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어 제 I 분사의 문법성에 관한 

시간 의미론적 고찰 

이 해 정 (독일문화원) 

O. 들어가는 말 

독일어의 제 I 분사 (Partizip 1)는 동사의 부정형 형패에 접미사 -(e)nd를 

첨가하여 유도되는데 제 11 분시. (Partizip 11)와는 탈리 문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논 통사적인 환경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 자동사의 경우 상태를 나타내는 

자동사” 예텔 플이 liegen, stehen, blühen 등이나 동작을 나타내는 자동사 

tanzen, lachen, arbeiten, 그라고 싱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자동사 없lkommen， 

erblühen, verfaulen 등은 제 II 분사로서 완료상플 나타낼 때 술어 적 으로 사용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뜰 중 어느갓도 제 I 분사로서 술어적으쿄 사용되변 

비문법적이 펀다. 이들이 세 I 분사로서 부가어적인 형용사로 사용되는 정우 

농작이나 상태릎 나타내는 자동시는 문법적인데 비해 상태의 변화플 나타내 

는 자동사의 정우는 der in Hamburg *ankommende Zug, die recht früh 

*erbl때lende Rose, der schnell *verfaulende Apfel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갇이 

비문볍적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의 운볍성파 비문볍성윤 시간의미론으로 기 

술하려고 한디. 먼지 통사적인 유도에 있어서 자동사의 경우와 타동시의 경우 

릎 구분하여， 제 I 분사익 술아석 형용사로서의 통사적인 유도 제약파 부가아 

적인 형용사료서의 통사적인 유도 제약이 Klein (1994, 1998)의 시간의미론적 

인 해석과 띤게되어 섣명펠 수 있음플 입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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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사의 제 1 분사가 갖는 통사적 제약 

독일어에서 제 II분사가 완료상음 나타내가 위한 문법적인 수단이라면 제 I 

분사는 상적인 표현으로서 미완료상 흑은 진행상을 나타내는 문볍적인 수단 

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완료상음 나타내는 경우는 다음과 갇은 예문에서 

sein과 결합õ]--는 과거분사의 가저동사가 사태의 변화， 다시말해 양작인 변화 

(quantitative Veränderung)로서의 장소의 이동이나 질적인 변화 ( qualitative 

Ver빼derung)로서의 상때의 변화를 나타내는 자동사의 경우로 한정되는 경우 

룹볼수있다 

(1) a. Der Zug kommt in Hamburg an. 

> Der Zug ist in Hamburg angekommen. 

b. Der Zug fåhrt von MÜllchen ab. 

> Der Zug ist von MÜllchen abgefahren. 

(2) a. Die Rose erblüht. 

> Die Rose ist erblüht 

b. Die Glocke erklingt. 

> Die Glocke ist erklungen. 

c. Der Apfel verfault. 

> Der Apfel ist verfault. 

그랴나 이와 유사하게 미완료상이나 진행상을 나타는 동작이나 상래플 나 

타내는 기시동사의 제 I 분시가 다음과 같이 se띠 동사와 결합할 경우 예외없 

이 비문법적이 된다. 

(3) a. Die Frau tanzt leidenschaftlich. 

> Die Frau ist leid잉lschaftlich *tanzend 

b. Der Junge lacht laut. 

> Der Junge ist laut *lachend 

c. Der Mann arbeitet faul. 

-> Der Mann ist faul *arbei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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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Das Buch 1iegt auf dem Tisch. 

> Das Buch ist auf dem Tisch *Iiegend. 

b. Die Schuhe stehen vor der Tür. 

> Die Schuhe sind vor der Tür *stehend. 

c. Die Rose blüht. 

-> Die Rose ist *blühend. 

(3a-c)에서 제시한 tanzen, lachen, arbeiten 등 자동사는 동작동사로서 제 I 

분사를 만둡어 sein동사와 결합시킬 경우 모두 비문볍적인 표현이 된다. 즉 

이탑 동사뜰의 셰 l 분사가 나타내는 동작상 혹은 미완료상 imperfekt은 독열 

어에서는 숭어적인 위치에서 비문볍적이 된다. (4a-c)에서 제시한 Iiegen, 
stehen, blühen 등 자동사는 성 태동사로서 제 I 분사의 형 태로 sein동사와 갤 

합힐 정우 역시 li1 문법적이다 n1완료상으로서 상태나 동작윤 나타내는 자동 

사갈 이외에도 (1 a,b), (2a，b，c)에서 제시한 사태변화를 나타내는 ankommen, 

abfahren, erbl때en， erklingen, verfa띠en등과 같은 자동시 뜰도 다음파 같이 저l 

I 분시익 형태가 술어적으로 사용펠 경우 모두 비문볍적이다. 

(5) a. Der Zug kommt in Hamburg an. 

> Der Zug ist in Hamburg *ankommend. 

b. Der Zug fåhrt von München ab. 

> Der Zug ist von Mψlchen *abfahrend. 

c. Die Rose erblüht ‘ 

> Die Rose ist *erblühend. 

d. Die Glocke erklingt 

> Die Glocke ist *erklingend. 

e. Der Apfel verfault. 

- > Der Apfel ist *verfaulend. 

이듬 사태변화를 나타내는 동사의 가동 혹은 결파의 동작태는 제 I 분시의 

형태로는 숨어적으보 사용될 수 없다. 자동사의 경우 어떠한 동작태를 갖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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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제 I 분사형태로서 술어적으로 사용될 정우 비문법적인 것을 알 수 있 

다. 그랴나 이들 제 I 분사형태가 부가어적으로 사용될 때 기저동사의 동작태 

에 따라 문법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먼자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자 

동사의 제 I 분사가 부가어적인 형용사로 사용될 경우에는 모두 문법적인 것 

을 다음 예틀 통해서 알 수 있다. 

(6) a. Die Frau tanzt gerade mit dem Mann. 

> die gerade mit dem Mann tanzende Frau 

b. Dεr Junge lacht laut. 

> der laut lachende Junge 

c. Der Mann arbeitet fleißig. 

