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어 통사쿠조의 기계적 분석을 

위한 기초연쿠* 

신 수 ζf:. 
。

본 논문의 연구목척 은 어 휘 기 능문볍 (Lexical Functional Grammar: LFG) 

이론에 의하여 독일어 통사흔 연구에서 중요시되는 수동화현상， 통제현상 

및 의문문이나 주제화문에서 볼 수 있는 버제한척 의존현상융 기술하고 이 

러 한 현상을 기 계 적 으로 분석 가능한 식 별문법 (Erkennungsgrammatik)올 제 

시하려는 데 있다. 본 논문은 1， 1 부로 구성되어 있는데부에서는 독일 

어 통사구조 기술을 위해 어휘기능문볍이흔의 형식청 (Formalismus)을 검토 

하고 이 이론을 독일어 수동화현상을 기술하는 데 이용하려고 한다. 본 논 

문의 제 R 부에서는 주제화(Topikalisierung)나 의문사구이동에 관한 벼제한 

적 의존혐상올 역시 어휘기능문법이론으로 기술하고 이들 현상을 기계척으 

로 분석가능한 식별문법의 알고리즘을 제시할 것이다. 

1. 톡잃어의 어순과 구조적 륙형 

독일어의 제반 통사혐장을 어휘기능문법이론으로 기출하기 위한 작업에 

선행해서 우리는 독일어가 어떤 유형의 어순을 갖는 언어언가 그리고 폭얼 

어가 어떤 구조적 특성을 갖는 언어언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전자의 운 

제는 독일어의 부문장이 S(ubjekt)-O(bjekt)-V(erb)어순을 나다내고 주문장 

이 S-V-O어순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루어 두가지 종류의 어순올 모두 허용 

하는 통사규칙을 설청할 것언가 아니연 이 두 어순 중 어느 하나의 어순을 

기본어순으로 청하고 다른 하나의 어순을 유도할 것언가 하는 문제와 관련 

된 다. 변형 문법 론자들(Fanselow 1983, 1987, StechowjSternefeld 1987)은 독 

일어의 어순이 S-O-V어순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경험척 증거틀을 다 

음과 같은 예문들을 가지고 제시하고 었다. 

(1) (a) Hans traf gestern das Mädchen. 

(b) daß Hans gestern das M낄dchen traf, ... 
(c) um das M힐dchen zu treffen, ... 

* 본 논문은 대학발전기금 대우학출연구비 지원에 의해 완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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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독일어의 부운장이나 부정사구문에서 동사의 보족어는 부문장 흑 

은 부청사구문의 끝에 나타나는 똥사에 인첩하여 바로 그 앞에 나타난다. 

이려한 현상은 보족어와 핵심어가 서로 인접하고 있는 독일어의 부문장이냐 

부청사구문이 인접조건을 만족시키는 기본어순으로 가정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둘째， 동사가 취하는 전치사쿠의 보족어가 푸문장의 경우 동사에 

인첩해 있지만， 주문장의 경우 동사가 독일어 어순의 특성인 정동사 두번째 

위치 조건에 의해 보족어와 분리되어 있다. 

(2) (a) daß Hans den ganzen Tag auf die Fraμ wartet, 
(b) Hans wartet den ganzen Tag aμif die Fraι. 

이 관계는 독일어의 부문장의 어순이 기본어순이라는 가정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한다. 셋째， 독일어에서 폴 수 있는 분리전철이 부문장의 경우 동 

사와 결합되어 있지만 주문장의 경우 문장 끝에 위치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 

아 부문장이 기본어순언 것으로， 그리고 주문장이 정동사 두번째 위치 조건 

에 의한 통사의 이동으로 유도된 것으로 가정하게 된다. 

(3) (a) Der Zug nach Hamburg kommt eben auf dem Bahnsteig 7 an. 

(b) Weil der Zug nach Hamburg eben auf dem Bahnsteig 7 

ankommt, 

넷째， 언어습득의 젤명과청에서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 명령문의 형태는 

Object-Verb 어 순(예 : Fenster zumachen! Karten spielen! Tür schließen! 등) 

언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부문장 어순이 기본어순이 되어야 한다고 변형문법 

론자들은 주장한다. 그러 나 s-O-V어순을 기 본어 순으로 가청 할 때 독일어 

부문창올 기술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도 독일어의 주문장 어순을 유도하거 

위해 갱통사가 문장의 두번쩨 위치로 이동하는 변형을 천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변형은 특챙범주가 이동되고 난 후의 공법주(leere Kategorie) 

를 가청하게 되는데， 이 공법주는 자연언어의 기계척 분석에 있어서 크나큰 

부담을 주게 된다는 사실이 공법주를 처리하기 위한 천산언어학의 그동안의 

연구결과에서 밝혀지게 되었다. 따라서 변형문법혼자플이 언간의 언어슐득 

이나 언어구사능력의 문제를 절명하기 위해 제시한 변형이라는 수단이 매우 

타당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현채의 전산언어학척인 업장에서 자연언어의 기 

계척 분석올 위한 수단으로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다음에는 앞서 언급한 독일어의 구조척 특정을 논의하여 보자. 독일어가 

영어와 같이 형장구조를 갖는 언어인가 아니면 국어냐 일본어쳐렴 격체계가 

발달펀 비형상구조의 언어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는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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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연구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독일어가 형상구조의 언어 

라고 하는 사실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첫째， 주어와 목적어 

가 구조척으로 비대칭성을 이룬다. 

(4) (a) Hans kauft sich ein Kugelschreiber. 
(b) 홉Sich kauft Hans ein Kuge1schreiber. 

(5) (a) Maria wäscht sich den ganzen Abend. 
(b) *Sich wäscht Maria den ganzen Abend. 

독일어가 형상구조라고 하는 두번째 증거는 독일어의 부정사구문에서 주 

어 자리만이 영어에서와 마찬가지로 PRO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형상구조 

를 갖는 언어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 현상으로 비형상구조를 갖는 언어(예 : 

Malayalam어)에서 PRO가 주어나 목적어 어느 위치에도 나타날 수 있거나 

혹은 전혀 PRO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예 : 라틴어)와 대조를 이룬다. 

