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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명 철 (서울대 )

Ⅰ. 머리말

오늘날 독일어, 특히 구어체에서는 문법적으로 2격이 나와야 하는 곳에 3
격이나 4격 심지어는 전치사가 등장하는 경우를 흔히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독일어에서 2격이 사용되는 거의 모든 유형에 폭넓게 나타나기 때문
에 2격의 위상과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제기된다. 이 논문에서는 독
일어에서 2격이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을 유형별로 살펴본 뒤, 각각에 대해 2격
이 다른 문법적인 수단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다.

2격이 나올 수 있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Duden(2005), Helbig & Buscha(2001),
Pittner & Berman(2004) 등 대표적인 문법서와 이론서에 제시된 2격의 용법
들을 수집하여 구분해 볼 것이다. 이처럼 구분된 2격의 용법을 토대로 하여,
각각의 2격이 다른 문법적인 수단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그 대상과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이다. 2격을 대신하는 문법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IDS(Institut für Deutsche Sprache)의 COSMAS II와 DWDS
코퍼스에 대한 검색작업을 통해 그 실제 사용현황을 검토해 볼 것이다.1) 그런
데 2격의 대체현상으로 인한 2격의 영역 축소는 이것을 대체하는 수단의 문
법적인 특성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만큼, 2격을 대신하는 대표적인
* 이 논문은 2013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의 학술논문 게재지원을 받았음.
1) 이 논문에서 검색대상으로 하고 있는 COSMAS II 코퍼스의 “W-Archiv der geschriebenen
Sprache”는 약 54억 어절로 이루어져 있고 “TAGGED-M-Archiv morphosyntakt.
annotierter Korpora”는 형태⋅통사적 정보가 태그되어 있는 2890만 어절로 구성되어 있
다(http://www.ids-mannheim.de/cosmas2/projekt/referenz/archive.html). DWDS는 약 18억
어절로 이루어져 있는 코퍼스이다(http://www.dwds.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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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인 전치사 von의 문법적 특성을 문법화 현상의 관점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2격의 전통적인 사용영역을 Duden(2005)을 비
롯한 문법서 및 이론서를 토대로 살펴볼 것이며, III장에서는 2격의 사용영역
별로 대체 가능한 문법적인 수단과 그 양상에 대해 검토해 볼 계획이다. 이
때 특히 2격과 2격 대체수단의 사용현황을 문법서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필
요한 경우 코퍼스를 통한 검색작업을 통해 비교, 분석할 것이며, 2격을 대체
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von의 문법화 정도를 기존의 논의에서 제시된 검증방
법을 활용하여 검토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2격의 대체현상에
대한 이 논문의 분석 및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2격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마
무리하게 된다.

Ⅱ. 2격의 전통적인 사용영역

독일어에서 2격은 크게 명사구가 격지배를 받는 경우와 부가어로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 부사어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독일어 2격의
용법을 주로 Duden(2005)와 Helbig & Buscha(2001)에 기술된 내용과 예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기로 한다.

Ⅱ.1. 격지배를 받는 2격 명사구
2격지배를 받는 명사구는 다음과 같이 동사나 형용사 또는 전치사가 2격을
지배할 때 나타난다(Duden 2005: 619f, 946f., Helbig & Buscha 2001: 362ff.).

(1)

a. Die Politiker bedürfen seines Rates.
b. Die Versammlung [...] gedenkt der im vergangenen Geschäftsjahr
verstorbenen Mitglie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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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e Jäger wurden keines Rehs gewahr.
b. Ich bin neuer Einfälle fähig.

(3)

a. Infolge Nebels konnte das Flugzeug nicht starten.
b. Wegen starker Regenfälle musste er zu Hause bleiben.

예문 (1)은 동사 bedürfen, gedenken이 목적어로서 2격 명사구인 seines

Rates와 der im vergangenen Geschäftsjahr verstorbenen Mitglieder를 각각 지
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2격지배 동사에는 bedürfen, gedenken
과 anklagen, beschuldigen, verdächtigen 이외에도 sich annehmen, sich bedienen,

sich enthalten, sich entsinnen, sich erbarmen, sich erfreuen, sich erinnern,
sich rühmen, sich schämen, sich versichern 등과 같은 재귀동사가 포함된다.2)
한편, 예문 (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형용사 중에도 2격을 지배하는 것들
이 있다. 2격지배 형용사로는 gewahr, fähig를 포함하여 ansichtig, bedürftig,

kundig, ledig, mächtig, müde, sicher, verdächtig, überdrüssig, wert, würdig 등
이 있는데, 이것들은 주로 육체 및 정신적 상태, 정신적 능력, 가치, 결핍을
표현한다(Duden 2005: 619f., Sommerfeld & Schreiber 1983: 28).
예문 (3)의 infolge, wegen처럼 전치사가 2격을 지배하는 경우는 Pittner &

Berman(2004: 23)에 따르면 다시 두 가지 하위그룹, 즉 2격지배 전치사와 2/3
격지배 전치사로 구분할 수 있다. infolge와 함께 innerhalb, außerhalb, kraft,

seitens, diesseits, aufgrund, zugunsten 등은 2격지배 전치사에 해당하고,
wegen을 비롯하여 trotz, statt, während, längs, mittels, laut 등은 2/3격지배 전
치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3격지배 전치사를 2격지배 전치사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그룹으로 구분하고자 하는 Pittner & Berman은 해당 전치사들의 실
제 사용에 초점을 둔 것으로서, 규범문법에 해당하는 Duden(2005: 619)에서
는 Pittner & Berman(2004)이 2/3격지배 전치사로 분류한 이 전치사들을 여
전히 2격지배 전치사로 분류하고 있다.3)
2) 여기 제시된 2격지배 동사는 Duden(2005: 946f.), Helbig & Schenkel(1983: 222), “blog.instituts1”
(http://www.blog.institut1.de/2008/verben-die-den-genitiv-regieren)에서 수집하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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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 부가어로 사용되는 2격 명사구
2격 명사구는 다른 명사구를 수식하는 부가어적 용법으로도 사용된다. 2격
명사구가 부가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그 내용상 소유관계뿐만 아니라, 의미상
의 주어나 목적어, 나아가 책이나 정보의 출처 그리고 사람 및 사물의 특성을
나타낸다(Duden 2005: 833f.).4)

(4)

a. Der Zöllner prüfte den Koffer des Diplomaten.
b. Das Haus des Großvaters ist mit Efeu bewachsen.