> der fleißig arbeitende Mann 

(7) a. Das Buch liegt heute auf dem Tisch. 

> das heute auf dem Tisch liegende Buch 

b. Die Schuhe stehen paalWeise vor der Tür. 

> die paalWeise vor der Tür stehenden Schuhe 

c. Die Rose blüht schon eine Woche lang. 

-> die schon eine Woche lang blühende Rose 

(6), (7)익 제 I 분사형태가 모두 문법적인 것으로 보아 가저동사의 동작태 

가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낼 경우 부가어적인 형용사의 유도가 가능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마 다옴은 사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기 셔동사의 제 I 분사가 부 

가어적인 형용사로 사용될 경우 그 문볍성플 고찰해 보자. 

(8) a. Der Zug kommt in Hamburg an. 

> der in Hamburg ’~ankommende Zug 

b. Der Zug fåhrt von München ab. 

•> der von München *abfahrende Zug 

c. Die Rose erblüht recht früh. 

> die recht früh *erblühende 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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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ie Glocke erklingt laut. 

> die laut *erklingende Glocke 

e. Der Apfel verfault schnell. 

> der schnell *verfa띠εnde Apfel 

(8a-e)의 기저동시 때kommen， abfahren, erklingen, erblühen, verfaulen 등의 

제 I 분사든 부가어작으로 사용될 경우 모두 비문볍석인 것으로 판명된다. 

2. 타돔사의 저I I 분사가 갖는 통사적인 제약 

자동사의 강우외 갇이 타동사에 있어서도 동작태가 부가어적인 형용사의 

통사적인 유도에 있어서 결정작인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 다음은 동작태의 

분듀에 따른 부가어석인 형용사의 문볍생을 보여주는 예문 틀이다. 

(9) a. Der Mann trägt das Gepäckstück. 

> der das Gepäckstück tragende Mann 

b. Die Frau wäscht die Haare ihrer Tochter. 

> die die Haare ihrer Tochter waschende Frau 

c. Der Junge schlägt den Hund. 

> der den Hund schlagende Junge 

(10) a. Dεr Mann liebt die Frau. 

> der die Frau liebende Mann 

b. Die Frau verehrt den Mann. 

-> die den Mann verehrende Frau 

c. Die Säulen tragen das Dach 

> die das Dach tragenden Säulen 

(9a-c)에 제시된 타동사 tragen, waschen, sc삐agen 등의 동작태는 동직t혹 

은 과정)유 나타내고 이단의 세 I 분사 tragend, waschend, schlagend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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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어적인 형용시를 유도하면 모두 문법적이다. 다음으로 (lOa-c)의 상태플 

나타내는 타동사 Iieben, verehren, tragen의 제 l 분사 liebend, verehrend, 

tragend로부터 부가어적인 형용사를 유도할 경우에도 역시 문볍적이다. 그라 

나 타동사의 동작태가 사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경우는 이들 타동사의 제 I 분 

사로부터 유도된 부가어적인 형용사는 다음과 같이 모두 비문볍적인 표현이 

된다. 

(1 1) a. Der Junge besteigt den Berg. 

> der den Berg *besteigende Junge 

b. Der Mann erkämpft die Position. 

> der die Position *erkämpfende Mann 

c. Der Wissenschaftler *erarbeitet die Studie. 

> der die Studie erarbeitende Wissenschaftlεr 

(lla-c)에 주어진 타동사 besteigen, erkämpfen, erarbeiten은 사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사건동사로서 이들의 제 I 분사 besteigend, erkämpfend, erarbeitend 

등으로 부터 유도된 부가어적인 형용사는 모두 비문법적이다. 

3. 제 | 분사의 시간의미론적 해석 

3. 1. 자동사의 제 | 분사와 술어적인 형용사 

앞젤 (3a-c)에서 우라는 tanzen, lachen, arbeiten등파 같은 자동사는 동작의 

동작태를， (4a-c)에서 제시한 liegen, stehen, blühen등 자동사는 상태의 동작태 

를 나타내고， (5a-c)에서 때kommεn， ab때πen， erblühen, erklingen, verfaulen 

등과 같은 자동사는 사태변화의 동작태를 나타내는 것을 보았다. 또한 이들 

의 제 I 분사의 형태가 술어적으로 사용될 경우 모두 비문법적이었다 이블의 

비문법성은 독열어의 동사가 현재 시제일 경우， 영어익 be + V + ing와 동열 

한 진행상의 상적인 의미플 갖고 있기 때문에 제 I 분사의 상태상/진행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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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된다고 하는 시섣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즉 독엘아에서 제 I 분시는 진 

행상 혹은 미완료상을 나타내는 술어부에서는 형태소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 

시 한번 이 틀 동사틀의 예문플 가지고 이 사살을 설명하여 보자.1) 

(12) a. Die Frau tanzt leidenschaftlich. 

a’. Die Frau ist gerade dabei, leidenschaftlich zu tanzen 

b.Dεr Junge lacht laut. 

b’. Der J unge ist gerade dabei, laut zu lachen 

C. Der Mann arbeitet ohne Pause. 

c’. Der Mann ist gerade dabei, ohne Pause zu arbeiten. 

이둡 예문듭 (12a-c)는 (l2a’ -c’)의 ‘gerade dabei sein’파 같은 진행의 의미 

릎 나타내는 숨어를 이용하여 동의구문 (Paraphrase)으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즉 현재 사제형래로 진행상플 표현할 수 였다는 젓이다. 따라서 전행상의 표 

현에 헤딩하는 제 I 분시 -(e)nd의 형태소는 동사의 어간에 붙어 술어적으로 

사용될 수가 없고， 단지 현재시세로서 다음과 갇은 진행상의 사태를 시간축상 

에 가숨 할 수 있다. 

(13) ................. … ... { +++++[ ++++++ ]+++++++ } .. . 