셋째 독일어의 수동화현상은 소위 변형문법이론에서 말하는 NP-이동 의 

존정을 보이는데 이는 형상구조를 갖는 언어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왜냐하면 비형상구조의 언어에 있어서 주어와 목적어 간에 위계상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성분통어 (c-command)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만 

얼 독일어가 비형상구초의 언어라고 가정한다면 수동화에 있어서 목적어 자 

리에 있는 NP가 주어 자리로 이동할 경우 이 NP는 대용어 (Anapher) 기능 

을 갖는 자신의 흔적에 의해 성분통어되무로 항상 비문법척인 문장이 유도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이다. 따라서 목적어 위치에 있는 NP가 주 

어 위치로 이동할 경우 주어-목적어의 위계장의 차이로 주어 위치에 있는 

NP가 목적어 위치에 있는 자신의 흔적을 성분통어할 수 있지만 역으로 목 

척어 위치에 있는 흔적이 주어 위치에 있는 자신의 선행어를 성분동어할 수 

없게 되묘로 변형문법의 결속조건이 만족된다. 이러한 변형문법이론의 독일 

어 기술에 대한 연구결과는 독일어에서 주어 위치를 운장에서 특수한 위치 

로 고청하고 주어를 다른 보족어들과 구별하게 하는 VP법주 설청의 타당성 

을 말해주고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독일어의 어순문제와 통사구조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변 

형이라는 수단과 공뱀주가 자연언어의 기계적 분석에 효과적인 장치가 훨 

수 없다면 우리는 가능한 독일어의 표충통사구조의 유도를 허용하는 문법이 

론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 논운에서는 바로 이러한 다양한 표충통사구조 

(constituent-structure : c-구조)를 허 용하고 이 통사구조에 언어 보펀적 인 문 
법기 능어 , 예 플들어 SUBJ, OBJ, OBL" XCOMP 퉁이 부과되 어 유도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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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구초(functional-structure : f-구초)에 의 해 문장의 의 미 를 파악할 수 있 

게 하는 LFG이론을 수용하려고 한다. LFG이콘에서는 언어마다 상이한 표 

충통사구조로부터 언어보펀적인 기능구조가 유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농구조가 언어보펀척인 의마해석의 업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독일어의 

통사구초를 기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나 독일어의 통사구조를 국어나 

기타 다른 언어로 자동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언 수단을 제공할 

것이다. 

2. 어 휘 기 능문법 이 론으.J Formalismus 

독일어의 통사구조 분석을 위해 LFG이론을 수용함에 있어서 우리는먼저 

LFG의 표충구성 구조안 c-구초， 기 능구조언 f-구조의 구조기 술과 이들의 사 

상(Abbildung)관계를 논의할 필요가 었다. 먼저 c-구조의 특성은 변형문법 

에셔의 수형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구성구조에 주어진 정의와 동일한 

정의가 척용된다. 

(6) 구성구조 A는 다음의 수학적 배치도(Konnguration)를 나타낸다. 

--유한수의 교점들의 집합 K 
--유한수의 명 칭 (Etikette)들의 집 합 Q 

--선후관계 (Präzedenzrelation) < 드 KxK 

-- 명 칭 함수(Etikettierungsfunction) À : K• Q 

- - Mutterfunction M: K• K 

또한 구성구조는 다음의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i) 단일근원범주조건 :모든 교점들을 관할하는 유일한 근원법주가 
존재 한다 : (HxεK)(VyεK)(X， y)ED(ominanz) 

iD 배제조건 : 션후관계에 있는 교점들은 서로 관할하는 경우가 없 
다 : (Vx， yεK)(((X， y)EP V (y， x)든P)+-→ ((x， y)풍D^(y， 

X)훨D)) ， P=Präzedenz 

파i) 교차금지조건 : 구성구조에서 교첨들을 잇는 선들이 서로 교차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 : (VW, x , y , zEK).(((W, X)EP / \ 

(w， y)εD ̂  (x， z)ED)→(y， Z)εP) 

구성구조에 관한 청의 (6)에 의해 다읍 구조는 일련의 등식에 의한 명제 

로기술된다. 

(7) A k1 

----------B k2 C k3 

----------D k, E 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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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À(k1)=A 

À(k2)=B 

M(kz)=k1 
M(ka)=k1 

M(k4)=k3 

ka<k3 

k,<ks 

다음 f-구조의 특성을 논의하여 보자. 

(9) S : 기호들의 첩합 

F: SV(S• F) , 이때 F는 f-구조의 칩 합 

즉 f-구조는 기 호들의 집 합이 거 나 기호로부터 다시 금 f-구조로 사상하는 

함수이다. f-구초가 기호들의 접합이라고 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은 둥식이 

성 립 하기 째 문이 다(Kaplan 1987). 

(10) (f S) = V iff. (S V) ef 

(9), (10)의 정 의 에 따라 다음과 같은 f-구조를 생 각해 볼 수 있다. 

(11) (a) 11 r u 

IX 

(b) Il(ι)-/2 

11(X)-Y 

la(ν)=t 

12(r)=s 

이 상에서 우리 는 LFG의 c-구조와 f-구조의 통사척 특성을 등식으로 나타 

낸 명제기술로 설명하였다. 

LFG가 다른 문법이흔에 비하여 독일어 통사구조의 기계척 분석에 기여할 

수 있는 형식상의 이유는 변형생성문법이론에서 성분통어 (c-command) 관계 

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언어현상들을 기능어정분통어 (f-command)로 설명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올 보자. 

좌 [: 
『l ’ ’ ’ 

l 
l , 
--l 

l 

」

’ ---’ 
’ ’ 
」

‘ ‘ 
. ‘ 

y 

(12) (a) Sich; selbst vor den Feinden zu verteidigen klappte Hans; 
nicht. 

(b) Sich; ein Auto zu kaufen ist Hans; nicht. möglich. 

(c) Sich; zu waschen ist für die kranke Fraul sehr anstrengend. 

(d) Mit Paula über sich; zu sprechen macht Hans; SpaB. 