(5)

a. Das Bellen des Hundes störte die Nachbarn.
b. Die Freude der Kinder war groß.

(6)

a. Der Ausbau des Zweigbetriebs kostet 10 Millionen Euro.
b. Die Beschreibung des Diebes war für die Polizei sehr hilfreich.

즉 예문 (4)는 ‘소유의 2격 possessiver Genitiv’, (5)와 (6)은 각각 ‘주어의

2격 Genitivus subiectivus’과 ‘목적어의 2격 Genitivus obiectivus’을 포함하고
있다. 2격 명사구는 이외에도 아래 제시된 예문에서처럼 ‘저자의 2격 Genitivus

auctoris’과 ‘특성의 2격 Genitivus qualitatis’으로 사용되기도 한다(Duden
2005: 833, 838, Helbig & Buscha 2001: 498).
(7)

a. die Sinfonien dieses Komponisten
b. das Werk des Dichters

(8)

a. Ein Mensch guten Willens kann das lösen.
b. Er reichte ihr einen Becher edlen Goldes.

3) 이들이 원래 2격지배 전치사였다는 것은 전치사의 발전양상을 문법화의 관점에서 살펴
본 Lehmann & Stolz(1992: 14)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Helbig & Buscha(2001: 497f.)의 부가어적 2격에 대한 구분도 이와 유사하므로 여기서
는 이에 대해 더 이상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독일어 2격에 미래는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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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2격은 다시 ‘양도가능성 Alienablität’ 및 소유관계의 구체적인 의미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분－전체, 신체의 일부, 친족관계 그리고 부동산 및
동산과 그 소유자의 관계로 하위구분할 수 있다5)

(9)

a. die Treppen meines Hauses
b. das Fenster seines Büros

(10)

a. die Beine meines Freundes
b. ein Bein des Drehstuhls

(11)

a. die Tochter meines Freundes
b. der Vater eines 13-Jährigen

(12)

a. das Apartment meines Freundes
b. die Wohnung seiner Mutter

(13)

a.

(?)das

Wörterbuch meines Freundes

b. die Bücher seines Vaters
즉 소유관계는 소유되는 대상에 소유관계가 내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
라 한편으로는 예문 (9)-(11)에 제시된 부분－전체, 신체의 일부, 친족관계 등
의 ‘양도 불가능한 inalienabel’ 소유관계와, 다른 한편으로 예문 (12)-(13)에
제시된 부동산 및 동산과 그 소유자의 관계 즉 ‘양도 가능한 alienabel’ 소유
관계로 구분된다.

Ⅱ.3. 부사어적 2격 명사구
2격 명사구는 아래와 같이 부사어로 사용되어 사건의 양상이나 시간 그리고
사건에 대한 발화자의 입장 등을 표현할 수 있다(Duden 2005: 818, 829f.).6)
5) 소유관계의 예와 이에 대한 논의는 Seiler(1988), Shin(1994), 구명철(2004: 183ff.), 구명
철(2012: III.2.1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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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messenen Schritts trat er auf das Grab zu.
b. Ich war seiner Meinung.

(15)

a. Diese Eulen hört man nur des Nachts.
b. Das wirst du eines Tages bereuen.

(16)

a. Das stimmt meines Wissens nicht.
b. Hier muss unseres Erachtens ein neuer Plan angefertigt werden.

Duden(2005: 829f.)은 예문 (14)-(16)의 구체적인 용법에 따라 각각 ‘양상부
사어 Modaladverbiale’, ‘시간부사어 Temporaladverbiale’, ‘논평부사어 Kommentar-

adverbiale’로 구분하고 이것들을 모두 ‘고정된 어휘들의 결합 feste Wortverbindung’
으로 간주하였다.

Ⅲ. 2격의 사용영역별 변화 양상

이 장에서는 앞서 II장에서 살펴본 2격의 유형별로 어떤 대체 형태가 가능
한가를 조사해보기로 한다.

Ⅲ.1. 격지배를 받는 2격 명사구의 변화 양상
Ⅲ.1.1. 동사 지배
동사의 지배를 받는 2격 명사구 즉 2격 목적어는 Duden(2005: 946f.)이 언
급한 바와 같이 4격 목적어나 3격 목적어로 대체될 수 있다.

6) ‘부사어적 2격’의 또 다른 예들에 대해서는 Fleischer(1997: 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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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e Politiker bedürfen seinen Rat.
b. Die Versammlung gedenkt den verstorbenen Mitgliedern [...].

(1’a)는 bedürfen의 지배를 받던 2격 명사구가 4격 명사구(seinen Rat)로 대
체 가능함을, (1’b)는 gedenken의 지배를 받던 2격 명사구가 3격 명사구(den

verstorbenen Mitgliedern)로 대체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동사에 따라서
는 2격 명사구를 전치사적 목적어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도 있다.

(17)

a. Du erinnerst mich deiner Mutter. → Du erinnerst mich an deine Mutter.
b. Ich schäme mich seines Verhaltens. → Ich schäme mich für
sein Verhalten.

(17)은 2격지배를 하던 sich erinnern과 sich schämen이 전치사적 목적어(an
deine Mutter, für sein Verhalten)를 지배하는 것으로 바꿔쓸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격지배에 있어서 erinnern과 schämen의 이러한 변화는 코퍼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COSMAS II에서 “W-Archiv der geschriebenen

Sprache”를 대상으로 검색한 결과, erinnern이 출현하는 모든 경우 중에서 an전치사구를 동반하는 erinnern의 비율이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음이
드러났다(erinnern an / erinnern = 38.7%(1770-1830), 64.9%(1940∼)).7) 이는

sich erinnern과 같은 2격지배 동사가 점차 전치사적 목적어를 지배하는 것으
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8)
이제 2격지배 동사가 2격 이외에 또 다른 지배관계를 보이는 경우를