TSit TT 

TT ‘ Topikzeit 
TSit: Situationszeit 

1) 독일어의 현재시제는 해당동사의 다양한 어휘적 속성에 따라 다음과 갇이 현재， 흑은 미 

t:l]익 사태룹 표현할 수 있다. 

a) Hans kommt. 
b) Hans schläft 
c) Hans ist krank. 
이틀 에문 중 b), c)는 현재의 진행 흑은 상태상을 나타내는 반면 a)는 일반적인 의미로 
0] 례의 익 n]블 갖는다{Klein 1994: 127). 그라나 이 논문에서쓴 현재의 사재가 동작동사 
의 경우 진행상을 나타내든 갓띤 의미블 국한하여 기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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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도표에서 주제시간 TT는 [ ]로 , 상황시간 TSit는 { }로 각각 그 경계 

를 표시하였고， ++++는 상태， 동작， 사태변화의 사건이 점유하는 시간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화자가 일정시간 지속되는 ‘ leidenschaftlich tanzen’, 

‘laut lachen’, faul arbeiten’등 숨어가 나타내는 사태의 진행일부를 주제시간 

으로 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표에서 주제시간이 상황시간에 포함되어 있 

다. 

다음으로 상태상을 나타내는 ( 4a-c)에 제시되었던 예문들윤 보자 

(4) a. Das Buch liegt auf dem Tisch. 

a’. Das Buch ist auf dem Tisch *liegend. 

b. Die Schuhe stehen vor der Tür. 

b’. Die Schuhe sind vor der Tür *stehend. 

c. Die Rose blüht. 

c’. Die Rose ist *blühend. 

(4a’-c’)이 비문법적인 것은 상태를 나타내는 농사가 진행상의 의미를 갖는 

세 I 분사의 형 태소와 결합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갓이 아니다. 이들 예문들은 

(l 2a-c)가 (l2a닝)의 ‘gerade dabei seÎn’과 같은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의 

구문{Paraphrase)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바외 갇이 다음과 같은 상태의 지속 

을 나타내는 ‘weiter바1 bestehen’, ‘andauem’ 등 같이 동의구문으로 바꾸어 

쓸수있다. 

(14) a. Das Buch liegt auf dem Tisch. 

a’. Das Liegen des Buches auf dem Tisch besteht weiterhin. 

b. Der Schlüssel steckt im Sc삐oss. 

b’ Das Stecken des Schlüssels im Schloss dauert an. 

c. Die Rose blüht. 

c’. Das B!ühen der Rose besteht weiterhin. 

즉 현재 시제형 태가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상적표현이 된다. 따라서 사 



독일어 제 | 분사의 문법성에 관한 시간 의미론적 고찰 251 

태의 지속음 나타내논 제 I 분사 -(e)nd의 형태소를 동사의 어간에 붙어 술어 

적으로 시용될 정우 ‘sem’동사의 현재 시제형태의 상적 표현과 마찰올 갖게되 

어 비문볍적이 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라나 ankommen, abfahren, 

erblühen, erklingen, verfaulen 등과 갇온 사태변화의 동직태플 나타내는 자동 

시가 제 I 분사 -(e)nd의 형디1소와 결협힐 경우 비문볍적이 꾀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인 것 같다 다시금 (8a-c)의 예문듭을 다음과 갇이 다른 일련번호로 

제시하여.1Jl_자. 

(1 5) a. Der Zug kommt in Hamburg an. 

a’. Der Zug ist in Hamburg *ankommend. 

b. Der Zug fåhrt von München ab. 

b’. Der Zug ist von München *abfahrend‘ 

c. Die Rose erblüht. 

c’. Die Rose ist *erblühend. 

d. Die Glocke erklingt. 

d’. Diε Glocke ist *erklingend. 

e. Der Apfe\ verfault. 

e’. Der Apfel ist *verfaulend. 

(15a-e)의 동시들은 오두 두개의 서로 모순된 상태를 상황시간 TSit 

(=Situations- zeit)으로 갖든 동사탑로서 이듬이 나타내는 사태들의 상황시간 

을 다음파 갇이 시간축상에 기술할 수 있다. 

(16) ................. ……{……-----+++++十++++} .. . 
TSit 

이 도표에서 상황시 간븐 두세의 모순되는 사태로， 즉 …-와 +++로 표시되 

어 있다. …로 표시된 사태륜 초기 사태로 그라고 +++로 표시된 사태를 결과 

사태로 각각 Klein( 1994)에 따라 지 칭하려고 한다. 그랴나 문제는 제 I 분사 

의 -(e)nd의 형태소로 표현되는 진행상이 서로 모순된 두개의 싱태중 어느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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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제시간으로 취하여 표현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다음파 같은 3 

개의 가능성이 있다. 

(17) a ........................ {--[-----]-…++++十+++++} .. 

TSit TT 

b. .. ..................... {…-_ .... _-- .. 十++[+++++]++} ........ . 

TSit TT 

C ................... { ---------[--+++ ]+++十+++} .. .. 
TSit TT 

(17a)의 경우는 주제시간이 상황시간의 초기상태에 포함된 경우이다. (17b) 

의 경우는 주제시간이 상황시간의 결파상태에 포함된 경우이다. 그라고 (17c) 

의 경우는 주제시간이 상황시간의 초기상태와 결파상태의 일부를 포함하는 

경우이다. 이 세가지 중 이느 것도 시태변화의 사건동사가 제 I 분사로서 진 

행상을 올바로 지칭한다고 볼 수 없다. 독열어에서 모든 가동동사의 동작태는 

설제 사건발생의 상황에서 두개의 모순된 상태， 즉 초기상태와 목표상태찰 갖 

게 된다. (l 7a)는 초기상태에 주제시간이 주아진 경우로 모국어 화자의 언어 

직관과는 딸리 독열어의 경우 비문볍적이 된다.2) (17b)의 경우 목표상태에 

도달한 사태를 나타내지만 임단 목표상태는 더 이상 사건의 진행이 있을 수 

없음으로 제 I 분사 형태소 -end에 의한 진행상의 표현은 역사 적절한 것이 

못된다. 끝으로 (17c)의 경우 주제시간이 두개의 모순된 상태플 모두 포괄하 

기 때문에 사태의 경과나 진행이 단열한 경우에 한해서 진행상이 표현되는 

2) (17a)는 영어에서 가능한 구조이다. 즉 사애의 변화플 나타내는 John is leaving, John is 
opening the door과 같은 문장이 문법적인데 이는 진행상을 나타내는 be + V +-ing형대 
로 초기상태에서 사간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랴나 영아에 해당하는 독일어의 

