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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이 연구는 언어변화이론을 심으로 랑스어 주어인칭 명사1)어휘

의미·기능을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랑스어 pps는 오랜 시간동안

여러 언어학 분야에서 연구의 상이 되었지만,그 간의 연구들에서는

개 한 측면에서만 pps를 찰하 기에 pps의 본질 인 성격을 규명하

는데 한계 을 보인다.이러한 에서 이 에서는 랑스어 pps의 의

미와 기능을 규명하기 해 통시 ·공시 이며 범언어 인 으로 다

양한 언어학 층 에서 pps를 찰한다. 한 pps의 용법이 변화한 원

인을 추정하기 해 언어 변화 양상의 보편 원리로부터 랑스어 pps

용법 변화에 한 새로운 설명을 제안할 것이며,이 새로운 제안을 토

로 랑스어 pps가 동사활용의 어말음 체요소로 나타난 수·인칭 표지

자가 아닌 독립 인 언어 기능과 의미를 갖는 요소임을 밝힌다.

명시 주어를 의무 으로 부과하지 않는 부분의 로망어와 달리

랑스어는 주어를 필수 으로 요구한다.가장 일반 으로 랑스어의 주

어자리에 명사 인칭 명사가 사용된다.몇몇의 연구자들은 pps에 명

사구와 동일한 지 를 부여하지 않으며 랑스어 pps를 라틴어와

고 랑스어의 동사활용 사에 비견한 요소로 간주한다.이러한 입장

은 랑스어 pps가 고 랑스어 시기의 동사활용 사 약화의 결

과로 수·인칭 표지자로서 사용되었다는 일반 을 토 로 한다.이

와 더불어 랑스어는 일반 명사와 달리 어의 속성을 보인다.일

반 명사와 조되는 랑스어 pps의 통사속성은 pps를 수·인칭 표지자로

간주하는 입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랑스어 pps가 고 랑스어 동사활용 사를 체하는 수·

인칭 표지자라는 견해로는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먼 ,pps는 문장의 주요성분인 ‘주어’로서 문장의 머리가 되는 성분이

1)본 논문에서는 주어인칭 명사를 PPS(Pronom personnelsujet)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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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사 사는 문법요소로서 의미 기능을 갖지 않는다.주요성분인 주

어가 문법요소인 동사 사의 체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모순

을 갖는다.

다음으로 동사의 일치자질과 pps의 용법이 필연 이지 않음을 보여주

는 들이 있다.스 스 로망드어 이탈리아 북부방언은 주어 언어

nulsujet에서 pps를 의무 으로 요구하는 언어로 변모했지만 풍부한 동

사 일치표지는 마모되지 않았다.

의 문제를 토 로 랑스어 pps의 의문 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랑스어 pps는 고 랑스어시기에 발생한 동사활용 어말음의

약화로 인한 동사활용 사를 체하기 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까?

2. 랑스어에서의 의무 인 pps의 사용은 고유한 기능과 의미를

갖지 않을까?

먼 ,음성 ,생성문법의 통사 설명을 살펴본다.이 설명들은 차이

를 갖지만 동사 어미의 일치자질의 손실과 주요하게 결부되어 있다.다

음으로 선호도에 의한 사용으로 pps용법 변화를 설명한 최근의 연구들

을 살펴본다.Vance&Sprouse(1999)는 Kroch(1979)의 경쟁원리를 따라

pps용법 변화를 설명한다. 주어 형태는 명시 형태의 pps와 경쟁 상

태에 있었으며,명시 pps의 잉여 정보로 인해 명시 pps가 주어

보다 선호되었다.그 결과로서,pps사용이 의무화되었다고 설명한다.이

를 통해 랑스어 pps용법 변화를 습득의 최 화에 의한 선호도로 설

명한 Vance&Sprouse(1999) Lafond(2003)의 제안이 설득력 있음을 확

인하며 동시에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한다.

다음으로 언어변화의 보편원리에 따라 의 제안의 결핍을 보충하고자

단순화원리와,의미형태일치원리를 통해 pps용법 변화 원인을 추정한

다.한 단어의 형태로 주어와 동사를 표 하는 주어 형태보다,주어를

요구하며 단순화된 굴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주어와 동사의 의미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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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 차원에서 언어의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더불어,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언 의 변화와 언어변화의 상 계를

토 로 pps용법 변화의 설득력을 높인다.사회 변화에 따라 언어 변

화의 요구도 동반된다.시민계층의 성장 등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랑

스에서는 언어사용 환경과 언 의 변화가 발생했다.pps용법의 변화도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 유인되었다.