Duden-문법(Duden 2005)과 Duden-사전(Duden 2000)을 참고하여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다.
7) 코퍼스 검색 결과는 COSMAS II의 자료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제시되는 1770년부터
1830까지와 1940년대 이후 현재까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8) erinnern + an의 검색식을 “&erinnern /s0 &an”으로 했기 때문에 an이 erinnern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경우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erinnern이 an-구를 동반하는 비율이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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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동사의 2격지배에 나타나는 변화양상
2격/전치사구

2격

2격/3격

anklagen,9)
sich bedienen,
beschuldigen,
sich enthalten,
sich rühmen,
verdächtigen,
sich versichern

gedenken10)

2격/4격

bedürfen

an

um

für/vor/
wegen

über

sich entsinnen,
sich erfreuen,
sich erinnern,
gedenken

sich
annehmen

sich
schämen

sich
erbarmen

위의 표 (18)에 제시된 동사가 2격 이외의 격지배 관계를 보이는 예들을

Duden(2000)의 각 어휘항목에서 추출하여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19)

a. bedürfen : Dazu bedarf es viel Geld.
b. sich entsinnen : Er entsann sich kaum daran.
c. sich erfreuen : sich an einem Anblick erfreuen
d. sich erinnern : Ich erinnere mich an den Vorfall.
e. gedenken : Ich... gedachte an den Halbmond, an das Christenblut
und an andere entsetzliche Geschichten.
f. sich annehmen : Du nimmst dich ja auch um ihn an.
g. sich schämen : ich schäme mich für dich; sich vor sich selbst,
wegen etw. schämen
h. sich erbarmen : Herr, erbarme dich über uns.

그런데, Duden-사전에서 2격만 지배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 anklagen,

sich rühmen 등의 경우에도 실제 언어사용 상황에서는 2격 명사구 대신 전치
9) 이 중에서 anklagen, beschuldigen, verdächtigen은 3가 동사임.
10) gedenken의 경우, Duden-문법에서는 3격의 대체 가능성을(예, (1’b)), Dunden-사전에서
는 전치사구로의 대체 가능성((19e))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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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가 사용될 수 있음을 COSMAS II 코퍼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예, für

etw. anklagen, mit etw. sich rühmen 등).11)
심지어 2격지배를 받는 명사구에 형용사가 동반되지 않고 2격 명사구가 단독
으로 나오는 (20b)와 같은 경우는 소위 ‘2격규칙 Genitivregel’ 때문에 (20c)에서
처럼 비슷한 뜻을 갖는 다른 동사로 대체되기도 한다(Duden 2005: 829).12)

(20)

a. Er enthielt sich jeglichen Widerstands.
b. *Er enthielt sich Widerstands.
c. Er verzichte auf Widerstand.

즉 ‘2격규칙’에 따라 (20b)에서 2격 명사구인 Widerstands는 혼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20c)에서처럼 auf를 동반하는 verzichten을 사용하여 다르게 표
현할 수밖에 없다. 2격지배 동사는 그 사용범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것이
다. 오늘날 독일어에서 동사의 2격지배를 피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Pittner &

Berman(2004: 37)의 주장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Ⅲ.1.2. 형용사 지배
앞서 II.1절에서 살펴본 2격지배 형용사에는 gewahr, fähig를 비롯하여

ansichtig, bedürftig, kundig, ledig, mächtig, müde, sicher, überdrüssig, verdächtig,
11) Die Feststellung, dass Ofoedu in den anderen Anklagepunkten freigesprochen bzw. für
die ersten Polizeivorwürfe nie angeklagt wurde, halte ich auch für unproblematisch.
(WDD11/O11.47901: Diskussion:Operation Spring, In: Wikipedia); Über 60 Prozent aller
über 45-jährigen Slowenen können sich mit guten Englischkenntnissen rühmen.
(K00/JAN.05996 Kleine Zeitung, 23.01.2000)
12) ‘2격 규칙’은 어떤 명사구가 형용사 변화하는 단어(형용사, 관사류 등)를 적어도 하나 이
상 포함하고 s-나 r-어미를 갖는 명사구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고 있으면, 이 명사구는 2
격으로만 나올 수 있다”는 2격의 사용에 관한 규칙이다.
Duden (2005: 979): Genitivregel: Eine Nominalphrase kann nur im Genitiv stehen, wenn
(i) sie mindestens ein adjektivisch flektiertes Wort und (ii) mindestens ein Wort mit
s-oder r-Endung enthä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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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t, würdig 등이 있다. 그런데, gewahr, fähig는 아래 (2’)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2격 대신에 4격이나 전치사구를 동반할 수도 있다(Duden 2005: 619f.,

Sommerfeld & Schreiber 1983: 28).
(2’)

a. Die Jäger wurden kein Reh gewahr. (4격)
b. Ich bin zu neuen Einfällen fähig. (전치사구)

Duden-사전의 2격지배 형용사들을 검색해 보면, gewahr, fähig 이외에도 4
격이나 전치사구를 지배하는 아래와 같은 예들을 찾아 볼 수 있다.

(21)

a. Berlin ist immer eine Reise wert. (4격)
b. Jedes ... Myom ist auf Sarkom verdächtig (전치사구)

(21a)는 2격지배 형용사로 사용되는 wert가 2격 이외에도 4격을 지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21b)는 verdächtig가 2격 이외에 추가로 auf 전치사구
를 동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2격을 지배하는 모든 형용사는 아
니지만 gewahr, fähig, wert, verdächtig 등 다수의 형용사는 4격이나 전치사구
지배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다른 형용
사에도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Ⅲ.1.3. 전치사 지배
앞서 II.1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격지배 전치사 중에는 wegen, trotz,

statt, während, längs, mittels, laut 등처럼 3격지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
럼 한 전치사가 2격과 3격을 모두 지배하는 경우, 이들이 2격지배에서 3격지
배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3격지배에서 2격지배로 확대되고 있다고
가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타당하다는 사실은 2
격지배를 하는 statt, trotz, wegen, während와 같은 전치사들이 구어체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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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지배를 할 수 있다는 Duden(2005:619)의 언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예,