(1 5a’-c’)에 주어진 사건동사 ankommend, abfahrend, erblühend, erklingend, verfaulend등 
은 모두 비문법적이고 이들로 부터 유도된 부가어적인 형용사도 모두 비문법식이기 때문 

에 초기상태에 진행상을 표현하는 (17a)의 기술은 부적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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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착이 위배되는 상황이다. 즉 ankommend의 경우 두개의 모순된 상태의 사 

건을 명제토 표현한 -angekommen(x) 파 angekommen(x) 이 동시에 성립한 

진행상플 표현할 수 없다. 동엘하게 abfahrend, erblühend, erklingend, 
verfaulend등은 모두 두개의 오순된 상태의 사건을 동시에 성 렵시키는 진행상 

을 나타내야 하는데 이는 그 자체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32 타동사의 제 1 분사와 술어적인 형용사 

자동사의 경우에 보았던 현재사제가 사태의 과정이나 지속을 나타내는 진 

행상 흑은 지속상음 함의하가 때문에 타동사의 경우에서도 술어적으로 사용 

팔 경우 역사 현재시제와의 싱적인 중복으로 인한 비문법성을 펴할 수 없다. 

다음 예문둡윤 료자. 

(1 8) a. Der Mann trägt das Gepäckstück. 

a’. Der Mann ist das Gepäckstück *tragend. 

b. Die Frau wäscht die Haare ihrer Tochter. 

b’. Die Frau ist die Haare ihrer Tochter *waschend. 

c. Der Jungε schlägt den Hund. 

c’. Der Junge ist den Hund *schlagend. 

(1 9) a. Der Mann liebt die Frau. 

a’ Der Mann ist die Frau *liebend 

b. Die Frau verehrt den Mann 

b’. Die Frau ist den Mann *verehrend 

c. Die Säulen tragen das Dach. 

c’ Die Säulen sind das Dach *tragend. 

(l 8a’-c’)에 제시펜 타동사 tragen, waschen, schlagen 등으로부터 유도된 제 

l 분사 austragend, waschend, schlagend의 숨어적인 사용은 모두 비문법적이 

다. 이는 이 01 자동사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사제가 타동사의 경우에 있어서 

도 진행상이나 지속상을 나타내가 때문에 동열한 상적표현을 갖는 제 I 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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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술어적인 사용과 상충된다 동일한 현상을 우리는 (19a녕)의 상태동사 

1ieben, verehren, tragen에서도 보게 되는데 역시 이들의 제 I분사 형태는 지 

속상을 나타내지만 그러나 se띠동사의 현재시제가 나타내는 지속상과 상충되 

기 때문에 비문볍적이다. 다음으로 사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앞절 (1 1a-c)의 

besteigen, erkämpfen, erarbeiten능의 경우， 이 들 타동사의 제 I 분사가 술어 적 

인 형용사로 사용되면 역사 다음파 같은 모두 비푼법적인 표현이 된마 

(20) a. Der Junge besteigt den Berg. 

a’. Der Junge ist den Berg *besteigend. 

b. Der Mann erkämpft die Position. 

b’. Der Mann ist die Position *erkämpfend. 

c. Der Wissenschaftler *erarbeitet díe Studíe. 

c’. Der Wíssenschaftler íst díe Studie erarbeitend. 

(20a-c)에 주어진 사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타동시. besteigen, erkämpfen, 

erarbeiten은 사건동사로서 이들의 제 I 분사 besteigend, erkämpfend, 

erarbeitend 등이 술어 적인 형용사로 사용될 경우 모두 비문볍 석 이다. 그 이 유 

는 암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들의 제 I 분사의 상태상이나 진행상 

이 sein 동시의 현재시제가 갖는 상태상이나 진행상과의 충돌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이들 동사들이 모순된 두개의 

상태를 함의하는 까닭에， 앞서 (17a-c)의 시간축 상에 제시한 어떠한 상적 기 

술을 가지고서도 진행상을 올바로 나타낼 수 없가 때문에매. 

지금까지 타동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제 I 분사의 숨어적인 사용이 비문법 

적이라는 것이 밝혀졌마 다음절에서는 제 I 분사의 부가어작인 사용의 문볍 

성플 시간의미론을 가지고 논의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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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 분사와 부가어적인 형용사 

4.1 자동사 제 1 분사의 부가어적인 형용사와 시간의미론 

안젤에서 우리는 독열어의 제 I 분사가 술아 적인 형용사로 사용될 경우， 자 

동사와 타동사 모두가 비문볍식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뜰이 부가어 

적인 형용사모 사용될 경우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둡의 제 I 분사가 

문법적인 반면， 사테의 변화릎 나타내는 사건동사틀은 자동사와 타동사 모두 

가 비문볍적이 되는 것을 통사석으로 가술한 바 있다. 이 절에서는 이들의 문 

볍성플 시간의미판으로 기술하려고 한다. 먼저 자동사의 경우 제 I 분사가 부 

가아식으로 사용되논 경우릎 다시 한번 암점에서 제시한 예문을 가지고 논의 

하여 보자. 

