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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독일어의 -ung-조어 인 Erarbeitung, Erkämpfung, Erledi

gung, Vernarbung, Verarmung 따위와 같은 사건명사의 유도과정과 존재 

론적 의미 빛 이 사건병사가 명사분류에서 차지하는 언어학적 의의를 규명 

하려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사태 (Sachverhalt)를 기술하는 언어학척 단 

위로서의 문장과 대상(Gegenstand)을 기술하기 위한 언어학적 단위로서의 

명사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인간의 언어능력은 이들 두 단위들을 

개념적인 변형을 통하여 서로 연관지음으로써 언어표현의 확장을 갖게되는 

데 이 과정을 우리는 바로 병사화 혹은 동사화 과정에서 볼 수 있다. 동사 

로부터의 명사화는 다음과 같은 통사적인 그리고 의미적인 변화를 가져온 

다. 즉 통사적으로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시제나 태， 양상과 같은 특성을 

상실하고 명사가 갖는 인칭， 성， 수 빛 격의 자질을 갖게 되며 의미적으로 

는 통사의 의미역 구조에 열려져 있는 논항의 빈자리들을 닫게 함으로써 동 

사가 자신의 보족어와 갖는 관계적 의미가 사라지고 대신 병사일반의 특성 

인 지시의미를 갖게 된다. 동사를 중심으로 하는 문장구조가 사태구조에 대 

응된다면 통사로부터 유도된 명사화 구조는 사건구조에 대응될 것이고， 이 

러한 사건은 결국 일반명사와 같이 시간상으로 지속적인 속성이 붙게 되면 

대상으로서의 지시의미를 갖게 되리라고 이 논문에서는 가정한다 즉 사태 

로부터 사건이 유도되고 이러한 사건에 대한 개념화가 가능하게 된다고 하 

* The research of this paper was financed by the Deutsche Akademische 
Austauschdienst, and it was written during the period of my visiting the Univer
sität Humboldt zu Berlin in summer 1997. 

1 사건에 대한 일상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etwas, was den normalen, alltä
glichen Ablauf in bemerkenswerter Weise unterbricht und durch seine Unge 
wöhnlichkeit auffällt und in Erscheinung tritt." (DUDEN, das große Wδrterbuch 
der deutschen Sprache 1976) 또한 사건과 대상에 대한 차이를 Reichenbach 
(1 947:267)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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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정을 명사화 현상에서 입증하게 될 것 이다. 역으로 우리는 대상의 독 

립적인 지시의미로부터 이 대상과 관련된 빈자리를 열어줌으로써 관계의미 

를 갖게 하는 명사로부터의 통사화라는 언어표현의 확장을 가정하게 된다. 

1. 명사범주에 관한 의미론적 고찰 

사건명사에 대한 통사의미론적 특성을 기술하기전에 우리는 먼저 명사뱀 

주에 대한 개념적 고찰이 필요하다. 명사의 일반적인 의미는 독렵적이고 시 

간과 공간상에서 지속적인 속성올 가지며 그 의미변화는 오랜시간에 결쳐 

서서히 이루어 진다. 또한 통사적으로는 기능범주에 의해 수， 양， 관계 및 

한정성과 같은 문법적 기능을 수식받는다. 또한 Behagel (1 923, 1: 22ff)의 

주장에 따라 명사들을 크게 독립적인 개념을 갖는 경우와 관계적인 개념을 

갖는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먼저 독립적연 경우 종개념과 유개념에 따라 개 

념분류가 가능하다. 예릅 들어 전통척 인 성분분석 의미론에서 Junge의 의 

미를 [ + BELEBTJ, [+ HUMAN] , [+ MANNLICH] , [一 ERWACHSEN]과 
같은 개념으로 그리고 Mädchen의 의미를 [ + BELEBT] , [+ HUMAN] , 

[-MANNLICHJ, [-ERWACHSEN]과 같은 개념으로 분류하는 것과 같 

다. 그러나 병사의 의미가 관계적 인 개념을 갖는 경우는 독립적 인 사용이 

불가능하고， 자신과 관계를 갖는 다른 품사와 더불어 사용휠 경우만이 비로 

서 완전한 독립적 인 의미를 갖게 된다. Löbner (1 985: 292ff)에 따라 관계 

적 개념을 갖는 명사(=관계병사)틀을 다음처럼 분류하여 보자. 

-• 가족 혹은 친족관계 : father, wife, son, daughter, sister, aunt, cousin, 

grandmother, ‘ 
- 어떤 대상의 형태상의 일부 : head, body, roof, top, surface, ... 

- 사회 적 역 할 및 직 엽 : president, referee, driver, brìde, victim, 

murderer, '" 
friend , relative, neìghbour, roommate, 

compatnot, competJtor, ... 

“ Apart from space-time points and areas, the individuals [ ... ] are all of the 
thing type; they are, like human body, aggregates of matter keeping together for 
a certain time. In the theory of relativity modern physics has introduced individu
als of another kind , which are of the event type, i.e., which are space-time coinci 
dence and do not endure. A thing is then considered a class of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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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다양한 형태의 개념적 영역에 속하는 표현 : height, age, 
weight, status, profession, nationality, ... 
character, name, address, telephone, number, ... 

- 언어학적 용어의 예 : subject, intonation, interpretation, meaning, 
category, . 

이상의 관계명사들을 보면 독립적인 지시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 

전한 의미를 갖게 되며 따라서 자신의 의미를 완전하게 만들기 위한 수단요 

로 다음과 같이 다른 품사 혹은 구와 관계를 갖는다. 

(1) a. Der Präsident von Amerika ist Reagan. 

b. Der Präsident von Korea war Seungman Rhee. 

(2) a. Peters Frau ist Gudrun. 

b. Hansens Großmutter hieß Hilde Seitz. 

(3) a. Das Dach eines Museums in der Stadt wurde während des 

Kriegs zerstδrtworden. 

b. Vor der Rückseite des Amtsgebäudes liegt ein wunderschöner 

Garten. 

(4) a. Sein Beruf ist Bankangestellter. 

b. Ihr Fahrer hat die Nachricht gebracht. 

(l a)에서 Präsident는 대통령인 개체들의 집합을 나타내고 Amerika와 관 

계를 가질 때 비로서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자신의 독립적 인 의미적 지시 

를 갖게 된다. 다시 말해 관계 명사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함수로 하고 자신 

과 관계되는 품사나 구를 논항으로 하는 함수-논항관계에서 비로서 자신의 

독립적인 의미적 지시를 값으로 얻게 된다. 즉 (1 a)에서는 Präsident가 함 

수로 그리고 Amerika가 논항으로 되어 이 함수-논항관계로부터 Reagan 

이라는 자신의 의미적 지시를 값무로 얻을 수 있다. (1b) 의 경우 Frau는 

‘부인’의 의미로서 볼 때 Peter를 논항으로 취하여 Peter와 부인의 관계에 

있는 Gudrun이라는 자신의 의미적 지시를 얻게 하는 함수기능을 갖는다. 

즉 Frau는 Peter를 논항으로 취하여 Gudrun의 의미적 지시를 값으로 하는 

함수로 볼 수 았다. 이와 같은 함수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자. 



362 산 J‘、
T 송

 

Präsident 

(1) a'. a = A.meríka 

b Korea 

p = Ebert 

q = Seungman Rhee 

r Ford c “· 

k t 

Frau 

(2) a'. a Peter 

b = Volker 

c = Hans 

--------• p Gudrun 
q Ingrid 

r = Hílde 

그러나 (3a)에셔는 Dach가 eìnes Museums ín der Stadt블 논항으로 춰하 

는 함수로 볼 때 의미척 지시를 값으로 갖는 표현이 문장내에 주어져 있지 

않다. 이려한 경우 논향인 eines Museums와 함수적용의 결과값은 포푸 변 

항우로 기숭된다-

(3) a ’- Dach 

eines Museums in der 

Stadt 
a~ __ • p 

•“)•-‘ -•-•-•-

b--二二능〈:rfq 
c-• 7r 

x y 

야러한 상황에서 Dach는 논항으로 등장한 ‘그 도시의 박물관 중의 하나’를 

션택하여 자신의 씩미척 지사를 갖체 왼다. 이러한 선택은 물론 발화상황야 

나 문액 그리고 청자-화자의 의도에 종속적이다. (4a, b)에셔도 이려한 선 

택관계는 Beruf나 Fahrer가 소유대병사 seín, ihr플 논항으로 취하면셔 더 

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만일 문액이나 발화장황을 처융부터 모든 관계영 

사가 기본척으로 취하는 논항으로 가챙 활 경우 Löbner (1985:302)에 따 

라 명사구 내의 머리명사가 특별하게 취하는 논향없이도 자신의 의마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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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확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Wetter의 경우나 Sonne, Mond, Erde와 

같은 자연물 그리고 Gewicht 등은 모두 이들이 사용되는 문맥 이나 상황에 

따라 의미적 지시가 결정된다. 다음 예문올 보자. 