trotz des Einspruchs des Pfarrers → trotz dem Einspruch des Pfarrers). 또한
Duden(2005:619)에 따르면 binnen, einschließlich, fern, längs, mittels(t),
zuzüglich도 드물게(10% 이내) 3격과 동반하여 나온다고 한다. 나아가 전치사
의 문법화 현상을 연구한 Lehmann & Stolz(1992: 11)도 독일어 발달과정 상
의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2격지배 전치사가 3격 또는 전치사 지배로 발전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statt의 경우, 양도 불가능한 명사(Statt)가 2
격 부가어를 동반했었는데 여기에 전치사 an이 결합하여 anstatt라는 전치사
로 발전하면서 원래 Statt의 부가어였던 2격이 anstatt의 지배를 받는 2격 명
사구로 재분석되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2격전치사 statt는 anstatt에서 an-이 탈
락된 형태로서 2격지배 뿐만 아니라 3격지배까지 허용하게 되었다.
코퍼스에서는 2격지배 전치사가 이처럼 3격을 지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치사구를 지배하는 경우도 관찰된다. 예를 들어, 앞서 2격지배 전치사로 분
류되었던 innerhalb, außerhalb, inmitten, mithilfe, abseits, angesichts; links,

rechts, anlässlich, hinsichtlich, ungeachtet 등은 아래와 같이 von-구를 동반할
수 있다.

(22)

a. außerhalb von: Werbeeinrichtungen sind nach dem Naturschutzgesetz
außerhalb von geschlossenen Ortschaften genehmigungspflichtig
[...] (I00/MAR.11553 Tiroler Tageszeitung, 01.03.2000)
b. links/rechts von: [...] daß sich alle politischen Kräfte rechts von
den Sozialisten und links von der Nationalen Front zu einer
großen Partei zusammenfinden. (Die Zeit, 22.10.1998)
c. anlässlich von: In der Detailberatung interessierte sich Thomas
Schwager für die Sicherheitsaufwendungen anlässlich von sportlichen
Grossveranstaltungen. (A10/MAR.03203 St. Galler Tagblatt, 10.03.2010)
d. hinsichtlich von: Besonders hinsichtlich von geübter Kritik wäre
dies schon ein relevanter Faktor. (WDD11/G45.43881: Disk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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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goyles-Auf den Schwingen der Gerechtigkeit/Archiv, In:
Wikipedia)
e. ungeachtet von: Sie bedarf ungeachtet von gesellschaftlichem
Wandel eines besonderen Schutzes und der Förderung durch
den Staat und die Rechtsordnung [...] (PBT/W17.00187 Protokoll
der Sitzung des Parlaments Deutscher Deutscher Bundestag am
28.06.2012)13)
(22)에 제시된 경우들은 대체로 2격규칙에 관계없이 2격지배 전치사가
von-구를 동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4) 이는 2격지배 전치사 중 상당수
가 2격규칙 때문이든 그렇지 않든 von과 같은 전치사를 동반하는 구조로 변하
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15) Duden(2005: 980)은 이와 관련하
여 전치사의 지배를 받는 von의 사용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3)

a. *So etwas sieht man nur innerhalb Städte.
b. So etwas sieht man nur innerhalb von Städten.
c. So etwas sieht man nur innerhalb größerer Städte.
d. So etwas sieht man nur innerhalb von größeren Städten.

즉 격변화를 보여주는 관사나 형용사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Städte)에는

innerhalb에 von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하지만((23a) vs. (23b)), 이와 반대
13) 인터넷 상의 추가 예문: Ich dachte anfangs nur, dass ich erst eine Mahnung von der
Inkassofirma kriegen muss und erst dann die 2. Mahnung die horrenden Inkassokosten
beinhalten darf. Ungeachtet von den Mahnungen, des Auftraggebers. (http://www.
123recht.net/Vorige-Mahnbescheide-auch-vom-selben-Inkasso-__f214574. html)
14) 특히 (22e)는 2격규칙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더라도 von의 동반이 불필요한 경우에 해
당한다.
15) 코퍼스 및 인터넷의 검색 결과 2격지배 전치사 중에서 von의 동반을 허용하는 경우를
보이지 않는 것에는 kraft, zwecks, namens에 국한된다. 이것들은 모두 명사에서 특히-s
가 붙어 전치사로 파생된 전치사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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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größerer Städte)에는 (23c)처럼 von을 동반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
구하고 von이 나오는 (23d)도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심지어 2격의 대체형으로 3격을 허용하는 abzüglich, zuzüglich,

einschließlich, längs, mittels 등의 2/3격지배 전치사들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24)

a. abzüglich von: Gesamtbaukosten abzüglich von erzielbaren
Zuschüssen: 80 000 Euro [...] (BRZ10/MAR.00632 Braunschweiger
Zeitung, 02.03.2010)
b. zuzüglich von: Im selben Jahr als Tochtergesellschaft der
Fortum Energie wurden erstmals auch Wahltarife eingeführt,
die niedrigere Arbeitspreise anboten, allerdings zuzüglich von
pauschalen Grundpreisen von 180 bis 210 Euro pro Jahr.
(WPD11/E31.82144: Elektrizitätswerk Wesertal, In: Wikipedia)
c. einschließlich von: Was wir brauchen, ist ein solides Abkommen
mit soliden Garantien einschließlich von dritter Seite. (Die Zeit,
07.05.2009, Nr. 48)
d. längs von: [...] die Verwendung von etwa zwei zusätzlichen
geraden Drähten bewährt, die unter Einrichtung der Bruchstücke
längs von dem einen Bruchstück über den Bruchspalt in das
andere

Bruchstück

gebohrt

werden.

