen 

Kriterien von Dowty (1979) , die Teilung der Aspektsklasse der deutschen Verben, z.B. 

Tätigkeitsverb, Zustandsverb, punktuelles Verb, prozessual terminatives oder resultatives 

Verb usw. durchzuführen. Es stellt sich klar heraus, daß nur die prozessual terminativen 

oder resultativen Verben unter den genannten Aspektsklassen die Ableitung der -ung

Bildungen zulassen. Ich beschränke mich daher in meiner Arbeit nur auf die Präfixverben , 
die meistens prozessual terminativ oder prozessual resultativ sind urid inhaltlich mit der 

Ableitung der -ung-Bildungen zu tun haben. Die Bedeutungen der vier Klassen der Präfix

verben, nämlich ver-Verben, ent-Verben, er-Verben und be-Verben sind durch die Dar

stellung der Prädikatkonstanten BEGINNEN, AUFHÖREN, KOMM- DAZU, KAUS und 

BEWIRKEN [KOMM- DAZU] modelltheoretisch definier t. Garade diese Prädikatkonstanten 

bieten die Entscheidungskriterien für die Ableitbarkeit der -ung-Bildungen. Aus denjenigen 

Prä fi. xverben, deren Bedeutungen mit den Aspekten BEGINNEN, AUFHÖREN oder 

KAUS definiert werden, sind keinesfalls die Ableitungen der -ung-Bildungen möglich, 
wobei die -ung-Bildungen aus den Aspektverben mit KOMM- DAZU, BEWIRKEN [KOMM

DAZU] unproblematisch schei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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