(5) a. Das Wetter war gestern schlecht. 

b. Heute haben wir einen Vollmond. 

c. Der Luftdruck ist auf dieser Gegend sehr niederig. 

(5a, b) 에서 Wetter나 Vollmond는 gestern, heute와 같은 시간부사로 표현 

되는 시간상황을 논항으로 취하여 자신의 의미적 지시를 얻게 되는 함수로， 

그리고 (5c) 에셔 Luftdruck는 auf dieser Gegend로 표현되는 공간상황을 

논항으로 취하여 자신의 의미적 지시를 결정하는 함수로 간주된다. 자신의 

의미적 지시를 결정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주어진 상황논항 이외에도 또 다 

른 두 개 의 논향을 취하는 다음과 같은 관계 명사가 있다. 

(6) a. Die Entfernung zwischen Los Angeles und Sacramento ist 

ungefähr 600 Kilometer. 

b. Die Fahrt von München bis nach Rom gab mir eine unvergeß 

liche Freude. 

c. Die politische Beziehung zwischen Amerika und China ist in 

der letzten Zeit schlecht geworden. 

(6a) 의 Entfernung은 Los Angeles, Sacramento를 취하는 2항 함수로써 

600 Kilometer라는 대략적인 자신의 의미적 지시를 결정하게 된다. (6b) 의 

경우 die Fahrt가 von München, bis nach Rom의 전치사구를 논항으로 취 

하여 자신의 의미적 지사를 결정하는 2항 함수로 가정하지만 그러냐 구체 

적인 의미지시가 문장내에 주어져 있지 않다. (6c)의 경우에도 머리명사 

Beziehung은 자신의 의미지시를 얻기 위해 Amerika, China 등을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로 가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politísch라는 부가어의 의미에 의 

해 제약을 받는 또 다른 함수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Behagel의 명사분류에 근원을 둔 관계명사의 의미를 

Löbner가 함수명사로 형식화하여 그 의미적 지시를 얻게 되는 과정을 고찰 

해 보았다.Lδbner가 제시한 관계명사들 중 상당부분은 그러나 자신이 함 

수기능을 하면서 취하는 논항들과의 관계가 문창구조상에서 머리명사와 지 

정어 혹은 보족어의 통사구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사구조는 이미 

관계명사의 어휘적인 의미로부터 투사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명사에 대한 

구체적인 통사 빛 의미기술이 요구된다. 다음 예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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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 The driver of my van was murdered last night. 

b. The murderer of my gírI fríend is insane. 

(8) a. Der Erforscher der Sprache hat eine neue phonologische Regel 

entdeckt. 

b. Der Empfänger des Briefes mußte wegen der unfrankierten 

Sendung Strafe zahlen. 

Löbner가 예로 든 (7a, b) driver나 murderer의 경우 관계명사로서 각각 

my van, my girI friend를 논항으로 취하여 자신의 의미 적 지시를 결정하는 

예들은， 친족관계나 어떤 대상의 흑은 신체상의 일부을 나타내는 관계명사 

가 논향을 취하여 자신의 지시적 의미를 충족시키는 예들과는 의미기술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 driver와 my van의 함수-논항관계는 er-조어의 어근 

인 drive와 이 통사의 보족어인 my van과의 의미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서는 적절하게 기술될 수 없다. murderer와 my girI friend의 함수 논항관 

계도 통일한 이유에서 er 조어의 의미분석이 요구된다. 독일어의 경우에도 

(8a, b) 의 Erforscher와 Empfänger는 각각 der Sprache와 des Briefes를 

논항으로 취하여 자신의 의미적 지시를 결청하는 함수기능을 갖지만 그러 

나 어근인 봉사 erforschen, empfangen과 이들의 보족어 인 die Sprache, 

der Brief의 의미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함수~논항관계에 의한 이들의 

적절한 의미적 지시를 결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Löbner의 관계명 

사의 기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관계명사가 함수로서 취하는 논향들의 통 

사적인 환경이다. 물론 Lδbner는 관계병사가 자신의 의미적 지시를 결정하 

는데 필요한 논항들의 수와 종류 빛 이들이 등장하는 발화상황이나 문맥을 

규명하는데에 연구의 초점을 두지만 그러나 관계명사의 올바른 언어학적 

기술을 위해서는 관계명사와 이들의 논항이 등장하는 통사구조상에서의 제 

약이 있는지를 아울러 밝혀야 할 것 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9) a. He was Susan' s murderer. 

b. He was the murderer of Susan. 

c. *He was Susan' s murderer of the smalI girl. 

(1 0) a. 1 do not want my daughter to marry the lover of her sister. 

(Löbner 1985:304) 

b. *I do not want my daughter to marry John’s lover of her sister. 

(9a, b) 에서 murderer는 Susan을 논항으로 취하여 자신의 의미적 지시 

를 결정하는 함수로 볼 수 있는데 이때 murderer의 의미적 지시는 he와 동 

일하다. 이 관계를 Löbner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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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 murderer 

Susan ) he 

(9a')에서 murderer는 한 개의 논항(Susan)을 취하여 의마적 지시값을 

결정하는 함수로 표현되는데 (9c)가 비문법적 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mur 

derer가 두 개의 논항 즉 Susan과 the small girl을 취해 자신의 의미척 지 

시로서의 he를 결과 값으로 갖게 되어 함수의 기능을 상설하기 때문이다. 

(9) c'. murderer 

Susan ____ 

<=:=- he 

the small girl---

다음으로 (10a, b) 에서 daughter, lover 등 관계명사와 이들의 논항틀간의 

함수-논항관계블 기술하여 보자.(Löbner 1985:306) 

(1 0) a'. “ 1" 

@ 

“ my daughter" “her sister" 

d h >@ > F aughter • ! 

y~~~「# the lover of 

도표 (1 0a' )에서 함수-논항관계를 보면 daughter는 I를 논향으로 취해 my 

daughter 인 개체 b를 값으로 얻는 함수로 기술된다. slster는 my daughter 

블 받는 대명사 her를 논항으로 취해 her sister 안 개체 c를 값으로 얻는 함 

수로 기 술된다. 다음으로 lover는 her sister를 논항으로 취 해 the lover of 

her sister 인 개체 d를 값으로 얻는 함수로 기술된다. 이제 통사 marry는 

my daughter 인 개 체 b와 the lover of her sister 인 개 체 d를 연 결하는 함 

수가 된다. (1 0b)가 비문법적안 이유는 다음과 같이 lover가 두 개의 논항 

Johns와 her sister를 통일한 개체로 사상함으로써 역시 함수의 기능을 상 

실하기 때문이다. 

(1 0) b'. lover 

Jo띈=젖:::::>-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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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c)와 (10b)에서 murderer와 lover를 과연 독립된 개념으로서 하나의 

논항을 취해 자신의 의미적 지시를 결정하는 함수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명사의 개념을 해체함으로써 이 명사의 어간이 취하는 논항의 수냐 종류를 

가지고 비로서 murderer의 지시적 의미를 결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조 

어론상에서 오늘날 까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Fanselow 1988, 1991; 

Reis 1988). 이들은 분명히 동사 murder, love로부터 조어어미 -er를 붙여 

유도되었고 또한 통사의 본래의 의미가 그대로 보존되어 였다는 점에서 명 

사의 고유의미를 가지고 있는 daughter, sister와는 구멸되지만 그러나 이들 

모두가 자신의 의미적 지시를 위해 다른 논항들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유 

사성 이 았다. 여기에 Löbner가 이들 모두를 한 개의 논항을 펄요로 하는 

함수로 본 점은 이들의 의미기술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조어가 

매우 활성적인 독일어의 경우 조어의 의미를 해체해야만 문법성을 판별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건병사가 었다. 

(11) a. Hansens Erfindung der Glühlampe war sensationell. 

b. Hansens Erfindung befindet sich in dem Museum. 

(12) a. *Hansens Erfindung der Glühlampe befindet sich in dem Museum. 

b. (*) Hansens Erfindung war sensationell. 