마지막으로 pps는 그 빈번한 사용으로 인해 음성 층 에서 어화

된 양상으로 나타날 뿐이며 실은 실증 어휘기능을 갖는 통사성분임을

확인한다.Chafe(1976)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사가 일치하는 것은 주어

로서 굴 은 주어에 의해 구성된다.마지막으로,주어로서 pps를 동사의

수·일치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확인한다.

주요어 : 주어 언어,고 랑스어, 랑스어 주어 인칭 명사,언

어 변화

학 번 :2011-2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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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은 언어변화이론을 심으로 랑스어 주어인칭 명사2)의 의미·

기능 연구를 목표로 한다. 랑스어는 로망어 라틴어에서 가장 많이

변모된 언어이다.라틴어와 랑스어는 음성체계에서부터 형태·어휘

문장구조에 이르기까지 격한 차이를 보인다.

명시 주어를 의무 으로 부과하지 않는 부분의 로망어와 달리

랑스어는 주어를 필수 으로 요구한다.

1)a.Latin:dormio

b.Italien:dormo(io)

c.Espagnol:duermo(yo)

d.Français:Jedors

라틴어는 문장구성성분의 기능을 표지하는 격체계를 갖기 때문에 고정

인 어순이 없어 주어의 치가 자유로우며 명사의 경우 부분 생략

되었다.고 라틴어에서 가장 일반 인 어순은 주어·목 어·동사SOV이

었으나 구어 라틴어 말기에 이르러서는 주어·동사·목 어SVO어순이 가

장 많이 등장한다.이러한 어순의 변화는 라틴어의 격체계가 동사를 축

으로 한 치를 통해 문장 구성성분의 기능을 부여하는 체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랑스어에서 목 어와 동사의 치는 변화했지만 주어는 변동

없이 화자와 청자에게 가장 먼 인지되는 문장의 머리 역할인 문장의

2)본 에서 주어인칭 명사를 PPS(Pronom personnelsujet)로 약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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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자리에 치한다3). 랑스어에서 부사구 뒤 혹은 인용구,의문문

에서 도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어는 항상 문장의 제일 앞에 치한

다.일반 으로 랑스어의 주어 자리에는 명사,인칭 명사가 사용된다.

2)a.PierreaimeMarie

b.IlaimeMarie

두 문장은 동일한 주어·동사·목 어로 구성된 문장이다.2b)의 ppsIl

은 2a)의 고유명사 Pierre와 마찬가지로 문장의 주어이다.몇몇 연구자

들은 pps에 명사구와 동일한 지 를 부여하지 않으며 라틴어와 고

랑스어의 동사활용 사에 비견한 요소로 간주한다4).

랑스어 pps가 동사의 일치 사와 더 유사한 측면을 보인다는 주

장도 제기된다.그 Auger(1993,1995)는 주어인칭 명사 어 명

사를 형태소로서 동사의 일치 사와 동일하게 간주해야 한다고 한다.

Auger(1995)는 “Pierreilmangeunepomme”의 문장을 좌치된 문장left

dislocation5)으로 분석할 수 없으며 ppsil을 동사의 일치 사로 분석해

야 한다고 한다.

한,Touratier(1989)도 pps를 주어의 의미를 갖지 않는 동사 사

3)Dryer(2005)가 1228개의 언어를 상으로 어순을 조사한 연구에서 SVO 어순과

SVO 어순을 사용하는 언어는 89.3%로,이에 따르면 자연언어에서는 주어가 문

장 앞에서 사용되는 것이 보편 인 것으로 보인다.