(WPD11/K31.61458:

Knochenbruchbehandlung, In: Wikipedia)
e. mittels von: Raschke hat [...], sondern darüber hinaus auch die
wichtigsten Vertreter der Linken intensiv interviewt und die
Charlottenburger Kreisdelegierten mittels von im Computer ausgewerteten
Fragebögen durchleuchtet. (Die Zeit, 28.02.1975, Nr. 10)
코퍼스 검색 결과, 2/3격지배 전치사 중에서 von의 동반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는 binnen, dank, laut, mangels, statt, trotz, während, wegen 등이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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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2/3격지배 전치사 중에서 von의 동반을 허용하지 않는 전치사
가 단순한 2격지배 전치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이 그룹의 전치사들
이 2격 이외에도 이미 3격지배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3격지배
전치사가 von의 동반을 허용하든, 그렇지 않든 2격지배 대신에 다른 격지배
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2격의 지배구조가 약화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2격지배 전치사에서 2격이 von-구로 대체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은 코퍼스의 분석을 통해서도 확
인 가능하다. 예를 들어, COSMAS II의 “W-Archiv der geschriebenen Sprache”
를 검색하여 anhand가 출현한 경우 중에서 anhand에 von이 붙어 나오는 경우
를 조사해 보면, 10.5%(1970년대), 23%(1980년대), 30.1%(1990년대), 28.6%(2000
년대)로 비율이 대체로 높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16)
이처럼 동사, 형용사, 전치사의 지배를 받는 2격이 3격이나 4격, 나아가 전
치사구로 대체되는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지배관계에서 2격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인칭대명사의 2격 형태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데, 이는 독일어 기술문법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Dreyer & Schmitt(2012: 28)에서는 인칭대명사의 2격 형태가 오늘날의 독일
어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다고까지 주장한다.

Ⅲ.2. 부가어로 사용되는 2격 명사구의 변화 양상
부가어로 사용되는 2격은 앞서 II.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소유의 2
격과 나머지의 경우 즉 주어의 2격, 목적어의 2격, 저자의 2격 그리고 특성의

2격으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다.17)
16) DWDS 코퍼스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검색을 한 결과도 6.4%(1960년대), 13.6%(1970년
대), 14.3%(1980년대), 16.91%(1990년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동일한
시기에 비율이 달리 나타나는 것은 코퍼스에 들어있는 텍스트 유형상의 차이에서 기인
하는 것으로 보인다.
17) das Haus des Großvaters에서 2격 명사구 부분은 전치사구(vom Großvater)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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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소유관계를 그 하위유형인 부분－전체, 신체의 일부, 친족관계, 부동
산 및 동산과 그 소유자의 관계로 구분한 뒤, COSMAS II의 “W-Archiv der

geschriebenen Sprache”에서 검색해 보면 2격 부가어와 von-구로 실현된 다음
과 같은 예들을 얻을 수 있다.

(25)

a. Fünf Tage später öffnete er, ebenfalls nachts, die verschlossene
Tür der gleichen Wohnung mit einem Buttermesser [...]
(RHZ01/AUG.12663 Rhein-Zeitung, 17.08.2001)
b. “Erste Amtshandlung der neuen Eigentümer: herausreißen der
Türen von leerstehenden Wohnungen ohne Ankündigung”, [...]
(HMP12/NOV.00526 Hamburger Morgenpost, 06.11.2012)

(26)

a. Optisch können Parallelen zu den mythologischen Zwitterwesen
gezogen werden, wie den Satyren, Zentauren (Unterkörper Pferd,
Oberkörper Mensch) oder Minotauren (Körper eines Menschen,
Kopf eines Stiers). (WPD11/W01.80980: Warhammer Fantasy,
in: Wikipedia)
b. Ich kann natürlich nicht in die Köpfe von anderen Menschen
schauen. (RHZ05/FEB.09123 Rhein-Zeitung, 08.02.2005)

(27)

a. Er ist also Vater eines Jungen seit November. (WDD11/B51.77539:
Diskussion:Bela B./Archiv, in: Wikipedia)
b. Ganz Patriarch im besten Sinne kümmerte sich der Ehemann
und Vater von erwachsenen Kindern und Großvater von drei
Enkeln danach um seine amerikanische Schwiegertochter, der er
Deutschunterricht erteilte. (NUN93/APR.00047 Nürnberger Nachrichten,
01.04.1993)

할 뿐만 아니라, 구어체에서는 3격 명사구를 써서 dem Großvater sein Haus라고 말하는
경향도 보인다(Duden 2005: 981, Lehmann 1991: 2.2.1절). 특히 Sick(2006)의 책 제목인
“Der Dativ ist dem Genitiv sein Tod”는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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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benfalls lieferte sie in der Wohnung des Sohnes wortlos ihr
Zwergkaninchen sowie Bargeld und persönlichen Schmuck ab.
(NUZ11/OKT.02066 Nürnberger Zeitung, 25.10.2011)
b. »Ich muss die Wohnung von meinem Vater ausräumen, ganze zehn
Zimmer!« (NUN05/APR.00188 Nürnberger Nachrichten, 02.04.2005)

(29)

a. In Granges wurde in der Nähe des Brandortes das Auto eines
Einwohners aus Cheiry gefunden. (N94/OKT.36726 Salzburger
Nachrichten, 06.10.1994)
b. Er warf dem Gemeindevollzugsbediensteten vor, an falsch
geparkte Autos von deutschen Einwohnern Strafzettel zu hängen,
[...] (M10/DEZ.88184 Mannheimer Morgen, 17.12.2010)

이처럼 각각의 소유관계가 2격 부가어뿐만 아니라 von-구로 실현되는 경우
들을 코퍼스에서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18) 따라서 ‘소유의 2격’의 경우
에도 ‘출발점’ 및 ‘유래’라는 원형의미를 갖는 von이 그 사용영역의 확대를
통해 2격을 대체하고 있다고 하겠다.19)
이제 소유관계를 나타내지 않는 부가어적 2격 즉 주어의 2격, 목적어의 2
격, 저자의 2격 그리고 특성의 2격의 경우, 2격 대신 다른 표현이 사용 가능
18) 그런데 소유관계의 유형별로 이 두 가지 형태에 대한 실제 출현양상은 차이를 보인다.
소유관계의 유형에 따른 2격 부가어와 von-구의 출현빈도를 비교해보기 위해 형태⋅통
사적 정보가 태그되어 있는 COSMAS II의 “TAGGED-M-Archiv morphosyntakt. annotierter
Korpora”를 활용하여 같은 조건으로 검색해 본 결과, ‘동산과 소유자의 관계 > 친족관계 >
부동산과 소유자의 관계 > 신체의 일부 > 부분－전체’의 순으로 von의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검색식의 예, (&Tür /+w1 MORPH(ART gen)) /+w3 MORPH(NOU gen) :
(&Tür /+w1 von) /+w3 MORPH(NOU dat)). 친족관계, 부동산 및 동산과 그 소유자의
관계는 신체의 일부와 부분－전체의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느슨한 소유관계에 해
당한다. 따라서 von-구에 의한 2격 대체가 기본적으로는 von의 원형의미(‘출발점’ 및
‘유래’)에서 유추하기 쉬운 ‘친족관계’, ‘부동산 및 동산과 그 소유자’의 관계에서 ‘부분
－전체’, ‘신체의 일부’와 같은 긴밀한 소유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양도 가
능한’ 즉 느슨한 소유관계일수록 von으로의 대체가 용이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용민
(2006: 151) 참조).
19) von이 2격 부가어를 대체하는 용법에 대해서는 구명철(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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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 코퍼스에서 검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20)
우선 주어의 2격은 von-구나 durch-구를 통해 대체되거나 대체 가능하다.