(21) a. Die Frau tanzt leidenschaftlich. 

a’. Die Frau, die leidenschaftlich *tanzend ist. 

a". die leidenschaftlich tanzende Frau 

b. Der Junge lacht laut. 

b’. Der Junge, der laut *lachend ist, 
b". der laut lachende Junge 

c. Der Mann arbeitet ohne Pause. 

c’. Der Mann, der ohne Pause *arbeitend ist, 
c". der ohne Pause arbeitende Mann 

동직플 나타내는 t뼈en， lachen, arbeiten의 제 I 분사가 술아적인 형용시로 

사용된 (21a’-c’)의 관계젤이 비문법적인 반면 이 관계절의 가서구문으로부터 

유도된 (21a"-c")의 부가어작인 형용시구문은 문볍적이다. 엎-절에서 우리는 동 

작동사나 상태동사의 제 I 분사가 술어석으로 사용될 정우 비문볍적이 되는 

사심윤 시세의미론으로 가숲하였다. 그라나 이들 동사의 제 I분사가 명사의 

부가어적인 형용사로 시용되면 이 병사f내에서 제 I 분사와 상적인 충돌을 

임으키든 사저1나 상의 형태소 자질흘 갖는 정동사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문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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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다. 이를 다음파 같은 시간구조를 가지고 설명하여 보자. 

(22) a. die leidenschaftlich tanzende Frau 

b ........................ {++++++++++++ } .. .. 

TSit 

TSit: die Situationszeit ftir die Frau tanzt leidenschaftlich 

이상의 시간F조에서 상황시간은 ‘그 여인이 정열적으로 춤블 추고 있는’ 

시간이고 이 시간구간중 일부를 주제시간 TT로 취하게 된다. 그라나 이 주제 

시간은 시제에 의해 직시적으로 규정된 발화시간과의 관계하에서만이 결정될 

수 있다. 디음 예문음 가지고 이를 섣명하여 보자，3) 

(23) a. Man sah die tanzenden Eingeborenen und die grandiosen Landschaften, 
mit vielen Malariamücken und Blutegeln im Gewässer. 

(Quelle: Berliner Zeitung 2000) 

b. Eine tanzende Seniorin klopft mit dem Stock auf die Brεtter. 

(Quelle: Der Spiegel ON LINE) 

(23a)에 주어진， 제 I 분사의 부가어적인 형용사 t뼈enden의 상황시간에서 

주제로 취할 수 있는 시간구간은 명사구를 포함하는 상위문장의 정동사 s때 

의 사제가 파거임으로 과거의 시간구간이 될 것이다. 즉 이 과거시제에 의해 

직사적으로 파거의 특정한 시간구간을 주제로 택하게 되고， 상황시간은 바로 

이주제시간을 포함하게 됨으로써 동작동사 tanzen의 진행상이 적절히 기술된 

다. 이 관계를 다음파 같은 시간축상에서 기술하여 보자. 

3) 이 논문의 인용 문장 Quelle는 Universität Leipzig의 인터넷상의 W ortschatz deutsch에서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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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a. Man sah die tanzenden Eingeborenen [ ... ] 

b ... … … ............. {++++[++++++]+++十+++} ...... … ........ ./ 
TSit TT TU 

TU: Satz (24a)에 대한 발화시간 

TT: 정농사 sah에 의해 직시적으로 규정된 과거의 특정한 시간구간 

TSit: 영제 (leidenschaftlich(tanzen))(x)에 의해 표현되는 사태기 진행되 

는 시간. x = die Frau 

동작동사가 지칭하는 시태가 섣제로 변생하고 있는 상황시간 TSit은 주제 

시간 TT륜 포함하는 시간이 되고， 이 주제시간은 받화시간에 의해 직시적으 

로 규정된다. 부가어적인 형용사로서 제 I 분사의 사용이 가능한 갓은 지치동 

사의 상황시간을 섣정할 수 있고， 이 상황시간은 상위문장의 시세에 의해 직 

시적으로 주어진 주제사간을 포함하고 시간적인 의미해석에 있어서 이무런 

모순올 내포하고 있지 않가 때문이다. 그리고 이라한 가숲은 일반적으로 동작 

혹은 파정 91 동작태플 갖는 자동사의 제 I 분시 모두에 해딩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상태동사의 지1 1 분사가 부가어작인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의 

문볍성을 논의하여 보자. 

(25) a. Das Buch liegt auf dem Tisch 

a’. Das Buch, das auf dem Tisch *liegend ist. 

a". das auf dem Tisch liegende Buch 

b. Die Schuhe stehen vor der Tür. 

b’ Die Schuhε， diε vor der Tür *stehend sind. 

b". die vor der Tür stehenden Schuhe 

c. Die Rose blüht. 

c’. Die Rose, die *blühend ist. 

c". die blühende Rose 

예문들 (25a-c)에 주어진 상태동사가 (25a'’-c’)의 관계문에서 제 I 분사로서 

술어적인 형용시로 바뀌면 오두 비문볍적이 되는 것은 이미 동작동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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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한 바와 갇다. 즉 시제를 나타내는 정동사 sein의 상태상 표현파 상태동 

사의 지속상의 중복이 이들 예문들을 비문법적으로 되게 한다. 그라나 

(25a나")에서 제 I 분사가 부가어적인 형용사로 사용되는 경우 문볍적인 이 

유는 동작동사의 경우와 동열하다. 여기서도 우리는 다만 기 저동사의 동작태 

가 나타내는 상황시간을 다음파 갇은 시간 축상에 기술할 것이다. 

(26) a. das auf dem Tisch liegende Buch 

b. . ...................... { ++++++++++++ }.… 
TSit 

TSit: die Situationszeit ftir das Buch liegt auf dem Tisch 

명사구 das auf dem Tisch liegende Buch내에서 부가어적인 형용사로서의 

제 I 분사의 사용은， 이 명사구를 포함한 문장의 사제로 인하여 시간축상에서 

주제시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예문들이 이와같은 주장을 

뒤바침하고 있다. 

(27) a. Endlich ergriff er mit zittemder Hand die auf dem Tische liegende 

Rolle, [ ... ]. 
(Quelle: Conrad Ferdinand Meyer " Jürg Jenatsch IIII. Buch Kap. 8) 

b. Da öffnete sich uns plötzlich eine neue, viel näher liegende und 

unendlich reiche Quelle. 

(Quelle: Johann Wilhelm Wolf" Deutsche Hausmärchen Non뼈e) 

(27a)에서 명사구내의 부가어적인 형용사인 제 I 분사 liegende는 상위문장 

동시의 과거시제로 부터 다음과 감은 주제시간을 지정받게 된다. 