(1 1a) 의 Erfindung은 두 개의 논항， 즉 Hansens와 der Glühlampe를 취 

하는 함수명사이다. 그러나 (1 2a)가 비문법적 인 이유로 보아 Erfindung의 

의미가 단일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l1a) 의 Erfindung은 사건 

(Ereignis)를 나타내며 (1 1b) 의 Erfindung은 사건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대상을 의미한다. 여기서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명사화는 동사의 관계적의 

미가 그대로 보존되는， 즉 명사조어 구조가 의미적으로 투명한 경우 

(vollmotivierte Bildung) 와， 어휘화 되어 (lexikalisierte Bildung) 독립적 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더 이상 통사의 관계적인 의마를 갖지않는 구조의 양극 

단 사이에 놓여있는 일련의 어휘화 과정 (Lexikalisierungsprozeß)으로 아해 

할 수 있다. 따라서 어휘화 과정에 있는 통사로부터 유도된 병사조어들은 

동사의 관계적인 의미를 상실해 가는 정도에 따라 자신이 취하는 논항의 수 

가 결정된다고 본다. 

이러한 가청하에 (l1a)의 Erfindung은 Erfindung(Actor, Theme) 이라는 

사건의 관계척 의미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고 따라서 Hansens와 der Glüh 

lampe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 완전한 관계명사이며 (l1b) 의 Erfndung은 

Erfindung(Actor, Theme)이라는 사건이 종결된 결과로서 Theme을 흡수하 

여 대상이 되는 불완전 관계명사이다. 이 논문에서 취급하는 모든 통사로부 

터 유도된 명사조어는 통사가 갖는 완전한 관계개념으로부터 관계가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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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축소되는 현상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관계가 닫혀진 일반명사와 

같은 독립적인 의미를 갖게 되리라고 가정한다. 

2. 사건명사의 양태 ( Aktionsart ) 

일반명사의 경우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명사거나 혹은 관계명사로 분류 

되고 또한 이들의 의미가 구체적이거나 혹은 추상적이거나 간에 시간적인 

지속성을 갖는 것이 특정이다. 앞서 예를 든 관계명사도， 즉 천족관계를 나 

타내는 Tochter나 Schwester도 의미상으로는 불완전하지만 자신이 논항으 

로 취하는 명사들과의 관계는 분명히 시간적인 지속성을 갖는다. 이 논문에 

서 취급하려고 하는 독일어의 사건명사(Ereignisnomen)는 관계명사의 얼종 

으로셔 일반적으로 -ung 조어에 의해 유도되는데 이 조어는 사태의 발생， 

지속(Vorgang) 및 진행 (Prozeß) ， 종결과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특정한 시 

간구간- 예를 들어 발생 지속， 진행-종결 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가정한 

다. 다음 도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시간동안 진행해 오다가 

어떤 짧은 시간구간내에서 종결되는 사태로부터 사건명사의 유도가 가능하 

다 

(13) a. Hans erarbeitet die Studie. 

b. Hansens Erarbeitung der Studie. 

a' . ---[ --------------------- ]--- ]----

t t' t" 

-ψ +ψ 

--
ψ = Hans erarbeitet die Studie. 

erarbeiten: [+ Perfektiv J 

예문 (13a)는 동사 erarbeitet의 양태 (Aktionsart)가 시간구간 [t-t'J에서 

종료되는 사태 (Sachverhalt)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동사로부터 -ung

조어를 유도하면 사태종료 직전 t"까지 진행되는 시간구간 [t-ν]에서의 사 

건(Ereignis)을 나타낸다. 이 관계를 다음 도표로 나타내보자 3 

2 사건의 발생， 진행 및 종결에 관한 독일어의 구체적인 양태연구는 류수린 
(1996) 참조. 

3 0 1 논문에서는 시간과 시제관계툴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 관계에 대 
한 구체적인 연구는 류수린(1996)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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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 --------------------- ]--- ]--------

-0 t + 0 t ’ t" 

~ 

o = Hansens Erarbeitung der Studie 

ERARBEITUNG: [Imperfektiv-Perfektiv J 

이 논문에서 가정하는 Sachverhalt와 Ereignis에 대한 차이는 Sachver

halt란 생성되거나 소멸되거나 지속되는 사태를 문장을 통하여 시간상으로 

아무런 제약없이 표현할 수 있는 반면 Ereignis는 다만 일정한 시간구간에 

서 발생하여 지속되거나 혹은 진행되던 것이 종료되는 일종의 복합사태를 

나타내고 이 복합사태는 안과적인 관계에 의해 원인사태와 종결된 결과사 

태로 분석될 수 있는 컷을 의미한다 독일어에서 Ereignis는 -ung 조어와 

갈은 명사를 이용하여 표현하게 된다. 이제 가능한 Sachverhalt와 Ereignis 

의 관계를 다음의 예를 통하여 제시하여 보자. 

(I4) a. Die Rose erblüht. 

b. *die Erblühung der Rose 

먼저 erblühen은 기동통사(inchoative verb)로서 사태의 발생을 위해 순간 

적 인 시간구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경과를 필요로 하고 또 종 

결된 결과사태를 함의하는 Ereignis를 기술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 

라서 (1 3b)는 비문법적이다. 이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4) a'. •[ [------

t t' 

ψ +ψ ￠ 

+ <p Die Rose erblüht. 

cþ Die Rose blüht. 

도표 (1 4a' )에서 Sachverhalt ψ는 꽃이 펴기 시작하는 극히 좁은 시간구간 

[t-t'J올 기준으로 하여 그 진리값이 결정된다. 이러한 시간구간에서는 사 

태의 진행과 종료를 포괄하는 Ereignis를 나타내는 명사화는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에 (14b)는 비문법적이다. 또한 이러한 시간구간의 설정을 사태 

기술의 근원으로 요구하는 다음의 기통동사들로부터의 모든 명사화는 비문 

법적이다. 

4사건에 관한 존재론적 기술은 다음 4절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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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a. Die Erde erbebt. • *die Erbebung der Erde 

b. Die Glocke erschallt. • *die Erschallung der Glocke 

기 타 : erfrieren • *Erfrierung; erglänzen • *Erglänzung; 

erstrahlen • *Erstrahlung; ertδnen • *Ertönung, 
anfahren • * Anfahrung, lossingen • * Lossingung, 
anfangen • * Anf angung, beginnen • *Beginnung, ... 

이상의 예들과는 반대로 극히 좁은 시간구간을 기준으로 한 사태의 종결로 

부터 Ereignis를 나타내는 사건명사를 유도하는 것도 역시 비문법적이다. 

(1 6) a. Hans hδrt das Studium auf. 

b. *die Aufhörung des Studiums durch Hans 

(1 6) a'. ------------------------ ] ]------

t t' 

+ψ -ç。

ψ Hans studiert. 

통사 aufhören은 사태의 순간적 인 단절에 펄요한 최소한의 좁은 시간구간 

[t-t'J을 요구한다. 이러한 사태는 사태의 진행과 결과를 함의하는 Ereignis 

의 속성 에 부합하지 못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Aktionsart가 순간적 인 사 

태의 단절을 나다내는 동사로부터의 사건명사 유도는 모두 비문법적이다. 

(1 7) a. Maria verliert die Handtasche. • 

*die Verlierung der Handtasche durch Maria 

b. Hans findet ein Geldbeutel. 

*die Findung eines Geldbeutels durch Hans 

기 타 : sterben • *Sterbung 

vergessen • *Vergessung 

aufwachen • 에'Aufwachung 

지금까지 제시한 봉사들은 순간적인 시간구간에서 발생하는 사태를 기술하 

는데 필요로 하는 기동이나 단절 등의 Aktionsart를 자신의 의미자질로 가 

지고 있다. Ereignis가 되기 위한 조건무로서는 얼정한 시간구간 내에서 사 

태의 발생과 결과 혹은 사태의 지속과 결과를 함의해야 되지만 그러냐 이러 

한 시간구간 내에서도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동얼한 행위가 반복 

되는 사태들은 사건을 형성하지 못한다. 다음 예문들은 상태동사나 통작동 

사로부터 유도된 것들이고 이들 예문으로부터 사건병사를 유도할 경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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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 비문법적이다. 

(18) a. Gundrun liebt den Vogel. 

b. *die Liebung des Vogels durch Gudrun 

(1 9) a. Hans läuft schnell. 

b. *Hansens schnelle Laufung 

(18) a'. ------[ ----------…------ --- -- ]------- -- ----- -- -----
-ψ t +<p t' +ψ(?) 