(30)

a. Das einzige, was man hier zuverlässig zu hören bekommt, ist
das Bellen von Hunden. (Die Zeit, 15.07.1988, Nr. 29)
b. Zur Freude von meiner Freundin und mir steht der Smart hier
in der Tradition der Ente.
c. Das Buch über die Indianer vor ihrer Entdeckung durch den
weißen Mann breitet den ganzen kulturellen Reichtum, [...] (Die
Zeit, 06.03.1992, Nr. 11)

목적어의 2격도 전치사구로 대체되는 경우가 흔히 발견되는데, 이 때 전치
사로서 durch는 배제된다는 점이 주어의 2격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21)

(31)

a. Israel soll im Gegenzug den Ausbau von jüdischen Siedlungen
im Westjordanland einfrieren. (Die Zeit, 16.10.2007, Nr. 42)22)
b. [...], wenn es um die Beschreibung von sozialen Problemen
geht. (Die Zeit, 01.07.2009)

20) Duden(2005: 835ff.)에서는 주어의 2격, 목적어의 2격, 저자의 2격과 특성의 2격이 전치
사구로 대체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는데(예, die Beschreibung von/durch Anna; der
Verbrauch von (schweifelarmem) Erdöl; eine bekannte Fuge von Bach; ein Mensch mit
gutem Willen, ein Becher aus edlem Gold), 여기서는 코퍼스를 검색하여 2격에 대한 전
치사구 대체현상을 실제 언어 사용상황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21) 이처럼 주어의 2격과는 달리 목적어의 2격에서 durch가 배제되는 것은 durch의 경우 원
래의 의미가 상당 부분 남아있어서 목적어의 기능과는 조화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에 von은 원래의 의미가 탈색되어 2격과 같은 문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차이
를 보인다(이에 대해서는 아래 III.4절 참조).
22) 앞서 II.2절의 예문 (6)에 제시된 der Ausbau des Zweigbetriebs에서 2격 대신 von을 쓴
der Ausbau vom Zweigbetrieb은 모국어화자에게 좋지 않은 표현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des Zweigbetriebs가 2격형태를 명확히 보이므로 von으로 대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31a)에서처럼 2격 대신 von이 사용되는 경우가 코퍼스에서 관찰되는
만큼, 2격의 대체현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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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2격 또한 von-구로 대체되어 사용되는 경우를 찾기 어렵지 않다.

(32)

a. Was sagen Sinfonien von Brahms oder Beethoven in einer
solchen Situation? (Die Zeit, 13.01.2009)
b. Dieser Roman von Hans Fallada stellte für Heinrich-Maria
Ledig-Rowohlt

in

den

Nachkriegsjahren

nicht

nur

die

entscheidende Frage; [...] (Die Zeit, 05.07.2009, Nr. 17)
이 경우 2격이 나올 자리에 대체로 고유명사가 등장하기 때문에 2격규칙에
따라 von-구로 쓰이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23) 다음과 같이 von-구가 필수
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저자의 2격을 대신하는 경우가 발견된다.

(33)

a. Es gibt da ein dickes Buch von einem Autor, [...] (Die Zeit,
13.01.2009)
b. Der Film von dem Regisseur Mcg (Joseph Mcginty Nichol)
folgt der Mode, die Vorgeschichte früherer Episoden zu
erzählen. (Die Zeit, 04.06.2009, Nr. 24)

마지막으로 특성의 2격의 경우에는 2격이 나타내는 내용에 따라 상이한 전
치사로 대체되는 것을 볼 수 있다.24)

(34)

a. [...], weil man bei der Frankfurter Bahndirektion auf Leute mit
gutem Willen gestoßen sei. (Die Zeit, 04.01.1991, Nr. 2)

23) Duden(2005: 836)은 후치하는 2격이 고유명사인 경우, 특히 그것이 짧은 경우에는 2격
대신 von-구의 사용이 더 일반적이라고 기술한다(예, die Goldmedaillen Franzis < die
Goldmedaillen von Franzi).
24) 특성의 2격에 대한 예로 제시된 (8)과 비교해 보면 이들의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Helbig & Buscha(2001: 386)는 von이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로 eine Frau von großer
Schönheit, einen Ring von (purem) Gold 등을 제시함으로써 von도 특성의 2격을 대신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구명철(2012: 32f.) 또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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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und als man den Schaden beheben wollte, entdeckte man,
daß die Statue aus purem Gold war. (Die Zeit, 23.11.1984, Nr. 48)
결국 2격 부가어의 경우, 일부 어색한 유형(부분－전체, 신체의 일부)을 제
외한 대부분이 전치사구로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겠다. 이 때 지배받는 2격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격 부가어도 기본적으로는 2격규칙의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이 규칙에 벗어나는 경우에도 전치사구 특히 von-구가 2격 명사구를
대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25) 이는 부가어적 2격의 전치사구 대체
현상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Ⅲ.3. 부사어적 2격 명사구의 변화 양상
2격 명사구가 부사어로 사용되는 경우, 특히 양상부사어(gemessenen Schritts,
seiner Meinung)와 논평부사어(meines Wissens, unseres Erachtens)의 경우에
는 다른 문법적 형태로 잘 대체되지 않는다. 2격 명사구가 부사어로 사용되는
경우는 앞서 언급한 Duden(2005: 830)의 지적처럼 ‘고정된 어휘결합’을 이루
기 때문이다. ‘고정된 어휘결합’은 관용어의 일종으로서 형태가 쉽게 변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잘 대체되지 않는 특성을 갖는다.26) 이것이 다른 2격의 경
우와는 달리 부사어로서의 2격 명사구가 대체형을 잘 허용하지 않는 이유이다.
이처럼 2격 명사구가 부사어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형태상의 고정성이 높음
에도 불구하고, ‘시간부사어’로 사용되는 2격 명사구는 비슷한 의미를 갖는
전치사구로 대체될 수 있다(Duden 2005: 830).