(28) a. [ ... ] ergriff er ... die auf dem Tische liegende Rolle, [ ... ]. 
b. … ....... … ... {++++[+十++++]+++++++ } ................ ..1. ... . 

TSit TT TU 

TU: Satz (28a)에 대한 발화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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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정동사 ergriff에 의해 직시적으로 규정된 파거의 특정한 시간 

구간 

TSit: 명제 (liegen(die Rolle))(x)에 의해 표현되는 사태가 지속되는 

시간. x = er 

상위문의 동사 ergriff의 과거사제는 발화시간 TU을 기준으로 하여 직시적 

으로 주제시간플 파거의 어떤 득정한 시간구간에 위치하게 한다. 그리고 이 

시간f간은 명제 (\iegen(die Rolle))(x)가 나타내는 상황시간의 구간 일부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상태의 지속음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라한 시세에 의한 발화시간파 주제시간의 직시적인 관계가 가능하기 때 

문에 부가이적인 행용사로 사용뭔 제 I 분사의 동작이나 지속의 상적 기숲이 

시간적인 의미람 부여받게 될 수 있다. 즉 시간적인 의미기술이 가능한 동작 

이나 상태동사의 세 I 분사의 형태가 문볍적인 것이다. 동띤한 방볍으로 

(28b)의 사간촉 상에서 부가어적인 형용시-로서익 제 I 분사 liegende의 문볍 

성을 섣벙할 수 있유 것이며， 힐반적으토 상태플 나타내는 자동사의 제 l 분 

사가 부가어적으로 사용휠 때 그 문볍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4.2 타동사 제 | 분사의 부가어적인 형용사와 시간의미론 

이 젤에서는 타팡사의 세 I 분사로부터 유도되는 부가어적인 형용사의 문 

볍성을 논의하려고 한다. 먼치 기자동사와 제 I 분사가 나타나는 통사적인 환 

경을 앞젤의 예문 (1 8-19)을 단거 로 고찰하여 보자. 

(29) a. Der Mann trägt das Gepäckstück. 

a’. Der Mann, der das Gepäckstück *tragend ist. . 

a". der das Gepäckstück tragende Mann 

b. Die Frau wäscht die Haare ihrer Tochter. 

b’. Die Frau, die die Haare ihrer Tochter *waschend ist, ... 

b". die die Haare ihrer Tochter waschεnde Frau 

c. Der Jtmge schlägt den Hn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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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er Junge, der den Hund *schlagend ist, ... 
c". der den Hund schlag없lde Junge 

(29a-c)에 주어진 tragen, waschen, sc삐agen등 타동사는 동꺾고}정)을 나타 

내는 동작태를 갖는다 그랴나 이듣-로 부터 유도되는 제 I 분사는 (29a녕)의 

관계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결코 술어적으로 사용될 수 없지만 

(29a"-c")의 부가어적인 형용사로 사용될 경우 문법적이다 세 I 분사가 명사 

앞에서 부가어적인 형용사로 사용될 경우 문법적이 되는 이유는 자동사의 경 

우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명사구내에서 제 I 분시와 상적인 충돌을 임으키는， 

시제나 상의 형태소 자질을 갖는 정동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설 

을 다음파 같은 시간축상에서 기술하여 보자. 

(30) a. der das Gepäckstück trag얹lde Mann 

b. .. ..................... {++++++++++++} .... . 
TSit 

TSit: die Situationszeit flir der Mann trägt das Gepäckstück 

(30b)의 시간구조에서 ‘그 남지가 그 점음 운반하고 있는’ 시 간二rL간이 상황 

시간 TSit으로 제시되어 있고， 이 시간구간은 아직 주제시간 TT가 주어져 있 

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와 같븐 살재 시간파는 결부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명사구륜 포함하는 상위문의 시제로 부터 직사적으로 시간관계를 

부여받아야 바로서 현실적인 시간기술이 가능하게된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하여 이플 설명하여 보자4) 

(31) a. der das Gepäckstück tragende Mann 

b. Der das Gepäckstück tragende Mann ging ins Hotel hinein 

4) 동작의 동작태를 나타내는 타동사 tragen의 제 I분사기 기콕된 다음과 같은 예문이 있다. 

Das erstmals Scheuklappen tragende Pferd [ ... ] zog 
sich dann bei der Kol1ision mit einer Glasscheibe am 
Verwaltungsgebäude zahlreiche Schürf- 뻐d Platz. 
wunden zu. (Quelle: DIE WEL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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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十[++++++]+++++++ } ................. ./… .. 

TSit TT TU 

TU: Satz (3tb)에 대한 발화시간 

TT 정동사 ging에 악해 직시적으로 뉴정된 과거의 특정한 시간구간 

TSit: (tragen(’den Gepäckstück))(’der Mann)에 의해 표현되는 사태가 

진행되는 시간. 

(31b)에서는 단순히 제 I 분사의 부가어적인 형용사 tragen에 의한 상황시 

간만 있고， 시제가 없든 관계로 주제시간이 없다. 그라나 (31b)에서는 상위문 

장의 정동사 ging으보 부터 과거시제에 의한 주제시간음 직시적으로 얻을 수 

있다. 즉 제 I 분사 tragend의 상황시간은 바로 이 주제시간올 포함하게 됨으 

로써 동작동사 tragen의 진행상이 포착된다. 

다음으로 상태의 동작태틀 깃는 타동사의 제 I 분사로 부터 유도된 부가어 

적인 형용사의 문볍성윤 사간의 u]콘에 근거하여 논의하여 보자. 앞서 나온 예 

문을 벚 개를 관계문윤 가지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보자. 