ψ Hans liebt den V ogel. 

(1 9) b'. ------[ vvvvvvvvvvvvvv•]-----

t +ψ t ’ 

ψ Hans läuft schnell. 

(18b' )과 (l9b' )에서는 현재의 시간구간이 화자가 사태를 언급하는 시간이 

면서 동시에 사태가 지속되는 시간이다. 이 물은 상태나 행위가 동얼하게 

지속된다는 점에셔 차이가 없다. 사건이 상태의 변화를 수반하고 또한 행위 

수행의 과정과 그 결과를 함의한다면， 통일한 상태나 통일한 행위의 반복척 

인 사태를 나타내는 예문(l7a-18a)로부터 유도된 사건명사(17b-18b)은 모 

두 비문법적이다.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은 예문들로부터 유도된 사건명사 

도 모두 비문법적이다. 

(20) a_ Der Mann besitzt ein großes Haus. 

b. *die Besitzung eines großen Hauses durch den Mann 

c. Hans schwimmt täglich. 

d. *Hansens tägliche Schwimmung 

기 타 : gehen • *Gehung; fahren • *Fahrung 

rennen • *Rennung; rollen • *Rollung 

lachen • *Lachung; sprechen • *Sprechung 

. (이상은 동작동사로부터 유도된 비문법적인 사건병사) 

besitzen • *Besitzung; leben • * Lebung 

sehen • *Sehung; hδren • *Hδrung 

liegen • *Liegung; stehen • Stehung 

. (이상은 상태통사로부터 유도된 비문법적인 사건명사) 

독일어의 경우 사건명사의 유도가 거의 예외없이 가능한 통사는 [+ 
Perfektiv]의 Aktionsart를 나타내는 전철통사들이고 아들 통사들은 모두가 

목적어를 취하여 행위수행의 결과블 얻게 되는데 이러한 사태를 닫혀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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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라고 가정해보자. 다음과 같은 er-전철통사들은 모두가 닫혀진 사태를 함 

의한다.(신수송 1982: 305ff) 

(21) er-전철 통사 : 

- erbeuten, erhitzen, erlisten, ermitteln, erzielen, ... 

(어근이 명사인 경우) 

- erbittern, ergänzen, erheitern, erhδhlen， ermäβigen， 

ermatten, ermöglichen, ermuntern, erneuern, ernüchtern, 

erschweren, ertüchtigen, erwärmen, erweichen, ... 

(어근이 형용사인 경우) 

- erarbeiten, erdenken, erfechten, erforschen, erhandeln, 

erkärnpfen, erklettern, erringen, ersteigen, erstreben, 

erstreiten, erspähen, ertasten, erwarten, ... 

erhängen, ermorden, erdräcken, ertränken, ertδten， 

erschlagen, . 

(어근이 통사인 경우) 

이상의 er-전철 통사는 어근이 명사， 형용사얼 경우 이들에 의해 표현되는 

사태가 상태변화의 결과로서 명사， 형용사에 의해 표현되는 닫혀진 사태를 

함의한다. 또한 어근이 타동사일 경우에도 이들 er 조어에 의해 표현되는 

사태들은 목적어를 취함으로서 역시 하나의 닫혀진 사태를 함의하는 것으 

로 가정한다. 다음 예틀을 보자. 

(22) a. Hans erarbeitet das Flugblatt. 

b. Die Erarbeitung des Flugblattes (durch Hans) nahm den ganzen 

Tag in Anspruch. 

(23) a. Hans erkämpft die Position. 

b. Die Erkämpfung der Position (durch Hans) nahm das ganze 

Jahr in Anspruch. 

[ + Perfektiv ]의 Aktionsart를 갖는 동사로부터 사건명사의 유도가 특별한 

제약없이 가능한 것은 이들 동사들에 의해 표현되는 사태가 상태변화의 결 

과로서 얻게 되는 닫혀진 사태를 내척으로 함의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Ereignis를 하나의 종결된 사태로서가 아니라 (13b') 에서 본 바와 같은 종 

결직전까지의 사태의 진행과 종결을 동시에 포함하는 복합사태를 나타낸다 

면 이러한 사건은 통사의 [ + Perfektiv ]의 Aktionsart에 의해 기술되는 사 

태와는 어떤 점에서는 차이를 보일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이들간의 의 

미차이는 언어학적으로 매우 흥미 있는 현상으로서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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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명시될 수 있다.(신수송 1983:20ff) 

(24) a. *Daß Hans das Flugblatt erarbeitet, 

[ + Perfektiv] 

dauert schon zweÎ Tage./ nimmt den ganzen Tag 

ìn Anspruch. 

b. Die Erarbeitung des Flugblattes (durch Hans) 

[ + Imperfektiv-Perfektiv ] 

dauert schon zwei Tage./ 

den ganzen Tag in Anspruch. 

예문 (24a)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부문장인 daß-문장에서 동사 erarbeiten 

의 Aktionsart가 [ + Perfektiv] 인데 주문장의 동사 dauert, nimmt in An

spruch가 [ + DurativJ 연 까닭에 사태들간에 시간개념의 불일치가 일어난다. 
(21) 에 제시된 er-전철조어플은 Aktionsart가 [ + Perfektiv] 인 까닭에 [+ 
Durativ] 인 시간부사들과 함께 사용될 수 없다. 

(25) a. *Hans erarbeitet ein Flugblatt den ganzen Tag/schon zwei 

Stunden lang. 

b. *Hans ersteigt den Berg den ganzen Tag/schon zwei Stunden 

lang. 

c. *Hans erfindet die Glühlampe den ganzen Tag/schon zwei 

Stunden. 

여기서 우리는 사건 명사를 만드는 -ung-조어가 어근동사의 Aktionsart를 

[十 Perfektiv]로부터 [Imperfekt-Perfektiv]로 바꾸는 것을 알 수 있다. 마 

지막의 예로서 ung 조어에 의한 사건명사의 어근통사가 [Imperfekt-Per 

fektivJ의 Aktionsart를 본래부터 가지고 있을 경우 이상과 같은 시간개념 

의 불일치는 발생하지 않는다. 

(26) a. Hans verfolgt den Einbrecher drei Stunden/den ganzen Tag/ein 

Jahr lang. 

b. Hans beobachtet das Mädchen drei Stunden lang/den ganzen Tag. 

c. Hans behandelt die Wunde 10 Minunten lang/eine Stunden lang. 

예문 (26a-c) 의 verfolgen, beobachten, behandeln은 laufen, schwimmen, 

lachen과 [ + Imperfektiv]의 Aktionsart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았 
지만 전자가 목적어를 취함으로써 사태의 종결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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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와는 다르다. 시간축상에서 이들의 Aktionsart는 다음과 같이 표현 

된다. 

(26) a ’‘ -[ V'VvvvvvvvvVV\JV•]-

t +ÇJ t' 

ÇJ = Hans verfolgt den Einbrecher. 

도표 (26a' )에서 시간구간 [t-t’]에 주어진 사태는 그 진행상황이 특정한 

목표의 달성 혹은 종결을 걱냥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부터 유도되는 사건 

명사는 예외없이 모두 문법적이다. 

(27) a. Die Verfolgung des Einbrechers (durch Hans) wird den ganzen 

Tag/ein Jahr lang fortgesetzt. 

b. Die Beobachtung des Mädchens (durch Hans) wird schon zwei 

Stunden lang fortgesetzt. 

c. Die Behandlung der Wunde (durch Hans) wird schon eine 

Stunde lang fortgesetzt. 

지금까지 우라는 -ung-조어에 의해 유도가능한 사건명사의 Aktionsart를 

기저통사의 Aktionsart와 비교하면서 그 문법성을 논의하여 보았다. 기저동 

사의 Aktionsart가 [ + InchoativJ 인 경우 이들에 의해 표현되는 사태가 상 
태변화의 결과로서 함의하는 상황이 닫혀있는가 혹은 열려있는가에 따라 

사건명사의 유도가 결정된다. Aktionsart가 [ + Terminativ ]인 경우와 상태 

의 지속이나 반복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十 ImperfektivJ 의 경우는 모두 

-ung→조어에 의한 사건명사의 유도가 불가능하며 [ + PerfektivJ를 나타내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사건의 속성을 [Impefektiv-PerfektivJ 

의 Aktionsart로 나타낼 경우 -ung 조어는 [ + PerfektivJ를 [Impefektiv-Per

fektivJ로 변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였다. 