예운 (12a-d)에서 대용어 sich;와 공지시 관계에 있는 션행어의 컬속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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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변형문법이흔으로 기 술하는 데에 운제가 있다. 즉 다음과 같은 (12a) 

의 D-구조에서 선행어가 대용어 칠- 성분통어할 수 없기 때문에 결속이폰 

CBindungstheorie)의 조건 A를 위 배 하게 되 어 비 운법 적 인 문장이 되 어 야 함 

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인 문장이 되는 것을 변형문법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 

다 

(1 3) 

~-----

ga 

뾰
|
 삐 

[NP‘ HansJ는 VP, S를 넘 어 [NP‘ sichJ를 성 분통어 할 수 없기 때 문에 결 

속이론으로는 구조 (1 3) 이 비문법적인 구조이고 따라서 예문 (12a)가 비문 

법적인 문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인 문장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LFG의 f-구조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c-구조 (1 3) 

에 해 당하는 f-구조는 다음과 같다. 

OBL‘ ORíKASUS 
I PRED 
I OB] 

OB]~ [" PRED ‘ HANS’]

PRED ‘KLAPPEN <C • SUB])C • OB]) ) ’ 

S빠 표RED 'PR단 

OBJ f$짧iV) PRO] 

?fgtg ‘LC짧C] 

(1 4) I SUB] 

f-구조 (14)에 서 OBJ"는 SUBJ.s를 다음 청 의 에 의 해 기 능어 성 분통어 함a 

로써 대용어의 결속이 이루어져 문법척이다. 

l 수형도 (13)에서 NP밑에 S를 결지 않고 VP를 걸게 펀 이유는 c-구조를 변형문 

법의 심충구조와는 달리 표충어순에 근저한 구조로 보기 혜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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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 만얼 A (ntezedenz)가 [PRED ‘PRO’, U+] 자질을 갖는 P 

(RO)의 통제 자로 가정 할 경 우 A는 P를 f-통어 하여 야 한다. 

(ii) A가 P플 f-통어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a) A의 f-구조가 P의 f-구조괄 포함하지 않고， 

(b) A의 f-구조를 포함하는 모든 f-구조가 역 시 P의 f-구조 

를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 

즉 f-구조 (14)에 서 선행 어 A에 해 당하는 OBJ"의 f-구조는 P에 해 당하는 

SUBJ.s의 f-구조를 포함하지 않기 때 문에 기 농어 성 분통어 조건 (a)가 만족되 

고 OBJ"의 f-구조를 포함하는 모든 f-구조(여기서는 문정전체의 f-구조)는 

역시 SUBJ.s의 f-구조를 포함하기 때 문에 기 능어 성 분동어의 두번째 조건을 

만족시켜 선행어인 Hans가 PRO로 나타난 대용어인 sich플 결속하게 되므로 

문법척이다. 이처럼 변형문법의 정분풍어 개념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대용 

어 결속현상이 LFG의 기능어성분통어로절명될 수 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 변형문법의 성분통어로 설명될 수 있 

어도 LFG의 기능어성분통어로 설명될 수 없는 현상들이 보다 더 일반적인 

언어현상이라는 사실이다. 다음 예를 보자-

(16) (a) Hans verdächtigte sich. 

(b) Die Kinder lieben sich. 

(c) Peter und Inge sckenkten einander keine Aufmerksamkeit. 

(d) Die Kinder lieben einander. 

(17) (a) 훌Sich verdächtigte Hans. 

(b) *Sich lieben die Kinder. 

(c) *Einander schenkten Peter und Inge keine Aufmerksamkeit. 

(d) 훌Einander lieben die Kinder. 

독일어에서 상호대명사와 재귀대명사가 주어의 정분통어 영역에 나타나야 

만 문법척이고 그렇지 않올 경우 비문법척이라는 사질은 앞서 독일어의 통 

사구조가 형상구조라고 하는 논의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비대청성을 이푼다 

는 정을 틀어 절명한 바 있다. 이쳐럽 통사구조(c-구조)에서 성분통어 관계 

로 설명되는 결속현상은 그러나 Bresnan(1982)의 f-구조에서 기능어정분통 

어 관계로 파악될 수가 없다. (16a)의 f-구초를 가지고 이 관계를 절명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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聯뻐
 聊

F’’’’’’!’’’’

l’
ll’,,‘ 

t
μ
 

매
 
/
l、삐

 

/
l、 12 [PRED ‘HANS’] , 

‘VERDÄCHTIGEN (( • SUBJ) ( Î OBJ))’ l 
15 rPRED ‘PRO’ 

L (reflexiv) J J 

f-구조 11에 서 SUBJA의 12는 정 의 (15 ii)에 의 해 OBJB의 파를 커 능어 정 

분통어 한다. 그러 나 역 으로 OBJB의 15가 SUBJA'의 i2를 기 능어성 분통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사쿠조상에서 정렵하는 성분통 

어 개념A로 설명되어야 할 결속문제는 f-구조상에서는 기농어정분통어 개 

념으로 파악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첨은 그 후 Kaplan(1987)에서도 지척 

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Kaplan에 따라 다음의 c-구조와 f-구조를 대웅시 

키는 함수관계와 역함수관계를 파악해 보자. 

먼저 c-구조의 각각의 교점융 f-구조로 대응시키는 함수를 @로 나타낼 때 

예문 (16a)의 c-구조를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의 값은 다음과 같은 구조 대 

응￡로 나타낼 수 있다. 

(1야 (a') 一껴--‘ 
응 k) ') I1 I SUBJA7 /2 [PRED ‘HANS’] 

/\ ~/31 PRED ‘VERDÄCHTIGEN (( • SUBJ) 
’ 、 ~-r- I (i OBD) 

NP k. VP k," ----.14 I ~ __ -'-'- ___ :7'1 
-ι A.나~' ’ I OB}s 15 I PRED ‘PRO' ‘ | 

..-:~’” ’ /' L(reflexiv) -' V k/' NP ks ‘ / 1...-"- ------- - , 

c-구조로부터 f-구조로의 사상은 onto 함수이 지 만 1 : 1 대 웅합수가 아니 

라는 것은 (16 a')에서 교정 k1, k3, k，가 통일한 f-구조인 지， 13， 껴‘로 사장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려한 대웅함수는 주어가 표충구조상에 나타나지 

않는 예문 (12 a-d)의 문법척 관계를 기술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고 본다. 

문제는 문법적 기능어들의 관계가 아니라 성분통어에 의해 구조적으로 파악 

되는 결속현상을 f-구조상에서는 파악될 정질의 것이 아니기 째문에 목척어 

가 주어에 의해 결속되기 위한 조건이 주어지기 위해 f-구조장에’ 나타난 푼 

볍 기 능어의 f-구조들을 역 함수블 이 용하여 c-구조상으로 되 돌려 사장시 키는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형식화해보자. 