(32) a. Der Mann !iebt die Frau. 

a’.Dεr Manl1, dεr die Frau *liebend ist, 
a". der die Frau liebende Mann 

b. Die Frau verehrt den Mann. 

b’ Die Frau, die den Mann *verehrend ist, 

b". die den Mann verehrende Frau 

C‘ Die Säulen tragen das Dach. 

c’. Die Säu!en, die das Dach tragend sind, '" 

c". die das Dach tragenden Säwen 

(32a녕)의 관계문은 타동사의 동작태가 상태를 나타내는 lieben, verehren, 

tragen익 제 I 분사가 숭어적으로 시용되면 비문법적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 

그라나 이탈의 세 l 분사가 명사의 부가아적인 형용사로 사용될 경우 문볍적 

이 되는 이유는 암서 동작을 나타내는 타동사의 제 I 분사가 명사구내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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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충돌을 열으키는 정동사의 시제나 상 자질이 없기 때문이다. 이 현상을 

(57b")의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시간축 상에 기술하여 보자，5) 

(33) a. die den Mann verehrende Frau 

b ................. … .... {++++++++++++ } ........ . 

TSit 

TSit: die Zeit der Situation ftir die Frau verehrt den Mann 

(33b)의 상황시간 TSit는 명사구내의 주제시간을 나타내는 시제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과거， 미래와 같은 살재 시간파는 결부되어 있지 않 

다. 그라나 이 명사구의 상황시간， 즉 ‘그 여자가 그 남자를 존경하는’ 시간구 

간은 명사구를 포함하는 상위문의 시제로 부터 직시적으로 시간관계를 부여 

받울 수 있다. 이에 관한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자 

(34) a. die den Mann verehrende Frau 

b. Die den Mann verehrende Frau starb ohne Erbsιhaft. 

C. .. ..................... {++++[ ++++++ ]+++++++ } .................. / .... . 
TSit TT TU 

TU: Satz (53a)에 대 한 발화시 간) 

TT: 정동사 starb에 의해 직시적으로 규정된 과거의 특정한 시간구간 

TSit: (verehren(’den Mann))(’die Frau)에 의해 표현되는 사태가 지속 

되는시간. 

(34a)의 명사구에서 상태상을 갖는 타동사의 제 I 분사 verehrend는 단순한 

상황시간만을 나타낼 뿐이고， 정동사가 없기 때문에 주제시간과의 관계플 설 

5) 상태의 동작태를 갖는 타동사 verehren이 제 I분사로서 부가거적인 형용사포 기록펀 r~음 

과 같은 예틀이 있디. 
a. Seither hat er eine leidenschaftlich ihn verehrende Fangemeinde. (Quelle: Berliner 

Zeitllng 2000) 
b. die nach tÜIkischem Brauch ihre Söhne verehrende und verziehende Mutler arbeitet als 

Putzfrau. (Quelle:Wel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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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가 없다. 따라서 현섣적으로 현재， 과거， 미래의 어느 시간구간에서 이 

상황시간이 관계하는자 암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명사구플 내포하고 있는 

(34b)에서는 정동사 starb가 지시하는 과거시제에 의해 주제시간을 직시적으 

로 얻게 되고 이 주제시간을 상황시간에 연결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결과적으 

로 제 I 분사 verehrend익 상황시간은 바로 이 주세시간을 포함하게 됨으로써 

verehrend의 상태상이 현실적인 시간에서 기술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첼의 끝으로 사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작태를 갖는 타동사의 세 I 분 

사로 부터 유도된 부가어식인 형용사의 문볍성음 시간의미론에 근거하여 논 

의하여 보자. 앞젤에서 우리는 (20a-c)의 타동시. besteigen, erkämpfen, 

erarbeiten들은 사건동사로서 이 뜰을 세 I 분사 besteigend, erkämpfend, 

erarbeitend등으로 만틀어 술어석인 형용사플 유도하면 모두 비문볍적이 된다 

는 것을 보았다. 다시 한번 이뜰 예문틀을 다음파 같은 관계문을 추가하여 고 

참해 보지. 

(35) a. Der Junge besteigt den Berg 

a’. Der Junge, der den Berg *besteigend ist, . 

a". der den Berg *besteigende Junge 

b. Der Mann erkämpft die Position. 

b’. Der Mann, der die Position *erkämpfend ist, 
b". der die Position *erkämpfende Mann 

c. Der Wissenschaftler erarbeitet die Studie. 

c’. Der Wissenschaftler, der die Studie *erarbeitend ist, ... 
c". der die Studie *erarbeitende Wissenschaftler 

시 태의 변화룹 나타내는 사간동사 besteigen, erkämpfen, erarbeiten 등이 술 

어로 사용된 (35a-c)의 예문탈보부 터 유도되는 제 I 분사는 술어적으로 혹은 

부가아적으로도 시용될 경우 오두 비문볍적인 것음 고찰한 바 있다. 이미 사 

테의 변호댄 나타내는 자동사의 경우에서 고찰한 tl}와 같이 이들 동시가 지 

칭하는 상황사간은 두개의 서토 모순된 상태， 즉 초기상태 (Source State)와 



264 이해정 

목표상태(Target State)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진행을 나타내는 이들 동사 

들의 제 I 분사의 상황시간을 시간축 상에서 기술할 수 있는 가능성은 3가지 

가 있다. besteigend의 예를 들어 이를 기술하여 보자. 

(36) a. besteigend 

b. SS TS 
.......... {--[-…-]----++++++++++} ........ . 

TSit TT 

c. besteigend SS TS 
...... {…--------+++[ +++++ ]++} ....... . 