3. 사태와 사건에 관한 존재론적 정의 

지금까지 우리는 생성과 소멸 또는 단절， 그리고 변화없는 상태의 지속이 

나 되풀이되는 행위를 나타내는 사태들을 통사의 Aktionsart에 따라 분류 

하고 이 사태들로부터 사건명사를 유도할 경우 모두 비문법적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명사화를 통해 표현되는 사건이란 결국 상태의 변화를 유 

발하고 결과사태를 함의하거나 혹은 일정 시간구간 동안 지속되다가 종결 

되는 결과사태를 함의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또한 이들 경우는 Inchoativ

Durativ나 Imperfektiv-Perfektiv 등과 같은 복합적 인 Aktionsart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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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이는 통사가 일반적으로 단일한 Aktionsart를 갖는 것과는 대조척이 

다. 다음 예들을 보자. 

(28) a. Der Mann erblindet. 

b. die Erblindung des Mannes 

(29) a. die Wunde vernarbt. 

b. die Vernarbung der Wunde 

erblinden, vernarben 퉁은 각각 [ + lnchoativ ]의 Aktionsart블 갖지만 이 

러한 Aktionsart를 가진 erblühen, erklingen 따위와 같은 동사들로부터 유 

도되는 사건명사가 일반적으로 비문법적인데 비해 Erblindung, Vernarbung 

등은 문법적이다. 그 이유는 이들의 기저통사 erblinden, vernarben이 사태 

발생과 아울러 그 결과가 blind, Narbe와 같은 시간적 지속성을 갖는 사태 

를 함의하기 때문에 사건의 의미적 특성과 부합되어 이들로부터 사건명사 

의 유도가 가능하다고 본다. 

우리가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언어수단을 통해 다시 지칭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다음 이유에 근거한다: 어떤 사태가 갑자기 발생하여 그 

결과가 지속되거나 혹은 일정시간 동안 지속되는 사태가 갑자기 어떤변화 

를 겪게 되면 이들 사태에 관해서 우리는 사건으로서의 표상(Vorstellung) 

을 얻게 되며 이를 개념화할 수 았다. 이에 비해 우리는 알정한 시간구간 

내에셔 이루어지는 하나의 단일한 사태를 표상화 할 수 였고 또 이를 기역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표상을 개념화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개념화하는 

것은 단지 이 사태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술어와 논항 빛 이들의 결합규칙 이 

다. 즉 ‘die Wunde vernarbt’라는 사태에 대해 우리는 하나의 표상을 얻고 

이 표상을 기억한다. 이와 같이 표상되고 기억된 사태를 언어로 표현할 때 

우리는 ‘Wunde’, ‘ vernarben’과 같은 개념을 이들을 나타내는 Wunde, 

vernarben이라는 어 휘와 이들의 결합규칙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것 이다. 그 

러나 인간은 복합적인 사태를 하나의 사건으로 표상하고 개념화할 필요를 

느끼는데 이는 die Wunde vernarbt라는 사태의 표상으로부터 개념화 된 

사건명사 die Vernarbung der Wunde 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ung-조어에 의한 명사표현으로서의 사건과 사태일반에 대한 언어학적 정 

의를 제시하여 보자. 

Definition 1 : 사태 (Sachverhalt)란 발생과 소멸 혹은 단절과 같은 상태의 

변화나 상태의 지속을 말하며 술어와 논항(보족어)의 관계 

가 동사의미가 지칭하는 것처럼 시간상으로 열려져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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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 enes Sachverhalt) , 명사냐 형용사의 의미처럼 시간상으 

로 닫혀져 있거나이다(geschlossenes Sachverhalt). 

복합사태란 단순사태들의 시간적 인 연속척 인 배 열을 말한다. 

Definition II : 사건(Ereignis) 이란 상태의 변화-지속， 상태의 지속-종료와 

같은 복합적 인 사태로서， 원인사태와 결과사태로 구성되고 

결과사태가 닫혀져 있어야만 한다. 

술어와 논항의 관계가 열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임의의 시간과 상황에 대응 

하는 무수허 가능한 많은 사태들을 의미상으로 지칭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사태즐은 언어학척으로는 술어와 논항간의 관계가 시간과 대화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문장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가능한 많은 사태가 경험적인 현실 

로서 주어질 때 우리는 다만 이 사태들에 대한 표상만을 얻게되고 이 표상 

들을 기억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우리는 lieben이라는 술어의 의미를 lieben 

의 관계에 있는 개체쌍들의 집합으로 기술한다. 즉 lieben(x, y)가 열려진 

사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임의의 대화상황에 적합한 변항들을 대화의 영 

역(Domain) 에 주어진 개체들을 가지고 예시화 할 수 있는 일이 언제나 가 

능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렇게 술어와 논항간의 관계가 특정한 상황에서 

변항의 예시화를 통하여 닫혀진 사태로 된다. 그러나 시간상으로는 아직도 

열려진 사태로서 특정한 시간구간이 결정되면 완전히 닫힌 사태가 되는 것 

이다. 명사나 형용사를 술어로 하는 Mann(x) , schön(y)와 같은 명제함수 

는 시간적인 지속성을 갖는 닫혀진 사태를 나타낸다. 물론 시간적 지속성의 

문제는 명사나 형용사의 개별 어휘가 갖는 의미에 의존적이다. Mann의 챙 

우 시간과 상황에 따라 그 속성이 바뀌는 것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형 

용사 schön의 경우 통사보다는 시간과 상황에 덜 의존적 인 것으로 보아 이 

논문에서는 잠청적으로 형용사를 술어로 하여 지 청하는 사태를 닫혀진 사 

태로 가정한다. 좀더 구체적인 기술을 가하자변 lieben(x, y)를 ψ로 표현할 

경우 열려진 사태란 ~t~t'[(( 9'， t) ^ ( ψ， ν )J가 참이 될 수 있는 조건 

을 만족시키는 사태를 말한다. 즉 t라는 시점에서 ￠가 참일 수는 있어도 t ’ 

이라는 시점에서 ￠가 참이 아닐 수 있는 사태를 이논문에서는 열려진 사태 

로 정의한다. 또한 닫혀진 사태란 Mann(y)를 띠로 표현할 경우 t, t' 의 시 

간상에서 ~t~t'[((Ø， t)) ^ ( 띠， t')J가 참이 될 수 없는 조건을 만족 

시키는 사태로 정의한다. 형용사의 경우 어휘의미에 따라 시간적인 지속성 

을 갖는 사태와 다만 한정된 시간 구간내에서 만이 타당한 사태 풍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 렵다. 예룹 들어 tot(x)과 같은 사태는 

Mann(x)와 같은 사태 형 성 의 조건을 만족시 킬 것 이고， groß(x) , klein(y) 

따위의 사태는 lieben(x, y)처럼 시간과 상황에 따른 사태형성이 다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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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열려진 사태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 형용사와 명사를 

동사와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의 차이가 언어사용에 있어서 닫혀진 사태와 

열려진 샤태의 술어역할을 하는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명사나 형용사 범 

주내에서의 개별어휘가 갖는， 사태기술의 술어로서의 의미는 이들이 사용되 

는 문맥에 따라 정확한 대상지칭이나 혹은 속성지칭이 결정될 것이다. 

다음으로 복합사태란 발생-지속-소별 혹은 종료와 같은 시간상의 배열에 

서 발생 지속， 지속一소멸 혹은 종료를 포괄하는 복합적 인 사태를 말한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태로부터 사건을 유도하려고 한다면 그러한 샤태는 

먼저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원인사태와 다음무로 변화에 뒤따르는 결과 

사태를 포괄하는 하나의 복합사태를 가정해야만 한다. 즉 사건의 구성은 상 

태의 변화를 야기하는 원인 제공자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변화를 격게 되는 

대상이 존제해야 하며 또한 변화의 결과는 우리의 기억속에 하나의 개념으 

로 존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적 지속성을 가져야 된다. 따라서 사 

건이란 오직 복합적 인 사태를 나타내고 결과사태가 닫혀진 통사로부터만이 

그 유도가 가능하며 독일어의 경우 -ung-조어에 의한 사건병사로 기술된 

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감각대상이나 내적 감정을 표상화하여， 일반화를 

통한 어휘개념을 형성하는 것과 같이 사건을 표상화하여 일반화를 통한 명 

사개념을 형성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으로 간주된다. 

이상의 정의에 따라 복합사태를 나타내는 통사들로부터 사건명사의 유도 

가 가능한 경우를 동사의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판별하기 위해 야마 언급한 

다음의 기동통사 예문들과 이들의 논리형태를 다시 한번 고찰해 보자. 