4)cf.Darmesteter(1877)etDiez(1871)Vanelli(1987),Renzi(1992),Auger

(1993,1994),Zribi-thertz(1994)Bally(1932),Harris(1978),Hirschbühler(1971),

Hulk (1986),Huot(1987),Kaiser(1994),Lambrecht(1981),Matthews(1989),

Miller (1991),Ossipov(1990),Roberge(1990),Rohrbacher (1994),Tesnière

(1959),Wartburg(1943)

5)문장의 주제를 강조하거나 정의하는 성분이 에 부가되어 나타나는 구조로 일반

으로 랑스어 문장 Pierre,ilmangeunepomme를 [Pierrei[[ili][mange]

[[une][pomme]]]의 구조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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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견한 형태소로 본다.그는 “ilslaconnaissentbien”의 문장을 SV

가 아닌 V구조로 보며 ppsils을 V의 직 성분으로 악한다.

이러한 입장은 고 랑스어 시기의 동사활용 어말음의 약화로 인하여

pps가 그 체 수단인 수·인칭 표지자로 사용되었다는 입장을 토 로 한

다.이와 더불어 랑스어 pps는 일반 명사와 달리 어의 속성을

보인다.일반 명사와 조되는 랑스어 pps의 통사속성은 pps를 수·인

칭 표지자로 간주하는 입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랑스어 pps가 고 랑스어 동사활용 사를 체하는 수·인

칭 표지자라는 견해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먼 ,고 랑스어에서 나타난 양상을 설명하지 못한다.고 랑스

어 pps의 주요한 특징으로 주 에서 pps는 빈번하게 생략되지만 보어

에서는 생략되지 않는다는 이 있다.

3)Einsicoururent i,parmertantqueilivindrentàCademelée

Ainsiontcouru(ils),parlamertantqu’ilssontvenusàCademelée

(Villehardouin XXV; Adams1986)

고 랑스어 보어 pps의 사용은 어말음이 소실되기 인 기 고

랑스어 문헌에서 발견된다.이와 더불어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는

고 랑스어와 조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며,이 언어들의 양상은 화용

의 에서 설명된다.따라서 동사 어말음 손실의 설명만으로 고

랑스어 주 과 보어 pps사용의 비 칭을 설명하지 못한다.

다음으로,pps는 문장의 주요성분인 ‘주어’로서 문장의 머리가 되는 성

분이다.동사에 일치자질을 부여하는 일치핵 논항은 주어이다6).동사활

6)lesujetcommel'élémentquiimposesesmarquesd'accordauverbeav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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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사는 문법성분으로서 어휘의미 기능이 없다.pps를 동사 사로 간

주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가장 본질 으로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주어로

서 pps의 속성이다.주어는 문장의 주요성분으로서 단순히 수·일치 정보

만을 지닌 성분이 아니다.pps는 주어의 기능을 하며 동시에 주어의 수·

일치 정보를 제공한다.그러므로 주요성분인 주어가 문법요소인 동사

사의 체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모순 을 가진다.

더불어 동사의 수·인칭 일치자질과 pps의 의무 용법이 필연 이지

않음을 보여주는 들이 있다7).

스 스 로망드어 이탈리아 북부방언은 주어 언어nulsujet8)에서

pps를 의무 으로 요구하는 언어로 변모했지만 풍부한 동사 일치표지는

마모되지 않았다.독일어의 경우 동사 일치자질이 풍부하지만 비인칭 구

조와 주제Topic자리에서만 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9).

마지막으로, 랑스어 pps를 일치표지자로 간주한다면 랑스어

는 주어 언어이다.따라서 다른 주어 언어와 공유하는 속성을 나타

내야 하지만, 주어 언어와 구분되는 속성을 보인다. 주어 언어는 자

유도치가 가능하며 주어가 문장 마지막에 올 수 있다.주어 어를 수·

인칭 일치자로 악하는 이탈리아 북부 방언은 모든 동사 부류와 주어가

어떠한 제약 없이 도치 가능하다10).한편 랑스어의 경우 의문형

혹은 인용문과 같은 경우에 도치가 제한되어 있다.

lequelentretientdesconraintesd'ordre‘주어는 제한된 어순을 따라 동사에 일

치 표지를 부여하는 성분이다.’(Tamine1988)

7) 국어,일본어,한국어는 동사에 수·인칭 표지 체계가 없지만 주어 구조가 빈

번하게 사용된다.

8)주어가 생략되어 나타나는 언어로 생성문법에서는 pro-drop이라고도 한다.
9)a.Schlafstdu?(자니?)

b.Nein,＊(ich)schlafenochnicht(아니,아직 안 자)

독일어 문장 a의 주어는 주제 자리에서 생략 가능하지만 b의 주어는 생략 불가

능하다.