(18) li<f!; g.d.w. für alle kiεcþ-1(li) und für alle kjEcþ• (lj), ki<kj 

이제 청의 (18)에 의해 f-구조로부터 역함수 적용에 의해 얻게 되는 c-구 

조상의 모든 교점들이 선후관계에 었다면 개개의 문법기능어의 f-구조도 f

구조상에서 선후관계에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정의 (18)을 (16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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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여 보면 다음 결과를 얻는다. 

(19) (a) k2<k3, k4<k5, k2<k4, k2<ks 

(b) 다음은 (16 a')의 장이한 f-구조인 죄， /2.1능에 역함수 rþ-l를 적 

용하여 얻는 결과를 보자. 

i) rþ-l(.죄)=k1， k3, k4 C': 11-，강-:/4) 

rþ-lCf2)=k2 

k1<k2(비 교할 수 없음 x) 

k3<k2(x) 

k4<k2C비교할 수 없음 x) 

iD rþ-l(/1)=k1, k3, k4 

rþ-1σ~)=k2 

k2<k1( 131 교할 수 없음 x) 

k2<k3CO) 
k2<k4(O) 

(19 b i)에서 죄을 논향으로 취하는 역 함수의 값언 교정 k1. k3, k4가 모두 
좌를 논항으로 취하는 역 함수 값인 k2를 선행하지 못하무로 11<， /2가 성 렵 
하지 뭇한다. (19 b ii)에 서 도 강를 논향으로 취 하는 역 함수 rþ-1의 값언 교정 
k2카 11을 논항으로 취 하는 역 함수 </>-1의 값인 교점 klo 월 k4를 모두 다 선행 

하지 봇하므로 12<， /1이 성 렵하지 못한다. 이 장과 같은 방볍 으로서 11<' 

15, 15<, 110 15<' 12가 정 렵 하지 못하고 12<, 감만이 성 렵 하게 되 는 결과 
를 갖게 되 는데 이 는 f-구조상에 서 오직 SUBJA가 OBJB를 f-션행 할 수 있 

는 경우를 말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f-구조장에서 파악될 수 없는 문볍 

기능어들의 선후 관계가 역함수 관계를 이용하여 c-구조상에서의 선후 관 

계로 파악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Bresnan(1982)의 문제첨이 보안되고 

LFG이흔이 독일어의 통사구조 분적에 적절히 이용휠 수 있음이 밝혀진 셈 

이다 2 이제 이러한 LFG의 이론적인 커초위에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독일어의 수동화 현상을 기술하기 위한 어휘규칙을 논의하려고 한다. 

3. 어휘규칙 

종래의 변형문법이론과 지배와 결속이론에서 통사규칙으로 커출하여 왔던 

많은 언어현상을 어휘규칙으로 기술할 수 있음이 LFG이론에 의해 제시되었 

는데 이플중 어휘규칙으로 기술하는 대표적언 한가지 예가 수동화현장이다. 

2 Kaplan(1987)에서 이려한 역합수 관계는 자연언어의 기계척 분척에 있어서 c
, 구조로부터 f-구조로의 사장융 고려 할 것이 아니 라 c-구조와 f-구조를 통시 에 고려하 
기 휘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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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의 어휘적 분석은 역샤적으로 여러 사람에 의해 시도되었는데 그 대표적 

인 예로 Shopen(1972) , Freidin(1974) , Brame(1976, 1978), Bresnan (I 976, 

1978), Wasow (1978, 1980), Höhle(1978) 둥이 있다. 

지배와 컬속이론에서는 수동화 현상율 변형 (Beweg-a)과 흔적이흔(Spuren

Theorie) 및 격이론(Kasus-Theorie)과 같은 일종의 원리들의 복합작용￡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리들을 이용한 지배와 결속이론에서는 수동화 

현상을 통사척 구구절의 변형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LFG에서는 수동동사 

의 문법적 관계변화로서， 즉 어휘항목에 기재된 술어-논항 구조에 부여된 

SUB]， OBJ와 같은 문법적 기능어의 관계가 바뀌어 지는것으로서 파악하게 

된다. 어휘항목의 술어-논항 구조는 한펀으로는 [AGENT] , [PATIENT] , 

[INSTRUMENTAL] 둥과 같은 의마역·기능(Thematische R이le)에 대응되 

고 다른 한펀으로는 SUBJ, OB] 둥과 같은 문법척인 기능어에 관련된다. 그 

러냐 SUBJ, OBJ 둥과 같은 문법기능어가 항상 [AGENT] , [PATIENT] 

둥과 같은 의미역 가능에 1대 1 대응관계를 갖는 것이 아닝을 우리는 주어 
장송， 허사 es의 도엽， 수동화 풍으로 인하여 의마역 기능이 없는 혹은 의 

마역 기농이 바꾸어진 SUBJ， OBJ 동의 문볍기농어들을 봄으로 알 수 있다. 

따라셔 LFG에서는 문볍척 껴능어가 갖는 의미척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고 

오히 려 이 문법적 기 능어 들이 표충구성 구조(c-structure)와 술어-논항의 의 

미구조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는 데 이론의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문법 

적 기농어들은 표충구조의 통사범주와 항상 1대 1 대웅관계를 나타내고 있 

지 않다. 왜냐하면 모든 언어의 표충통사구조는 다양해서 어떤 문볍기능어， 

예를 플연 SUBJ는 영어의 경우 구조적으로(즉 S에 직접 관할되는 NP) 파 

악되 지 만， Welsh의 경 우 표충구조의 위 치 (즉 동사다음에 오는 NP)로， 그리 

고 국어와 일본어의 경우 형태소격으로 파악되기 째문이다 3 역으로 장이한 

문법기농어들이 동일한 표총구조의 통사법주에 대용되는 많은 예를 독일어， 

영어 등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언어의 문법은 언어 보펀적인 문법기능 

어들을 해당 표총통사구조에 일치시키는 언어 특유의 규칙을 필요로 하게 된 

다. LFG는 여러 언어의 다양한 표충구조의 수동화 현장을 언어 보펀적인 

문법척 기농어 들의 관계프로 포착함으로써 수동화의 보펀척 의미 를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검에서 변형문법이론이나 지배 • 컬속이흔보다 우세하다고 

하며， 따라서 언간의 자연언어 능력에 관한 보다 절명적언 이론이 될 수 있 

다고주장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독일어의 수동화현상플 어휘규칙으로 절명하기 위하여， 다픔 

과 같은 단순한 능동-수동 구문의 문법적 관계 를 논의하려고 한다. 