(30) a. Die Rose erblüht. 

b. 3: y[Vy [Rose(x) ‘• x = y] ^ KOMMT-DAZU(blühen( y)]] 

(31) a. Die Wunde vernarbt. 

b. 3: y[Vy [Wunde(x) •• x = y] ^ KOMMT-DAZU(Narbe( y)]J 

전철 er-, ver-는 Aktionsart가 [ + Inchoativ] 인 기동통사를 유도하게 하 
는 문법적 기능을 갖고 그 의미는 상태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추상적인 술어 

KOMMT-DAZU로 표다. 이러한 추상적인 술어의 설청은 1970대의 생성의 

미론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현재의 의미론연구의 입장에셔 때 논란의 여지 

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건기술에 있어서 사태의 변화를 지칭하 

는 수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형태가 어떻든 추상적 술어에 대응되는 

메타언어를 펄요하게 된다. 다음으로 사태의 변화로 야기되는 결과사태는 

(30)의 경우는 ‘blühen(y)’이라는 열려진 사태인데 반하여 (31)의 경우는 

‘Narbe(y)’라고 하는 닫혀진 사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Definition 1, II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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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30)로부터 유도된 사건명사 *die Erblühung der Rose는 비문법적이다. 

(31)는 상태의 변화로 인한 결과사태가 닫혀진 사태를 함의하고 있기 때문 

에， 즉 vernarben은 복합사태 (geschlossenes Komplexsachverhalt)를 나타 

내고 결과사태 (Narbe(y))가 시간적 지속성을 갖기 때문에 díe Vernarbung 

der Wunde와 같은 사건 명사의 유도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Vernarbung은 어떤 사태가 발생해서 그 결과가 흔적 (Narbe) 이 되는 사건 

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표상으로부터 ‘상처의 아물음’이라는 사건개념을 얻 

게 된다. 이제 복합사태로부터의 사건유도를 일반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약이 펄요하다. 

Convention I : 원인사태와 결과사태의 인과적인 관계로 이루어진 복합사 

태 중에서 결과사태가 닫혀진 경우에 한해서만이 시간적 

인 지속성을 갖는 사건을 유도할 수 였다. 

2절에서 우리는 사건명사를 관계명사의 일종으로 개념상 불완전한 것으 

로 정의하였고 3절에서 우리는 사건명사를 일정한 시간구간을 점유하는 복 

합사태로 보았다. 또한 사태는 술어와 논항들의 관계가 열려진 상황으로， 

그리고 사건을 술어와 논항의 관계가 닫혀진 상황으로 기술하였다. 이러한 

어휘개념은 그러나 관계명사와 같이 불완전한 것으로서 특정한 논향(들)간 

의 관계하에서만 완전한 독립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 앞서 언급-한 Erblin

dung, Vernarbung, Erarbeitung, Erkämpfung, Verfolgung, Beobachtung 

등은 닫혀진 사태를 나타내는 사건명사이지만 이 사건의 원인 제콩자나 사 

건관련 대상이 논항으로 주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다만 불완전한 사건의 

미를 가질 뿐이다. 다음 예를 보자. 

(32) Hans befeuchtet das Zimmer. 

(33) a. *Die Befeuchtung nahm zwei Stunden in Anspruch. 

b. *Hansens Befeuchtung nahm zwei Stunden in Anspruch. 

c. (?)Die Befeuchtung des Zimmers nahm zwei Stunden in 

Anspruch. 

d. Hansens Befeuchtung des Zimmers nahm zwei Stunden in 

Anspruch. 

e. Die Befeuchtung des Zimmers durch Hans nahm zwei Stunden 

in Anspruch. 

자연현상이냐 심리현상으로서의 사건이 하나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원 

인사태와 결과사태로 구성된 복합사태로부터 유도된 것으로 가정할 경우 

우리는 우리의 눈 앞에 현상되는 사건은 원인 제공자가 밝혀지지 않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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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만이 주어지는 경우가 얼반적이다. 추운 날씨가 물을 얼게 한다든지， 

햇빛이 눈을 녹게 하거나 바람이 빨래를 말리는 것과 같은 사건은 물이 어 

는 현상， 눈이 녹는 현상， 빨래가 마르는 현상만을 우리는 지각대상으로서 

인식할 뿐이다. 자연언어는 적어도 이와 같은 현상들을 기술하는데에 었어 

서 원인제공자를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문 (34a)의 논리형태는 다음 

과 같이 두 가지의 즉 원인 사태와 결과사태로 구성된 복합사태를 나타내고 

있다. 

(34) a. Hans befeuchtet das Zimmer. 

b. 3y[Vy [Zimmer(x) ‘• x = yJ ^ 3P [P{h}BEWIRKEN 

[KOMMT-DAZU [feucht'( y)JJJJ 

측 befeuchtet는 하나의 복합사태를 나타내는 술어이며 (34b)에서와 같이 

논리상항 A 의 좌측에 있는 P{h}가 원 인 사태 이고 A 의 우측에 있는 

[KOMMT -DAZU [feucht' ( y) JJ가 결과사태이며 이 두 사태의 인과 관계 

를 나타내는 술어가 BEWIRKEN이다. 이러한 복합사태의 술어 befeuchtet 

로부터 유도된 사건명사 Befeuchtung은 원인사태의 담지자연 Hans를 생략 

할 경우 (33c)에서와 같이 그래도 문법적이지만 결과사태의 탐지자인 das 

Zimmer를 생략할 경우 (33b)에서와 같이 비문법적 인 사건명사를 유도하게 

된다. (33c)가 분법적 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는 원인사태의 담지자 

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의 감각대상으로 식별할 수 없는 일반적인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건기술에 있어서의 인식론상의 문제점 

은 이 논문에 제시된 사건명사들이 술어로서 원인사태의 탐지자와 결과사 

태의 담지자를 논항으로서 잘못 선택하는 경우에 비운법적이 된다는 사실 

을 밝히기에 족하다. 

4. 사건명사의 의미기술 

지금까지 우리는 사건명사의 Aktionsart에 관해 논의하면서 하나의 사건 

은 특정한 시간구간내에서 사태의 지속과 종결을 닫혀진 상황으로서 함의 

함을 알았다. 이 절에서는 사건명사에 대한 구체적 인 의미기술을 시도하여 

보자. Reichenbach (1 947) , Davidson (1 967, 69) 에 따라 사태와 사건의 의 

미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예문 (22a, b)를 다시 한번 보자. 

Reichenbach는 하나의 사건을 기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함수와 논향으 

로 구성된 사태를 나타내는 명제를 술어화 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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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a. George IV is crowned: f(Xl) 

b. the coronatíon of George IV: [f(Xl)]* g 

‘George IV is crowned'라는 사태는 하나의 사건， ‘the coronatíon of 

George IV’로 서술되는 Vl에 대한 술어의 기능( =g)을 하게 되어 사건을 

기술할 수 있다. 

(36) g(Vl) = [f(Xl)J* (Vl) 

이제 U가 변항일 겨우 다음과 같은 양화사의 도업으로 명제함수를 병제 

로 바꾸게 된다. 

(37) a. (ω) [f(Xt)]* (v) 

b. (:;:[v) [f(Xl)]* (v) 

사건기술을 위해 사태를 서술하는 방법에 따라 예문 (21a)는 다음과 같 

은 사건으로 기술된다. 

(38) a. Hans erarbeitete das Flugblatt. 

b. (3v) [erarbeitete(Hans, das Flugblatt, v)] 

c. (:;:[ v) [Hans erarbeitete das Flugblatt, υ] 

이러한 사태로부터 사건을 유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독일어에서 -ung-조어 

에 의한 사건명사 기술이다. Reíchenbach의 방법을 좀더 수정보완하여 

(38a)로부터 유도된 사건명사의 논리형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9) (:;:[v) [Erarbeitung(v) & Actor(v, Hans) & 
Theme( v, das Flugblatt) ] 

즉 (39) 의 논리형태는 Erarbeitung이라는 사건을 나타내고 이 사건의 행위 

자는 Hans이며 이 사건의 대상은 das Flugblatt이다. 이 사건은 다시금 다 

음과 같은 새로운 사태의 논항으로 도입될 수 있다. 