10)cf.Suñer(1992),Brandi&Cordin(1989),Rizzi(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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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를 토 로 이 에서 다룰 랑스어 pps의 논 을 제시하고

자 한다.

1. 랑스어 pps는 고 랑스어시기에 발생한 동사활용 어말음의

약화로 인한 동사활용 사를 체하기 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까?

2. 랑스어에서의 의무 인 pps의 사용은 고유한 기능과 의미를

갖지 않을까?

의 논 을 심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 을 갖는다.

랑스어 pps에 한 연구는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언어학 분야의

상이 되었지만 한 측면에서만 찰되어 본질 인 성격을 규명하는데 한

계 을 보여 왔다11).

이러한 에서 이 에서는 랑스어 pps가 실증 의미와 기능을

갖는 어휘소임을 규명하기 해 통시 ·공시 이며 범언어 인 으

로 다양한 언어학 층 에서 근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pps의 용법이 변화한 근본 원인을 추정하기

해 언어 변화의 보편 원리로부터 랑스어 pps용법 변화에 한 새

로운 설명을 제안하고자 한다.그리고 랑스어 pps가 동사활용의 어말

음을 체하기 한 요소로 사용된 수·인칭 표지자가 아닌 주어로서의

고유의 기능과 주체 의미를 갖는 요소임을 밝히고자 한다.

11) 표 인 pps연구로 Foulet(1935,1936『L’extensiondelaformeobliquedu

pronom personnelenfrançais』 Romania61,63)는 13세기의 산문 Villehardouin

의 Chronique와 QuestedelsaintGraal에서 pps의 화용 의도를 배제한 용법을

확인하 다. 연구 에는 V2제약과 어순 등의 매개변인과 변화를 심으로

연구한 Adams(1986,1987),Roberts(1993),Barbara(1999)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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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 을 바탕으로 이 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장에서는 pps의 논 이 되는 근거들을 심으로 살펴본다.먼

Kayne(1975)이 제시한 바를 토 로 pps의 어 속성을 살펴본다.pps는

음성 ,통사 으로 자율성이 부족하며 동사에 한 의존성이 높은 성분

으로 명사주어와 구분된다.다음으로 pps의 다른 주요특징인 주어로서의

속성을 살펴보기 해 보편원리에서 주어를 살펴보며 주어 pro-drop

과 일치자질과의 련성을 검토한다.기존의 연구자들은 pro-drop이 일

치자질로 인한 식별에 의한 것으로 본다.반면 본 연구에서는 pro-drop

의 제조건이 풍부한 일치자질이 아님을 밝힌다.

2장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랑스어 pps용법 변화의 설명을

살펴본다.음성 설명 통사 설명과 최근 연구의 설명을 살펴본다.

먼 음성 설명은,동사활용 사의 어말음 손실로 인해 pps가 체

수단으로서 수·인칭을 표지하기 해 사용되었다는 설명이다,다음으로

통사 층 에서,생성문법의 매개변인 원리로 어린이와 학습자들의 학

습으로 인해 매개변인이 변화되어 pro를 식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설명

이 있다.마지막으로 최근의 연구에 속하는 경쟁가설원리 최 성 이

론에서는 주어보다 명시 주어 overtsujet의 사용이 선호되어 명시

주어가 더 우세하게 사용되었다고 설명한다.

3장에서는 보편 언어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들을 바탕으로 랑스어

pps의 용법 변화에 한 새로운 설명을 제안하고자 한다.우리는 언어가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단순화 된다는 연구자들의 의견을 따

르며, Hawkins(2003)의 효율성 원리로 형태가 최소화 되었을 때 효율

성이 높다는 가설을 따른다. 한 Lightfoot(1999)이 제시한 투명성 원리

로 형태와 의미가 일치될 때 효율성이 높다는 원리를 따른다.이러한 효

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단순화의 노력을 랑스 사회구조 변화를 통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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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다. 랑스와 유사한 변화를 보이는 언어들을 근거로 사회구조 변화

와 언어변화가 긴 한 계에 있었으며 pps가 사회구조 변화에 의해 단

순화의 일환으로 사용되었음을 드러낸다.