TSit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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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 = 초기상태 TS = 목표상태 
TT: 상위문의 정동사에 의해 직시적으로 큐정된 과거익 특정한 시간 

구긴 

TSit: 명제 (besteigen( dεn Berg))(x)에 의해 표현되는 사태; 

x = der Junge 

이상의 3개의 시간구조를 보면 (36b)는 초기상태(SS)가 주제시간플 포함하 

는 진행의 사태를 나타내가 때문에 결과의 동작태를 갖는 besteigen의 의미와 

상충되어 비문법적이다. 다음으로 (36c)는 주제시간이 목표상태에 포함되어 

있어 더 이상 사태진행의 뜻이 없음으로 besteitgen을 제 I 분사로 만들 경우 

역시 진행상을 나타내는 형태소 -(e)nd와 어휘의미상 모순된다. 끝으로 (36d) 

는 서로 대립되는 초기상테와 목표상태를 포함하는 시간구간이 주제시간을 

포함하기 때문에 단일한 동작의 진행상을 나타멜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이상 

의 어떠한 구조도 besteigend에 대한 올바른 시간의미적인 해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사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사건동사로 부터 진행상을 나타내든 제 I 분 

사를 유도할 수가 없다. 즉 besteigend이외에도 (36b-c)의 εrkämpf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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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rbeitend등 사간듬 나타내는 사건동사의 제 I 분사는 부가어적인 형용사로 

도 그러고 술아적인 형용사로도 사용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5. 결론 

독열어에서 제 11 분사가 술어로서 나타닐 수 있는 통사석인 환경이 완료 

문， 수동문파 같은 다양한 문장형태인데 반해 제 I 분사가 나타날 수 있는 통 

사적인 환경은 어휘화 파정에 있는 술어적인 사용으로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 숨어작으로 사용되는 분사형태로 부터 명시의 부가어적인 형용 

시 룹 유도할 경우 제 I 분사외 세 Il 분사의 문법성에 있어서 각각에 특정한 

의 n]론석인 제약이 주어질 수 있다늑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제 I 분사는 제 II 

분사와는 탈리 술어석인 사용이 낙히 제한석인 반면， 사건동사를 지l외한 동작 

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에는 부가어적인 형용사로서 지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이러한 현상븐 시간의미론이 세시하는 시간축상에서의 기술을 통해서 섣명될 

수 있였다. 즉 상태냐 동작 혹은 과정플 나타내는 동사의 제 I 분사는 특정한 

시간 F간내에서 단익한 싱태나 동작이 지속되는 미완료작인 샤태플 나타내기 

때문에 부가아적얀 형용사로 사용휠 수 있다. 예를 릎어 das das ganze J때f 

im Schrank liegende Buch와 die den ganzen Tag auf der Bühne tanzende 

Frau익 경우 우라는 das ganze J빼r와 den g뻐똥n Tag을 책이 책장에 놓여 

있는 싱황시간파 그 여자가 무대에서 춤을 추는 상황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구간내의 어떤 하위사간구간을 주제로 택힐 수 있지 때문에 이들 제 I 분 

사의 부가어작인 형용사모서의 사용이 문볍적이 된다. 반면 사태변화를 나타 

내는 사건동사는 두개의 모순된 상태룹 어휘내용으로 갖기 때문에 제 I 분사 

로 만윌 경우 진행을 나다내게 하는 시간구간을 정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낀동시의 세 I 분사가 술어적으로 사용되거나 부가어적인 형용사로서 시용 

되든 경우는 어휘화된 경우릎 제외하고 원칙적으로는 비문법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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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Untersuchungen der zeitsemantischen Beschr허nkungen 

der syntaktischen Ableitungen 

des deutschen 1. Partizips 

Hae-Jong Lee (Goethe Institut in Seou l) 

In dieser Arbeit untersuche ichdie Ableitung des I. Partizips und die 

darin liegendε zeÏtsemantische Beschränkung. Die Ableitungsmöglichkeit des 

Partizip 1. basiert hauptsächlich auf den inhärenten, lexikalischen 

Eigenschaften des Verbs, die die Aktiosart des Zustands, des Prozesses und 

des Ereignisses beinhalten. W값uend der prädikative Gebrauch des II. 

Partizips in den perfektiven oder passiven Sätzen relativ unbeschränkend ist, 
findet man den prädikativen Gebrauch des 1. Partizips zuerst selten, zum 

Beispiεnur Lexikalisierungsprozessen unterliegenden Partizipien. Die 

intransÏtiven Verben, die den Zustand, bezeichnen, Z.B. liegen, stehen, blühen, 
usw. , die den Prozess bezeichnen, z.B. tanzen, lachen, arbeiten, usw. oder die 

Zustandsveränderung bezeichnen, z.B. ankommen, erbl뻐en， vεrfaulen können 

alle problernlos als das II. Partizip prädikativ gebraucht werden. Jedoch wird 

keine Gruppe von diesen intransitiven Verben grammatisch, wenn sie als das 

I. Partizip gebraucht wird. In Bezug auf die Ableitung der attribuierten 

Adjektive verhalten sich das I. und das 11. Partizip grammatisch 

untersc삐edlich. Das II. Partizip des Basisverbs, das die Aktionsart des 

Zustands oder Prozesses beinhaltet. bietet keine Ableitung des artribuierten 

A예ektivs， ausgenommen des Ereignisverbs, das die Veränderung des 

Sachverhalts ausdrückt. Umgekehrt kann das attributive Adjektiv aus de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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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zip des Basisverbs, das die Aktionsart des Prozesses oder Zustands 

beinhaltet, ohne irgendeine syntaktische oder semantische Beschränkung 

ableitbar sein. Diese Probleme der syntaktischen Ableitung des 1. Partizips 

zum prädikativen lU1d attribuierten Gebrauch werden in dieser Arbeit 

zeitsemantisch folgendermassen erklärt. Das 1. Partizip des Verbs rnit der 

Aktionsart vom Zustand oder Prozess stellt den imperfektiven Sachverhalt in 

einem bestimmten Zeitinterval dar, was er1aubt, dass es als attributives 

A띠ektiv gebraucht wird. 1m Gegensatz zu dem Zustands- oder Prozessverb 

beinhaltet das Ereignisverb den zueinander gegensätzlichen Zustand als 

lexikalische Eigensιhaft. Das 1. Partizψ dieses Erei뺑sve배s kann keinerlei 

Zeitinterval haben, in dem der Zustand bzw. der Prozess zeitwei1ig bleibt. 

Daraus fl이gt， dass das 1. Partizip des Ereignisverbs weder prädikativ noch 

attributiv gebraucht wird. 

주제어: 제 I 분사， 시간의미론적 제약， 동작태， 상태， 동작， 사건 

Schlüsselbegriffe: das 1. Partizip, zeitsemantische Beschränkung, 
Aktionsart, Zustand, Prozess, Erεig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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