(40) a. Díe Erarbeitung des Flugblattes (durch Hans) nahm den ganzen 

Tag in Anspruch. 

b. (:;:[ v) [Erarbeítung(v) & Actor(v, Hans) & 

Theme(v, das Flugblatt)] & & :;:[I[I<now & 1 = den 

ganzen Tag & :;:[t [t E 1 & Hold (v, t)JJJ 

(40b) 의 논리형태는 Erarbeítung이라는 사건을 나타내며 이 사건의 행위자 

는 Hans이고 이 사건의 대상은 das Flugblatt이며 현재 시간 이전의 어떤 



380 신 /
T 

ι

τr 

시간구간 ‘den ganzen Tag’에서 이 사건이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통일한 Aktionsart를 갖는 동사 vernarben의 사태표현으로부터 유사한 방 

법으로 사건명사의 논리형태를 기술할 수 었다. 

(41) a. Die Vernarbung der Wunde 

a'. (ω)[Vernarbung( lI) & (Theme( lI, die Wunde)] 

(41a' )의 논리형태는 Vernarbung이라는 사건을 나타내고 이 사건의 대 

상은 die Wunde이다. 이렇게 유도된 사건은 다른 사태의 업력이 될 수 있다. 

(42) a. Die Vernarbung der Wunde nahm zwei Monate in Anspruch. 

b. (ω) [Vernarbung( lI) & Theme( lI, die Wunde) & :.>1 1 

[I<now & 1 = zwei Monate & t [t E 1 & Hold (lI, t)JJJ 

(42b) 의 논리형태를 보면 Vernarbung이라는 사건을 나타내고 이 사건의 

대상은 die Wunde이며 현재 시간 이전의 어떤 시간구간 ‘zwei Monate’에 

서 이 사건이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23b) 의 논리형태를 기술 

하여 보자. 

(43) a. Die Erkämpfung der Position durch Hans nahm das ganze 

Jahr in Anspruch. 

b. :.>IlI [Erkämpung( lI) & Actor( lI, Hans) & Theme( lI, die 

Position) & :.>I 1[I <now & 1 = das ganze Jahr & 

:.>I t [t ε 1 & Hold (lI, t)JJJ 

논리형태 (38b)은 die Erkämpfung에 의해 표현되는 사건의 기술로서 이 

사건의 행위자는 Hans이고 이사건의 대상은 die Position이며 이 사건은 현 

재 시간 이전의 어떤 시간구간 ‘das ganze Jahr’에서 이 사건이 지속되었음 

을 의미한다. 

5. 사건명사 유도의 통사의미론적 제약 

사건이 원인사태와 결과사태로 구성된 하나의 복합사태로부터 유도될 경 

우 우리는 결과사태의 담지자가 사건명사의 논항으로 필수적으로 등장해야 

만 하는 경우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구간에서 주어의 행위가 목 

적어를 겨냥하는 사태가 하나의 복합사태로 간주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사 

태로부터 유도된 사건명사의 구조 (23a-c)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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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a. Hansens Erkämpfung der Position 

b. *Hansens Erkämpfung 

c. *der Position Erkämpfung durch Hans 

(45) a. Die Verhaftung des Diebes (durch die Polizei) 

b. *die Verhaftung der Polizei 

c. (?) *des Diebes Verhaftung der Polizei 

먼저 (45b, c)의 비문법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건명사 Erkämpfung을 보 
자. erkämpfen에 의해 표현되는 사태는 원인사태와 결과사태로 구성된 복 

합사태인데 이 때 원인사태의 담지자는 Hans로 그리고 결과샤태의 담지자 

는 die Position으로 주어져 었다. 이제 이 복합사태로부터 사건병사를 유도 

할 경우 심리현상 혹은 자연현상으로 주어지는 결과사태의 담지자가 사건 

명사를 핵으로하여 구성되는 명사구 구조에서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여기서 볼 수 있는 통사상의 제약은 사건명사를 중심으로 원인사태의 담지 

자가 고유명사일 경우 좌측에 수의적으로 나타나고 우측에는 필수적인 결 

과사태의 탐지자가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다. 원인사태의 담지자는 고유명사 

이거나 보통명사이거나 모두 사격 (oblique case)으로 나타날 수 있다. (44b, 

c)가 비문법적인 이유는 원인사태와 결과사태의 담지자가 통시에 나타날 

경우에 주어지는 이상의 통사상의 제약을 위배했기 때문이다. 통일한 통사 

적 제약상의 이유로 (45b, c) 의 비문법성이 설병된다. 그러냐 (45b) 의 경우 
는 원인사태와 결과사태의 담지자 중에서 원인사태의 담지자가 냐타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이지만 원인사태의 담지자가 나타나면서 결과사태의 담 

지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사태인식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비문법 

성을 나타낸다. (45c) 의 경우 물음표시(?)는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가 

원인사태의 탐지자로서 사건병사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모국 

어 화자들간의 직관상의 차이에 기인한다. 원인사태의 담지자가 전혀 나타 

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가 앞서 언급한 vernarben 이외에 다음과 같은 복 

합사태를 나타내는 능격동사이다. 

(46) ver-전철 조어 : verkohlen, verdampfen, vereisen, vergletschern, 
versumpfen, versanden, verschlammen, ... 

(어근이 명사인 경우) 

verarmen, vereinsamen, verfaulen, versauern, .,. 
( 어근이 형용사인 경우) 

이들 통사의 의마는 모두 다음과 같은 복합사태를 나타내고 결과사태가 

닫혀진 경우로서 ung 조어에 의한 사건명사 유도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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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ÀX[여 x) ^ KOMMT-DAZU (.6\: x)] 

여기셔 a(x)는 사태변화를 겪는 대상을 말하고 .6\: x)는 결과사태를 말한 

다. 다음 예문을 가지고 이상의 사태변화를 설명하여 보자. 

(48) a. Die Menschen 、rerarmen.

b. Vx[Menschen (x) ^ KOMMT-DAZU (arm(x)J 

이처럼 원인사태가 주어져 있지 않는 경우에도 그 결과사태 (arm(x)가 닫 

혀 져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건명사의 유도가 가능한 것 이다. 

(49) a. die Verarmung der Menschen /a'. der Menschen Verarmung 

b. die Vereinsamung der Kranken /b'. der Kranken Vereinsamung 

c. die Verfaulung der Apfel /c'. der Apfel Verfaulung 

이상과 같은 원인 사태가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로부터 사건병사의 유도 

는 그 예가 흔치 않고， 원인사태와 결과사태가 인과관계의 술어로 연결되는 

복합사태로부터의 사건명사의 유도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복합사태의 의미 

를 내포하는 동사들을 우리는 앞서 er-전철 동사들의 예블 들어 제시하였 

다. 이들은 모두 그의미를 원인사태와 결과사태로 분석할 수 있는 것플로서 

결과 사태가 닫혀진 것을 함의하기 때문에 -ung 조어에 의한 사건명사의 

유도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 의미가 복합사태로 구성되고 결과사태가 닫혀진 전철동사로 다음과 

같은 be 전철통사， ent-동사가 있다. 

(5이 be-전철 동사 : 

A. bebildern, bedachen, bekränzen, bekronen, bedüngen, belasen, 

besohlen, bemannen, ... 
B. besiegeln, beflaggen, bebleien, beflecken, bebleclζen， 

beplatten, . 
C. bekerkern, bespulen, beschulen, begraben, . 

D. begnadigen, besündigen, bevollmächtigen, berechtigen, 

berücksichtigen, bevorrechtigen, bescheinigen, . 

(어근이 명사인 경우) 

E. beelenden, befähigen, befeuchten, befreien, befreudigen, 

belustigen, betätigen, ... 

이상의 be 전철 동사들은 A.그룹의 경우 VERSEHEN-MIT(x, y) , B.그 



독일어의 사건영사(Ereignisnomen) 에 관한 의미론적 기술 383 

룹의 경우 SICH-BEFINDEN-AN(x, y) , C.그룹의 경우 SICH-BEFINDEN 

-IN(x, y) , D.그룹의 경우 BESITZENjHABEN(x, y)와 같은 결과사태를 
함의하고 있다즉 이들 동사들의 의미는 모두 원인사태 ￠와 결과사태 ￠를 

BEWIRKEN과 같은 추상적인 인과관계의 숨어로 연결되는 복합사태[Ø 

BEWIRKEN øJ를 나타내고 결과사태가 닫혀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 

건명사의 유도에 아무런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구체적인 예로 다음 문장의 

논리형태와 사건명사의 논리형태를 고찰해보자. 