4장에서 랑스어 pps의 어휘기능을 통사 화용 차원에서 밝

힘으로써 3장의 새로운 제안을 정당화한다.pps는 주어로서 동사에 일치

성분을 부여하는 핵이다.화용 측면에서 pps는 다른 단어로 체될 수

없는 성분으로 고유한 의미를 가지는 성분이다. 이를 토 로

Kayne(1972)이 제안한 음성 어로 랑스어 pps의 어 속성

을 설명한다.Kayne(1972)이 제안한 바와 같이 pps는 표층구조에서 어

화 되는 음성 어이며 단지 빈번한 사용으로 인해 표층구조에서 어

화 되었음을 밝힌다.

결론부에서는 서론에서 제시한 두 가지 질문에 답한다.pps는 랑스

의 사회구조 변화로 인하여 언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에서 언

어 단순화의 일환으로 사용되었다.pps는 다른 단어로 체될 수 없는

고유의 의미와 기능을 가지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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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기능범주로서 PPS

이 장에서는 먼 표 논 이 되는 pps의 어 속성을 살펴본 후

에,pps의 다른 속성인 주어로서의 pps를 살펴보며,주어 생략과 일

치자질과의 상 계를 보편문법의 차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1pps 어 속성

랑스어 pps의 어속성은 pps를 명사구 주어와 구분되는 기능범주

로 제한한다.pps는 표 어 명사인 보어인칭 명사와 음성·통사

으로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Kayne(1975)은 보어 인칭 명사를 심으로

어의 기 을 제시한다.그는 이러한 어 기 을 토 로 pps의 어

성격을 밝힌다.다음은 Kayne(1975)이 제시한 pps의 어 속성이다.

1)pps와 동사 사이에는 어를 제외한 다른 성분이 삽입될 수 없다.

a.*il,paraît-il,estfou

*il,souvent,mangedufromage

b.Jean,paraît-il,estfou

Jean,souvent,mangedufromage(Kayne,1975)

1a)에서 보듯이 pps il과 동사 est,mange 사이에 부사 paraît-il,

souvent이 삽입될 때 그 문장은 비문이 된다.반면,고유명사 Jean과 동

사사이에는 부사가 삽입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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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수식이 불가능하다.

a.*ilstouspartirontbientôt

*ilsdeuxpartirontbientôt

b.touslesgarçonspartirontbientôt

lesdeuxgarçonspartirontbientôt(Kayne,1975)

2a)의 ppsils은 양화사 tous와 수형용사 deux로 수식이 불가능하지만,

일반 명사구 주어 lesgarçons은 수식이 가능하다.

3)등 속이 불가능하다.

a.*Jeanetilpartirontbientôt

*iletJeanpartirontbientôt

*iletellepartirontbientôt

b.Jeanetluipartirontbientôt(Kayne,1975)

3a)의 ppsil은 ppselle,고유명사 Jean과 등 속 될 수 없지만,강

세형 명사 lui는 등 속이 가능하다.

4)pps는 강세형 명사와 달리 음성 강세를 받지 못한다.

a.luipartiralepremier

b.*ilpartiralepremier(Kayne,1975)

4a)의 강세형 명사 lui는 음성 강세를 받지만,4b)의 ppsil에는 강세

가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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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복수 명사구 주어의 s는 그 뒤에 오는 동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더라

도 항상 분 되어 조음되지만,pps복수 s는 분 되지 않는다.

a.mesamisirontàParis

[amiir]

*[amizir]

b.ilsirontàParis

[i(l)zir]

*[ilir] (Kayne,1975)

ppsils의 s는 동사 iront의 모음 i와 연음되어 발음되지만 복수 명사

amis의 복수 s는 분 되지 않는다.

6)문체상의 도치inversion stylistique에서 NP주어는 동사와 도치가

허용되지만 pps는 이러한 구조에서 도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a.Jesaistrèsbienàquelleheurepartiracegarçon.

b.*Jesaistrèsbienàquelleheurepartira-t-il(Kayne,1972)

6a)의 경우 명사구 cegarçon이 동사 partira와 도치 가능하지만,6b)

의 ppsil은 동사와 도치되지 않는다.

7) 어도치 구조에서는 pps만이 도치가능하다.

a.partira-t-il?

b.*partiracegarçon? (Kayne,1972)

7a)의 ppsil은 동사 partira와 도치가능 하지만,고유명사 Jean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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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도치가 불가능하다.