3 국어의 통사구조기술에 관한 LFG이흔의 적용윤 신수송(I988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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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Das Kind verehrte den Elefanten. 
(21) Der Elefant wurde von dem Kind verehr t. 

먼저 능동문 (20)은 다음과 같은 c-구조플 갖는데，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 
해 구체적인 어휘항목의 내용은 생략하기로 한다. 

(22) 

( • SUB]) = • 
NP V 

T J「(「 = i • 느 • ( i OBJ) =-= • 
Dct N V ~ 

dls Kl!1d vere!1rtc f = • Î = • 
N 

Elefanten 

c-구조 (22)에 는 동사 verehrte의 어 휘 항목 (a)가 다음과 같이 

의 의미구조 (b)와 연결된다고 가정한다. 
술어-논항 

(23) (a) verehrte V ( • PRED) = ‘VEREHREN(( • SUB]) ( • OB])) ’ 
SUB] OB] 

(b) ‘VEREHREN (Arg 1, Arg 2ì ’ 

[AGENT] [THEME] 

어휘항목 VEREHREN의 첫번째 논항은 문볍기능어 SUB]에 대응되고 두 

번째 논항은 OB]에 대 웅된 다. 이 제 c-구조 (22)에 주어 진 기 능도식 과 어 휘 

정 보 (23)을 이 용하여 KaplanjBresnan (I 982)에 따라 f-구조를 제 시 하띤 다 
음과 같다. 

(21) SU B] 

OB] 

TEMI ’ 
PRED 

I DE F 
I SPEC 
I 1’RED 
μKAS 

I DEF 
I SPEC 
I PRED 
I KI\ S 

-1’RAS 

] 
den 
‘ELEFANT’ | 

^KK 

(IJs 

‘ KIND ’ 

NOM 

‘VEREH REN(C • SUB]) ( i O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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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는 예 문 (21) 수동문장의 c-구조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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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c-구조 (25)로부터 f-구조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어휘항목의 정1보가 

필요하다. 

(26) (a) wurde: V ( • TEMP) = - PRAS 

( • SUBJ NUM) = SING 

( • SUBJ PERS) = 3 

( • PRED) =‘WERDEN(( • VCOMP)) ( • SUBJ)’ 

( • VCOMP SUBJ) = ( • SUBJ) 

(b) verehrt : V ( • PRED) = ‘VEREHREN(( • OBLAG)( • SUBJ))’ 

OBLAG/ cþ SUBJ 

(b') ‘VEREHREN <Arg 1, Arg 2) ’ 

[AGENT] [THEME] 

이제 c-구조 (25)에 주어진 기능도식과 어휘갱보 (26)을 

(21)의 f-구조를 유도하연 다음 (27)과 같다. 

앞의 c-구조 (22)과 (25)을 비교하여 보면 어휘항목에 부여된 문법기능어 

가 직접 c-구조에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c-구조에 제시된 문법기능 

어들은 결코 특정 통사규칙에 의해 변경되거나 유도되지 않는다. 이처렴 문 

예운 이용하여 

4 동사이외의 다픈 몽사범주에 대 한 문멤기 능이 부과는 동사와 통일한 "J-번으쿄 

진행완다. NP와 N, PP와 P, AP와 A는 각각 미1 타연항 • = ↓의 관계로 통일한 f-구 
조를 갖게 되며， 예 릎 을어 das Kind는 • PRED= ‘KIND’, • NUM=SG , • GEN= 
NEUT, • KAS = NOM 등의 어 휘 적 청 보가 그대 로 통사구조인 c-구조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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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SUß} UιF 

11 I? 
SPEC ‘DER’ 

E ‘~ ~ 
J~ !:l “ 

I ’REO ‘ELEFANT’ 
/ 6 14 

NUM SING 

PER ’:1 

PR ED ‘WERDEN( (/6 VCOMP) ) (/6 5UB]) ’ / 

TEMP - PRA5 / 
/ 

VCOMP |l「SPOURBBELJDAC ‘ - ---- -" 
” ‘VEREHREN ( (/130BLA<:), (/13 SUB]))’ 

AS VON 

18 I DEF 

SPEC ‘DEM’ 

PRED ‘KIND’ 

K^ S DAT 

법기능어를 어휘항목에 제시된 데로 c-구초에 직접 반영하는 것을 Bresnanj 

Kaplan(1982)에 따라 문법 기 능어 의 직 접 통사구조 부과(direkte syntaktische 

Enkodierung) 라고 정 의 하자. (22)과 (25)의 c-구조에 서 능동동사와 수동분 

사는 각각 어휘항옥 (23) , (26)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은 정 보에 따라 문법적 
기능어들을 직접 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독일어의 수동화 과정에서 다 

음과 같은 문법적 기능어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다. 

(28) (a) ‘VEREHREN ( ( • 5UB]) , ( • OB]) ) ’ 

[AGENT] [THEME] 

(b) ‘VEREHREN (이 ORLAG싸 ( • SFBJ) >’

[AGENT] [THEME] 

능동동사의 문법척 기능어들이 솔어논항의 의미구조에 대응되는 관계가 

(28a)이고 수동분사의 문법적 기능어들이 솔어논항의 의미구조에 대응되는 

관계가 (28b)라연 능동통사의 [THEME]-의미역을 갖는 OBJ가 수동분사의 

[THEME]-의마역을 갖는 5UB]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그라고 능동동사 

의 [AGENT]-의미역을 갖는 SUB]가 수동분사의 [AGENT]-의미역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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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OBLAG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동화 규칙은 통샤규칙으로서 

가 아니과 능동동사와 수동분사가 나타내는 어휘항목의 문법적 기능어의 관 
계로 파악하는 어휘규칙으로 간주된다. 독일어의 수동화 현상율 어휘규칙으 

로 나타내연 다음과 같다. 