(51) a. Der General bewaffnet die Truppe. 

b. (cx)(cy)[General(x) ^ Truppe(y) ^ 3P3z[Waffe(z) ^ P(x) 

BEWIRKEN [KOMMT-DAZU[VERSEHEN-MIT(y, z)JJJ 

이상의 논리형태에서 원인사태는 P(x)이고 결과사태는 VERSEHEN-MIT 

(y, z) 이며 원인사태와 결과사태의 인과관계를 연결하는 술어가 BEWIRKEN 

[KOMMT-DAZUJ이다 이제 (51a)로부터 유도되는 사건명사와 논리형태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52) a. die Bewaffnung der Truppe durch den General 

b. (?) des Generals Bewaffnung der Truppe 

c. (ω)[Bewaffnung(u) & Actor(u, der General) & Theme(u, 

die Truppe) J 

be-전철동사가 복합사태를 형성하지 않는 다음의 단순사태를 의미하는 예 

들로부터 사건명사를 유도하면 모두 비문법적이 된다. 

(53) bedenken • *Bedenkung, befahren • *Bef ahrung, 
befliegen • *Befliegung, belachen • *Belachung, 
befressen • *Befressung, besagen • *Besagung, 
bewachsen • *Bewachsung, . 

다음으로 복합사태의 의미를 갖는 ent-전철 통사의 예를 보자. 

(54) ent-전철 통사 

A. entasten, entbluten, enterben, enteisen, entfärben, entfeuchten, 
entkeimen, entkernen, entkräften, entflecken, entladen, . 

5 이들 동사들의 의미를 일반화하여 그 논리형태롤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PÀX 
p{ ~ Ay 3: Q[r(x, ~ APP{y}) BEWIRKEN [KOMMT-DAZU[Q{y}]]]} 
이상의 논리형태에서 원인사태는 r(x, ~ APP{y})부분에 해당하고 결과 사태는 

다시금 복합사태인 상태의 변화와 그 결과를 나타내는 [KOMMT-DAZU [Q{y}] 
로 구성되며 인과관계를 냐타내는 추상적인 술어가 BWIRKE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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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lüften, entölen, entrahmen, entmachen, entseuchen, 

entsorgen, entthronen, entwässern, entwaffnen, . 

(어간이 명사안 경우) 

B. enteignen, enthärten, entheiligen, entleeren, entmenschlichen, 

entmüdigen, entmutigen, entpersδnlichen， entrunden, entsichern, 

entsittlichen, entstofflichen, entwÎrr、en， ... 

(어간이 형용사언 경우) 

A.그룹， B.그룹의 ent 전철 동사들은 모두 [ψ BEWIRKEN rþ]와 같은 

복합사태의 의미를 갖고 A.그룹은 어근인 명사의 의미를 갖지 않는 결과사 

태 ￠를 함의하는데 비해 B.그룹은 어근인 형용사의 의미를 갖지 않는 결과 

사태 ￠를 함의한다. 구체적으로 다음 예문을 가지고 이를 설명하여 보자. 

(55) a. Der Sturm entlaubt den Baum. 

b. (tx)(ty)[Sturm(x) ^ Baum(y) ^ 3P3z[Laub(z) ^ P(x) 

BEWIRKEN [KOMMT-DAZU[ -HABEN(y, z)J]J 

(56) a. Die Frau entleert das Zimmer. 

b. (tx)(ty)[Frau(x) ^ Zimmer(y) ^ 3P[P(x) BEWIRKEN 

[KOMMT-DAZU[leer(y) ]J 

(55) 의 논리형태에서 원인사태는 P(x) 이고 결과사태는 [KOMMT -DAZU 

(-HABEN(y, z)) 이다. 그리고 이 원인사태와 결과사태를 인과관계를 나타 

내는 술어 BEWIRKEN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54)A.에 제시된 봉사들은 

모두 [ψ BEWIRKEN [KOMMT-DAZU rþJJ와 같은 복합사태를 나타내고 

닫혀진 결과사태를 갖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유도된 사건명사는 모두 운법 

적이다. (56b) 의 논리형태에서는 원인사태가 P(x) 이고 결과사태가 다시금 

복합사태인 [KOMMT -DAZU (leer(y)) ]이며 이 두 사태를 (55b) 의 경우 

와 마찬가지로 역시 인과관계의 술어안 BEWIRKEN가 연결하고 있다. 이 

복합사태에 있어서도 결과사태 leer(y)가 닫혀있기 때문에 entleeren으로부 

터 유도되는 사건명사는 문법적이며 또한 (54)B.그룹에 있는 모든 통사플 

로부터 문법적인 사건명사를 유도해 낼 수 있다. 끝으로 (55b) , (56b)로부 

터 사건명사를 유도하고 그 논리형태를 제시해 보자. 

(57) a. die Entlaubung des Baums durch den Sturm 

b. (?)des Sturms Entlaubung des Baums 

c. (ω)[Entlaubung(o) & Actor(o, der Sturm) & Theme(υden 

B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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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a. die Entleerung des Zimmers durch die Frau 

b. (?)der Frau Entleerung des Zimmers 

c. (w)[Entleerung(v) & Actor(v, die Frau) & Theme(v, das 

Zimmer)] 

Entlaubung, Entleerung은 복합사태로부터 유도된 사건명샤로서 의미상 

으로는 독립적 인 완전한 개념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의 1절에서 언급 

한 영어의 wife나 sister와 같은 관계명사가 의미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병사를 논향으로 취하여 비로소 자신의 지시체를 확청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 사건병사도 이사건의 원인제공자 Actor와 사건을 겪는 대상을 

밝힘으로써 바로소 완전한 사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만일 사건의 원 

언제공자나 대상이 필요없을 정도로 사건의 의미가 고정되면 사건명사는 

일반명사가 갖는 독립적인 의미를 갖게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은 모든 상황 

적 조어가 얼상적으로 되풀이되는 사용으로 인하여 독립된 어휘의미를 갖 

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다음의 예들이 이를 업증해 준다. 

(59) a. Bescheinigung, Erfrischung, Kleidung, Packung, Verpackung, 

Zündung usw. (Gegenstand oder Sachbezeichnung) 

b. Abteilung, Bedienung, Regierung, Vereinigung, Vermittlung usw. 

(Kollektivum auf Personengruppen) 

c. Sitzung, Vorstellung, Anschauung usw. 

그러나 대부분의 ung-조어 에 의한 사건명사는 아직 일반명사가 갖는 독립 

적이고 지속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사건의 원인제공자나 사건 

의 대상을 필요로 하는 불완전한 의미를 가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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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mantic Description of Event Nouns in German 

Soo Song Shin 

This paper pertains to the discussion of the syntactic and semantic con 

straints on deriving the • ung-nominals, i.e. the so-caIled event nouns. It is 

very peculiar phenomena that the nominals with the suffix -ung (= -ung 

nominals) are considered sometimes grammatical and sometimes ungram 

matical even if they are derived from their base verbs with the same 

Aktionsart. For instances, we have a grammatical -uη:g-nominal， e.g. die 

Verarmung der Menschheit corresponding to the sentence die Menschheit 

verarmt. However, we also have an ungrammatical one, die V능rblühung 

der Rose which corresponds to die Rose verblüht. The Aktionsart of these 

two Verbs, verarmen and verblühen, are the same, i.e. they belong to the 

same c1ass of inchoative verbs. Nevertheless it has been until now not fully 

investigated why some inchoative verbs allow the derivation of event nouns 

and others do no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aspects of the inchoa 

tive verbs with respect to the time intervals is first described and 

differentiated. Then follows the treatment of the abstract semantic analysis 

of the inchoative verbs which designate a complex state of affairs of a 

cause-effect-relationship. Besides the inchoative verbs, several other verbs 

from which the -ung-derivations, i,e. event nouns, are possible. The conc!u

sion is as follows: Some of the so called Aktionsart of event nouns show a 

complex state of affairs, i.e. causal state of affairs and the resulting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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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affairs, and if there is a change of the state of affairs and they are 

closed, then in that situation, we are able to derive an event noun. With 

respect to the derivation of event nouns the openness and closedness of the 

state of affairs will be defined. The next important issues of event nouns 

are the syntactic constraints given on the derivation of subject, object or 

oblique complement of base verbs. Thus we have a grammatical -ung-deri 

vation such as die Verhaftung des Diebs (durch die Po!izei), but ungram

matical one such as *die Verhaftung der Polizei both of which correspond 

to the sentence Die Polizei verhaftet den Dieb. I wil1 try to prove that the 

syntactic ungrammaticality is due to the semantic mismatching of the event 

fact r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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