25) Helbig & Buscha(2001: 500)는 이와 같이 2격을 대신하는 von이 필수적이지 않은 상황
에서도 나오는 경우로 das Haus von meinem Vater, die Hälfte von dem Buch를 들면서,
이러한 예는 주로 구어체에서 관찰된다고 하였다.
26) ‘고정된 어휘결합’에 대해서는 Fleischer(1997: 111f.) 참조.

226

(15’)

구명철

a. Diese Eulen hört man nur des Nachts [￫ in der Nacht].
b. Das wirst du eines Tages [￫ an einem Tag] bereuen.

이는 부사어적 2격도 다른 2격의 경우들이 보여주는 전반적인 변화양상에
서 크게 벗어나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Ⅲ.4. 2격을 대체하는 von의 문법화 현상
지금까지 우리는 지배를 받는 2격이든, 부가어적 2격이든, 나아가 부사어
적 2격이든 관계없이 전치사 특히 von이 일관성 있게 이것들을 대체할 수 있
는 대안으로 발전되어 왔음을 보았다. 이처럼 ‘-로부터’라는 ‘출발 및 유래’의
의미를 갖는 von이 2격의 문법적인 기능을 대신하게 된 것은 von의 문법화
현상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7) 이상에서 관찰된 von의 2격대체
현상을 문법화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시켜 살펴보면,28) 우선 von이 지배관
계에서 3격 또는 4격 등 다른 지배격과 함께 하나의 ‘계열 Paradigma’ 관계
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35)

a. zu dem nächsten Haus (3격)
b. um die Sonne (4격)
c. ungeachtet von den Mahnungen (von-구)

다음으로 [[ungeachtet] [von den Mahnungen]이 [[ungeachtet von] den
27) ‘출발 및 유래’의 의미를 갖는 von이 부가어의 2격을 대체하는 기능과 그 메커니즘에에
대해서는 구명철(2012)의 참조.
28) Lehmann(1995: 123)은 문법화의 특징으로 계열적인 측면에서는 ‘온전성 integrity’, ‘계
열성 paradigmaticity’, ‘계열적 유동성 paradigmatic variability’을, 통사적인 측면에서는
‘구조적 영역 structural scope’, ‘결합성 bondesness’, ‘통사적 유동성 syntagmatic
variability’을 들고 있다. 여기서는 이 중에 von의 2격대체 현상에서 주로 관찰되는 4가
지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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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hnungen]으로 재분석되면서29) von은 결합성의 증가, 통사적 유동성의 약
화, 구조적 영역의 축소와 같은 문법화의 추가적인 특성을 보인다. 아래 예문
에서 2격을 대신해서 나온 von은 자신을 지배하는 전치사와 통사적으로 매우
긴밀해서 이 두 개의 전치사가 ‘복합전치사 Präpositionalfügung’(= P’)를 구성
하여 마치 하나의 전치사로 간주된다.30)

(36)

[P’ Ungeachtet von] den Mahnungen übernahm er nichts.

von과 von을 동반하는 전치사의 이러한 통사적 긴밀성 즉 결합성의 증가
현상은 문법화의 또 다른 특성인 통사적 유동성의 약화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2격을 대체하고 있는 (36)의 von은 ‘출발 및 유래’라는 일반적인 의미
로 쓰인 (37)에서와는 달리 통사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러한 통사적 유동성
의 약화 현상은 아래 (36’)와 같이 이동을 시도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난다.

(36’) *Von den Mahnungen ungeachtet übernahm er nichts.
(37) Von München kommt der Zug. (← Der Zug kommt von München).
심지어 2격을 지배하는 ungeachtet가 2격 명사구의 앞, 뒤 모두에 나올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경우와 비교했을 때에도 유동성에 있어서의 차이를 보인다

(s. Duden 2000).
(38)

a. Ungeachtet wiederholter Mahnungen übernahm er nichts.
b. Wiederholter Mahnungen ungeachtet übernahm er nichts.

또한 von이 원래의 의미로 쓰인 아래 (39a)의 경우에는 von의 구조적 영역
29) 문법화 과정에는 재분석이라는 기제가 흔히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서는 Hopper &
Traugott(2003: 41) 참조.
30) Lehmann & Stolz(1992: 10)은 aufgrund, im Hinblick auf 등과 같이 여러 단어로 구성되
어 전치사나 후치사 기능을 하는 것들을 ‘복합부치사 Adpositionalfügung’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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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치사구(PP)가 되지만, 2격을 대체해서 나온 (39b)의 경우에는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ungeachtet von이 재구조화를 통해 하나의 복합전치사로 간주되
고, 그 결과 von의 구조적 영역은 ungeachtet von 즉 복합전치사(P’)의 내부로
축소된다.

(39)

a. Der Zug kommt [PP von München].
b. So etwas sieht man nur [PP [P’ innerhalb von] Städten].

이처럼 2격을 대체하는 von은 계열성의 강화를 비롯하여, 결합성의 증가,
통사적 유동성의 약화, 구조적 영역의 축소와 같은 문법화의 전형적인 특성을
보이므로, ‘출발 및 유래’의 의미를 갖는 von이 문법화 과정을 통해 2격 대체
의 기능을 갖게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는 독일어에서 2격의 용법들을 살펴본 뒤, 각각의 경
우에 2격이 다른 문법적 수단으로 대체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Duden(2005), Helbig & Buscha(2001) 등 독일의 대표적인 문법서에 나타난 2
격의 용법을 그 유형별로 구분하면, 크게 2격이 동사나 전치사 나아가 형용사
의 지배를 받아 나오는 경우(2격목적어), 명사의 부가어(부가어적 2격)로 사용
되는 경우 그리고 부사어로 사용되는 경우(부사어적 2격)로 나뉜다. 부가어적