(29) (a) 문법척 기능어의 변화 : 

(SUBJ)• (OBLAG) /Ø 
(OBJ)• (SUBJ) 

(b) 동사 형 태 소의 변화 :V• V[PARTJ 

다음은 수동조똥샤 wird의 어 휘 항목에 ( • VCOMP SUBJ)=( • SUBJ)와 

같은 등식관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장전체의 SUBJ가 바로 VCOMP 

의 SUBJ가 된다. f-구조 (27)에서 화살표 →는 바로 이와 같은 관계를 나 

타낸다. LFG의 수동화현상에 관한 이 와같은 분석 방법 은 능동동사의 목적 어 

가 수동분사의 주어로 되는 것이 통사구조의 목적어 위치에서 부터 주어의 

위치로 옮격가는 이동변형 (Beweg-a)으로 절명하는 표준변형문법이론이나 

지배 ·결속이론과는 달리， 어휘부에서 어휘규칙에 의해 포착되고 있다는 데 

큰 차이가 있다. 이와같이 어휘부가 제시한 청보는 문장의 f-구조에 반영되 

어 문장전체의 의미를 파악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제 능동문의 f
구조와 수동문의 f-구조를 보면 능동동사의 SUBJ [AGENT]가 수동분사의 

OBLAG [AGENT]로 그리 고 능동동사의 OBJ [THEME]가 수동훈사의 SUBJ 

[THEME]으로 바뀐 (29)의 수동화규칙 이 들어 맞는 것을 알 수 있다. 

4. 수동화 협상과 어휘규칙 

본장에서는 수동화 현상이 NP-이동에 의한 통사규칙야 아니라， 어휘부에 

서 능동동사와 수동분사의 어휘적 관계에 의한 잉여규칙으로 기술되어야 한 

다는 앞장에서 논의 한 LFG의 주장올 수용하여 독일어의 수동화 규칙 에 관 

한 구체적인 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수동분사가 형용사척으로 사용되 

기 해 문에 통사법 주를 바꾸는 조어 규칙 (Wortbildungsregel)의 적 용을 받는 

다는 가정을 설청할 때， 자연언어의 규칙체계 가운데 엄격히 구분되는 통사 

척， 어휘척， 음운적 규칙체계 중에서 어휘적 제약을 따르는 어휘부의 수동 

영여규척이 어휘규칙에 속한다는 결흔에 이르고자 한다. 

다음 예문들은 수동문장과 완료문장을 제시한 것이다. 

(30) (a) Hans wird von Maria geliebt. 

(b) Hans hat Maria .geli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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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a) Das Buch wird von Peter auf den Tisch gestellt. 

(b) Peter hat das Buch auf den Tisch gestellt. 

(32) (a) Das Buch wird von Maria gebracht. 

(b) Maria hat das Buch gebracht. 

(33) (a) Das Fenster wird von Hans geschlossen. 

(b) Hans hat das Fenster geschlossen. 

(34) (a) Das Kind wird von dem Vater gerufen. 

(b) Der Vater hat das Kind gerufen. 

(35) (a) Der Preis wird erhöht. 

(b) Man hat den Preis erhöht. 

이상의 예문들 중에서 형태상으로 볼 째 (30) , (31)은 수동분사와 완료분 

사 geliebt, gestellt가 어근(Wurzel) liebv, stellv과 첩 두어 --어 미 ge+V+t 

의 결합으로 유도된 경우이고， (32)는 어근 bring의 간모음 변화형 (Ablaut) 

brachv와 첩두어--어미 ge+V+t의 결합으로 유도되고， (33)은 어근 

schU때의 간모음 변화형 schlossv와 접 두어 --어 미 ge+V+en의 결 합형 으 

로， (34)는 어 근 rιifv와 접 두어 --어 마 ge+V+en의 결 합으로， 그리 고 마 

지 막으로 (35)는 어 근 erhöhv와 어 마 t의 결합으로 유도된 경 우이 다. 

표준변형생성문볍 이론에서는 동사의 형태가 자기가 나타나는 표총통사구 

조의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가리키기 해문에 동사형태롱의 변형척 설명은 

변형자체가 형태소 자질을 더하거나 바꾸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LFG 

에서는 동사가 자기가 나타나는통사구조의 운법적 관계를직접 부여하고 통 

사구조는 동사의 어휘형태와 관련되어， 즉 통사자질을 바구는 따위와 같은 

변형이 없기 때운에 상당히 제한척언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사의 어휘항목은 

단순히 어근(Wurzel)이나 어간(Stamm)에 대한 형태소적 정보만을 제공한 

다. 예를들어， 청형통사의 형태가 무표적 (unmarked)인 경우 1인청이 -e, 2 

인청이 -st, 3언칭 및 복수 2인칭이 -t로 접미사 첨가규칙에 의해 제공된 

다. 몇가지 대표적인 독일어 동사의 언청에 따른 어미변화를 제시하여 보자. 

(36) -t : [V_J VI:FINJ, TEMP= + PRAS 

[(SUBJ PERS)=3n (SUBJ NUM)=SIG] U 

[(SUBJ PERS)=2n (SUBJ NUM)=PLURJ 

(37) -te : [V_J V I:FIN), TEMP= - PRAS 

[(SUBJ PERS)=lU3Jn 

[(SUBJ NUM) =SIN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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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V: [_JnFIN], TEMP=+PRAS 

[(SUB] PERS) = 1 U 3J n 
[(SUB] NUM) =PLURJ 

(39) (a) ge-t : [_Vcsl_JvrPART], wobei VCSlε (VnUVm) 
(b) ge-en: [ __ VCsl __ ]vrPART], wobei VCSlε (VnUVm) 

(c) -t : [VCsl __ JvrPART] 

규칙 (39)에서 Vn은 어근과 동일한 동사들의 집합올 Vm은 간모음 변화 

형 (Ablaut) 동사들의 집 합을 나타낸다. 즉 (39a)는 (30) , (31), (32) 를， (39 

b)는 (33) , (34)를， (39c)는 (35)를 포콸하고 있다. 물흔 규칙 (39)로써 유 

도되지 뭇하는 불규칙적인 경우는 사전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규칙 (39)가 

척용되어 유도된 완료분사의 어근형태가 어떤 어휘항목.2...로 기술되는 가를 

보자. 

(40) lieb- : V, ‘LIEBEN<(SUB]) , (OBJ))’ 

(41) stell- : V, ‘STELLENKAUS<(SUBJ), (OB]) , (PCOMP)) ’ 

(42) schließ- : V, ‘SCHLIESSEN<(SUBJ), (OBJ))’ 

(43) ruf- : V, ‘RUFEN<(SUBJ), (OBJ))’ 

(44) erhδh- : V, ‘ERHÖHENKAUS < (SUBJ), (OBJ))’ 

이들 동사들로부태 수동분사를 유도하는 어휘부의 영여규칙 (29a， b)에 의 

해 수동분사의 어 휘 형 태 를 유도하면 다음과 같다. 

μ5) [ge-lieb-tJvrPART], V, ‘LIEBEN<{CO많AG)} ， (SUB])) ’ 

(46) [ge-stell-tJvrPART], V, ‘STELLEN < f (OBLAG) 1., (SUBJ) , 
1. ø f (PCOMP))’ 

(47) [ge-schloss-er파ART] ， V, ‘SCHLIESSEN < { (0뽕AG) }, (SUBJ)) ’ 

(48) [ge-ruf-enJvrPART] , V, ‘RUFEN<{(O떻AG)} ， (SUBJ))’ 

(49) [erhöh-tJvrPART] , V, ‘ERHδHEN<{(O않A하 }' (SUBJ))’ 

이 상에서 본 독일어의 수동분사는 OB1AKK를 취하는 다통사로부터 유도되 

었다. 여기서 우리는 수동분사를 완료분사로부태 구분시켜 주는 어휘척 갱 

보가 펄요하다. 완료분사와 수동분사의 차이는 완료분사가 수동분사와는 달 

리 농동동사의 어휘형태를 갖는다는 첨이다. 다음의 예는 두 분사의 차이를 

명확히 드러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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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geliebtvcPART], V, ( • PRED) =‘LIEBEN<(SUBJ), (OBJ))’

( • TEMP) =PERFEKT 

. __ , V, 이 PRED) =‘LIE많N<{(O뽕펙， (SUBJ)>’ 

( • TEMP) =‘unspezifiziert’ 

즉 수동분사는 시제형태소 자질을 갖지 않기 때문에 시제를 나타내는 다 

른 동사(예를 플어 werden, bekommen, erhalten ... )와 함께 운창에 도엽되 

게 된다. 

다음에는 수동분사로부터 형용사를 유도하는 과정을 보자. 수동분사는 주 

어의 상태를 서술하는 보족어로서 형용사와 같이 사용훨 수 있다. 다음 예 

문을보자. 

(51) (a) Hans regëlt die Zeit der Uhr. 

(b) Die Zeit der Uhr wird von Hans geregelt. 

(c) Die Zeit der Uhr ist geregelt. 

(d) die geregelte Zeit der Uhr 

(52) (a) Die Regierung pflegt den Wald. 

(b) Der Wald wird von der Regierung gepflegt. 

(c) Der Wald ist gepflegt. 
(d) der gepflegte Wald 

(51b) , (52b)를 통작수동문이 라고 한다면， 이 동착수통문의 주어 는 수동 

분사를 술어로 하는 술어-논항 의마구조에서 술어가 냐타내는 어떤 행위나 

상태변화를 설제로 겪는 논항에 해당된다. 한현 (51c) , (52c)를 장태수동문 

이라고 한다연 이 상태수동문의 주어는 수동분사에 의한 동작의 완료， 행 

위， 수행 및 상태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는， 즉 수동분사를 술어로 하는 술 

어-논항 의미구조에 나타나는 논항과 같다. 

얼반적으로 독일어의 경우 상태수동문의 수동분사로부태 부가어적 형용사 

가 유도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수동분사의 통사법주가 동착수동에서는 여 

전히 동사인 반면， 상태수동에서는 형용사로 바뀐다는 주장도 다음과 같이 

형 용사의 어 간에 조어 전철 (W ortbildungspräfix) un-을 붙일 경 우 통사에 서 

는 131 문법적이지만 형용사에신 문법적인 문장이 유도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53) (a) Die Zeit der Uhr wird nicht geregelt. 

(b) 훌Die Zeit derUhr wird ungereg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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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a) Der Wald wird von der Regierung nicht gepflegt. 

(b) *Der Wald wird von der Regierung ungepflegt. 

즉 부정의미를 갖는 조어전철 un-은 (53b) , (54b)와 같이 통작수동문의 

수통분사에 붙을 경우 비문법적이다. 그러나 상태수동문에서 조어전철 un

이 수동분사와 결합할 경우 문법적이다. 

(55) (a) Der Wald ist gepflegt. 

(b) Der Wald ist ungepflegt. 

(c) Die Zeit der Uhr ist geregelt. 

(d) Die Zeit der Uhr ist ungeregelt. 

이러한 상태수동문에서 수동분사는 동사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형 

용사의 법주에 속한다. 왜냐하면 조어전철 un-은 결코 동사와 결합하는 일 

이 없고 형 용샤， 예 를 들어 lösbar, glücklich, angenehm, sichtbar, umgän

glich 둥과 같이 결합하여 다시 형용사인 unlösbar, unglücklich, unangenehm, 

unsichtbar, unumgänglich 둥을 유도해 내는 전철로 보기 해문이다. 따라서 

(55a，，-，d)의 경 우도 다음과 같이 ungepflegt, ungerege1t가 부가어 적 인 형 용사 

로 사용될 수 있다. 

(56) (a) der ungepflegte Wald 

(b) die ungeregelte Zeit der Uhr 

이상에서 우리는 능동문으로부터 동작수동문을 유도하고 또 동착수동문으 

로부터 상태수동문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 상태수동문에 나타나는 수동분 

사는 형용사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올 어휘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동사범주에 

속하는 수동분사로부터 형 용사법 주에 속하는 수동분사의 유도가 가능하며 , 

형용사범주를 갖는 이 수동분사는 부가어적언 형용사로 사용될 수도 있다. 

문제는 형 용사법 주의 수동분사가 취 하는 문법기 능어 SUBJ는 그 의미구조에 

서 항상 의미역 [THEMEJ이 할당되는 논항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다음과 같 

은 예들에서 볼 수 있다. 

(57) (a) Hans gibt Maria ein Buch. 

(b) Ein Buch wird Maria gegeben. 

(c) Ein Buch ist Maria gegeben (worden). 