2격은 그 내용상 소유관계를 비롯하여 의미상의 주어나 목적어 나아가 저자
및 정보의 출처 그리고 개체의 특성을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때 소
유관계는 다시 양도가능성 및 소유관계의 구체적인 의미에 따라 부분－전체,
신체의 일부, 친족관계 그리고 소유물과 소유자의 관계로 하위구분 가능하다.
한편, 부사어적 2격은 용법에 따라 양상부사어, 시간부사어, 논평부사어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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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이상과 같은 2격의 구분을 토대로 하여, 이 논문에서는 각각의 2격이 다른
문법적인 수단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체 가능한 경우는 그 대상과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코퍼스에서 실제 사용현황을 검토, 분석하여 보았다.
우선 격지배를 받는 2격 즉 2격목적어의 경우, 2격 명사구가 3격이나 4격 명
사구, 나아가 전치사구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향이
강해지면서 지배관계에서 2격의 입지는 점차 좁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추세는 특히 인칭대명사의 2격 형태가 유명무실하게 되어 실제
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로도 확인 가능하다. 다음으로 부가어적 2격
은 소유의 2격과 그 이외의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소유의 2격’은
그 하위유형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von이 그 사용영역의 확대를 통해

2격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정은 다양한 출처를
갖는 IDS 코퍼스의 검색 결과를 통해서 확인 가능했다. 다른 2격 부가어 즉
주어의 2격, 목적어의 2격, 저자의 2격 그리고 특성의 2격도 대체로 전치사
구, 특히 von-구로 대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상부사어, 시간부사어, 논평
부사어로서의 기능을 하는 부사어적 2격은 다른 수단으로의 대체가 상대적으
로 어려운데, 이는 부사어적 2격이 ‘고정된 어휘결합’을 형성함으로써 형태변
화가 용이하지 않은 특성을 갖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부사어로
쓰이는 일부 2격 명사구가 전치사구로 대체 가능한 것은 독일어에서 2격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경향과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격의 이와 같은 축소현상은 2격을 대체하고 있는 대표적인 수단인 전치사
von의 쓰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원래 ‘출발 및 유래’의 의미를 갖는 von이
이러한 구체적인 의미를 상실하면서 명사구의 격 체계에서 계열성을 강화하
였을 뿐만 아니라, 통사적으로도 주변 어휘와의 강한 결합관계(결합성의 증
가), 상대적으로 고정된 위치(통사적 유동성의 약화) 등과 같은 특성을 보임
으로써, 문법화 과정을 통해 2격 대체라는 문법적인 기능을 갖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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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sammenfassung

Hat der Genitiv im Deutschen Zukunft?
Koo, Myung-Chul (Seoul National Uni)

Im heutigen Deutsch, besonders in der Umgangssprache, findet sich oft ein
Nominalsyntagma im Dativ bzw. Akkusativ oder ein Präpositionalsyntagma,
wo ein Nominalsyntagma im Genitiv erscheinen sollte. In diesem Aufsatz wird
deshalb untersucht, unter welchen Umständen und in welchem Maße der Genitiv
im Deutschen durch ein anderes grammatisches Mittel ersetzt werden kann.
Grob gesagt hat der Genitiv im Deutschen drei Verwendungen: Genitivobjekt,
Genitivattribut und adverbialer Genitiv. Das Genitivobjekt kommt vor, wenn
sowohl ein Verb als auch ein Adjektiv bzw. eine Präposition ein Nominalsyntagma
im Genitiv fordert (z.B., bedürfen, gedenken; gewahr, fähig; infolge, wegen).
Das Genitivattribut lässt sich wiederum in fünf Gruppen einteilen: Genitivus
possessivus, Genitivus subiectivus, Genitivus obiectivus, Genitivus auctoris,
Genitivus qualitatis (z.B., das Haus des Großvaters, das Bellen des Hundes,
der Ausbau des Zweigbetriebs, die Sinfonien dieses Komponisten, ein Mensch guten
Willens). Genitivus possessivus, nämlich possessiver Genitiv, wird zur
Beschreibung der Teil-Ganzes-Relation, der Körperteilrelation, Verwandtschaftsrelation
und Besitzer-Gegenstand-Relation gebraucht. Außerdem hat der Genitiv wie
erwähnt adverbiale Verwendungen. Hierzu gehören Modaladverbiale, Temporaladverbiale,
Kommentaradverbiale (z.B., gemessenen Schritts, eines Tages, meines Wissens).
Anhand der oben eingeführten Einteilung und der Bearbeitung einiger
Korpora wie COSMAS II, DWDS u.a. wird weiter die Ersetzbarkeit des
Genitivs durch ein anderes grammatisches Mittel überprüft. Das Genitivobjekt
lässt sich sowohl durch ein Dativ - bzw. Akkusativobjekt wie auch durch 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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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äpositionalobjekt ersetzen. Das Ersetzen des Genitivattributs ist beim
Genitivus subiectivus, Genitivus obiectivus, Genitivus auctoris oder Genitivus
qualitatis im Prinzip möglich, und zwar durch ein Präpositionalsyntagma wie
eine von-Phrase. Beim possessiven Genitiv kann festgestellt werden, dass die
Ersetzbarkeit des Genitivs mit der Grundbedeutung von von (‘Ausgangspunkt’,
‘Herkunft’) und ihrem Bedeutungswandel bzw. ihrer Grammatikalisierung eng
zu tun hat. In diesem Sinne lässt sich annehmen, dass die Grammatikalisierung
von von den Rückgang des Genitivs fortsetzen wird. Der Rückgang des
Genitivs wird auch bei adverbialen Verwendungen des Genitivs beobachtet:
Da es sich bei adverbialen Verwendungen des Genitivs (gemessenen Schritts,
eines Tages, meines Wissens) um eine feste Wortverbindung handelt, ist das
Ersetzen des adverbialen Genitivs zwar beschränkt, aber in einigen Fällen
möglich (z.B., des Nachts ￫ in der Nacht).

주제어: 2격, 2격 목적어, 2격 부가어, 부사어적 2격, von-구, 문법화

Schlüsselbegriffe: Genitiv, Genitivobjekt, Genitivattribut, adverbialer Genitiv,
von-Phrase, Grammatikalis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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