(d) ein gegebenes Buch 

(e) *ein gegebenes Maria 

(57a， b)에 나타나는 농동동사와 수동분사의 어휘 항목을 보연 다음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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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a) gibt, V, ( • PRED) =‘GEBEN(( • SUBJ), ( • OB]) , ( • OB]2))’ 

[SOURCE] [GOAL] [T쇄‘f싱fJJ#싫싫싫E꾀때椰M뾰4αE 
(b) gegebe잉n찌1μ， V, (야↑ PRED) 

=‘GEBEN(( • VON OBJ), ( • OB]) , ( • SUBJ))’ 

즉 수동분사 gegèben의 〔↑ SUB])가 논항의미역 [THEME]을 할당받는 

경우 부가어적 형용사로 사용되어 문법적인 구문 (57d)가 유도되지만， 

(↑ SUBJ)가 논항의미역 [GOAL]을 배당받는 경우 부가어적인 형용사로 사 

용되는 (57e)는 비문법적인 구문이 된다. 따라서 형용사범주롤 갖는 수동 

분사는 술어-논항의 의마구조에서 반드시 의미역이 [THEME]인 논항올 

(SUBJ)로 취 해 야 한다 

수동분사의 (SUBJ)가 의마역 [THEME]을 논항으로 취할 경우 그 수통 

분사는 형용사법주에 속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다른 예를 보자. 

(59) (a) Der Hund fraB einen Apfel. 

(b) Der Hund fraB. 

(c) Der Hund wurde gefressen. 

(59a"-c)에 대 응되 는 능동동사와 수통분사의 어 휘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60) (a) fraB, V, ( • PRED) ='FRESSEN (( • SUBJ) , ( • OBJ))’ 

[AGENT] [THEME] 

(b) fraB, V, ( • PRED) =‘FRESSEN(( • SUB]) , 1>)’ 

[AGENT] 

(c) gefressen, V, ( • PRED) ='FRESSENφ， 이 SFBJ)>’

[THEME] 

(60a， b， c)에 서 의 미 역 이 [THEMEJ 인 (SUBJ)는 (c)뿐이 고 따라서 (59c) 

5 자동사의 과거품사가 부가어척인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 과거분사가수 
식하는 영사는 [THEME]인 의마역을 가져야 한다. 
예 ) der angekommene Linguist, der abgefahrene Zug, 

das eingeschlafene Kind, der losgelaufene Jun~e 둥 
그러나 일반척￡로 자동사의 과거분사는 부가어척 형용사로 사용될 수 없다. 
예 ) *der gekommene Linguist, *der gefahrene Zug, 

*der gelaufene Junge, *das geschlafene Kind 퉁 
이와 같은 현상은 과거분사 angekommen, abgefahren, losgelaufen 풍이 행위격 통 

사로부터 유도되 었고 행위격동사는 수동분사와 같은 의 미구조를 갖는다고 하는 사질 
에 기인한 것으로 섣명흰다. 신수송(1988) ， 현대독어학 p. 2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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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형용사멈추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61) (a) der gefressene Hund 

(b) *der Hund, der etwas gefressen hat 

(c) der Hund, der gefressen wurde 

즉 (61a)에 셔 보여 지 는 수동분사는 (b)와 같은 완료분사가 아니 라 (c)와 

같은 수동분사로 해석될 때에만 바로소 문법적이다. 이제 결론척으로， 동사 

법 주에 속하는 수동분사로부터 형 용사법 주를 갖는 수동분샤를 유도하는 규 

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62) Ci) 통사법주변화 : V(PARTJ-• [V(PARTJJA 

(iD 어휘형태조작 : PRED< ... (펙퇴) ... >---+ 
[THEME] 

ZUST AND-PRED< ... (SUBJ) ... > 
[THEME] 

통사범 주에 속하는 수동분사로부터 형 용사법 주를 갖는 수동분사를 유도하 

는 규칙은 분명히 어휘규칙이다. 왜냐하면 어떤 언어에서도 어휘범주를 바 

꾸는 통사규칙이 존재할 수 없기 째문이다. 또한 이 어휘규칙의 업력요소가 

되는 수통분사는 능동동사로부터 유도펀 것이기 때문에 능동동사로부터 수 

동분사를 ;유도하는 규칙도 어휘규칙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언어의 규칙체계가 음성음운규칙， 통사규칙， 어 

휘규칙， 의미규칙 둥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들 개별규칙들은 각각의 음성 

음운부， 통사부， 어휘부， 의미부 둥에서 자체 내의 제약을 받게 되지만 다른 

부문에 속하는 규칙들의 척용이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상의 논지 

로 미루어 보아 LFG이론에 의해 독일어의 수통규칙이 어휘규칙이라고주장 

할수 있다. 

이상으로써 우리는 동사법주의 수동분사가 형용사법주의 수동분사로 바꾸 

어치는 어휘규칙으로서의 수통문유도규칙을 보았다. 이제 LFG에서는 농동 

통사를 포함한 문장에 통사규칙인 수동변형규칙을 적용하여 수통운올 유도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동사로부터 수동분사를 어휘규칙으로 유도하고 능동 

동사와 수동분사가 취하는 문법기 능어들을 통사규칙 에 의 해 유도펀 c-구조 

에 도업함으로써 GB이론이나 표준변형문법이론의 변형규칙이 불필요함을 

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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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tersuchungen der Automatischen Satz-Analyse 

des Deutschen 

Soo-Song Shin 

In diesem Aufsatz versuche ich, die syntaktischen Strukturen der deut

schen Passiv-, Kontrol1-, Topikalisierungs-, und W-Sätze nach dem For

malismus der LFG automatisch zu analysieren. Zunächst diskutiere ich über 

die strukturelle Eigenschaft des Deutschen und argumentiere, daβ die 

Theorie der LFG zur automatischen Satzanalyse des Deutschen besser 

geeignet ist als die anderen Grammatiktheorien. Demn화chst habe ich einige 

Eigenschaften des LFG-Formalismus vorgeführt, die einige schwierige 

Probleme der s.g. Bindungs- und Kontrol1theorie lösen können. Zum Schluß 

habe ich dafür argumentiert, daß die Pàssivsätze des Deutschen genau so 

wie im Englischen lexikalisch beschrieben werden sollen. Dabei werden die 

schwierigen F힐lle der Grammatikalität der Ergativkonstruktion wie *der 

gekommene Ling“ist, aber der angekommene Linguist und 휴der gefahrene 

Zug aber der abgefahreπe Zug sehr plausibel erklä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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