8)복합도치inversioncomplexe의 경우 명사구 주어는 원래의 치를

유지하며 그에 상응하는 pps가 동사와 도치되어 나타난다.

a.pourquoiJeanest-ilparti? (Kayne,1975)

8)의 의문문의 구조에서 고유명사 Jean은 주어의 자리를 그 로 유지

하는 반면 동사est에 ppsil이 종속한다.

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pps는 명사구 주어와 달리 음성 ·통사

자율성이 부족하여 동사에 인 해야 하며 독립 음성단 를 형성하지

못한다.음성,통사 측면에서 pps는 명사구 주어보다는 보어 어 명

사와 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어 속성은 pps를 기능범주인

동사의 수·인칭자질로 간주하는데 힘을 실어 다.

1.2주어로서 pps

랑스어 pps는 명사로서 어라는 특징을 지닌다.그와 함께

다른 주요한 특징은 pps가 주어12)라는 이다.pps의 논 이 되는 속성

을 악하기 해,보편문법에서의 주어 속성을 악한 후 주어와 일치

자질과의 상 계를 검토하기로 한다.

12) 통문법에서 주어는 문법,형식 주어와 논리 ,개념 주어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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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보편 문법의 주어 속성 :확 투사원리

지배결속,매개변인이론,최소주의로 표되는 생성문법에 따르면 주어

는 주격을 검받고 할당받으며 일치자질을 충족하기 해 이동한다.따

라서 SVO언어는 명시어-핵 체계에서 격을 검받고 할당받으며 한

일치자질을 충족시킨다. 랑스어는 INF13)에서 격을 할당받는데 주격을

할당받기 해 주어는 문장의 앞자리에 나타난다.

Chomsky는 모든 은 주어를 가져야 한다는 확 투사원리EPP14)를

제시한다.모든 정형 에 주어가 의무 으로 나타나며 허사 주어를 사용

하는 어와 랑스어의 경우 EPP언어에 포함된다.

Chomsky가 보편원리universialgrammar로 제시한 EPP에 따르면 모

든 정형 은 주어를 가진다고 상정되지만,주어가 에 항상 명시 이지

않은 언어들도 다수 있다.EPP원리는 주어가 명시 이지 않은 언어들은

음성 으로 실 되지 않은 pro가 주어자리에 채워진 것으로 본다.이러

한 언어를 주어 pro-drop/nullsubject언어라고 하며 이는 EPP원리를

정당화한다.

Giligan(1987)은 100개의 언어를 검토하 는데 이 11개의 언어만이

주어가 생략될 수 없었다.이와 같이 다수의 언어가 주어 생략이 가능하

다.주어가 생략되는 언어를 유형별로 살펴본 후,주어 생략이 가능한 언

어들이 일치자질과 어떠한 상 계에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3)INFLECTION으로 생성문법에서 시제 일치를 해 굴 되는 성분이 차지하는

범주이다.

14)ExtendedProjectionPrinciple의 약칭으로 모든 시제 (TP)은 명시어(Specifier)

를 가져야 한다는 원리로,다시 말하면 모든 시제 은 주어를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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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pro-drop언어15)

라틴어와 라틴어에서 생된 부분의 로망어는 주어가 생략 가능한

주어 언어이다.

9)a.Parlaitaliano(italien)

b.Hablaespañol(espagnol)

c.*SpeaksEnglish(anglais)

d.*Parlefrançais (français)

9c,d)의 문장은 주어를 의무 으로 사용해야 하는 어와 랑스어의

문장으로 ‘HespeaksEnglish’,‘Ilparlefrançais’의 문장이다.이 문장들

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지 못한다.한편,9a,b)는 로망어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의 로 ‘Luiparlaitaliano’,‘Elhablaespañol’의 문장이다.이

들 언어에서는 동사 3인칭 단수 굴 사 a에 의해 주어가 악되며

pps는 탈락된다.

주어 언어는 일반 으로 주어가 음성 층 에서 실 되지 않은 것

으로 간주된다주어 언어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나 어진다.동사의 수인

칭 일치자질에 의해 모든 인칭에서 주어가 탈락 한 언어와,부분 으로

제한된 인칭에서만 탈락되는 부분 주어partialpro-drop언어,문맥

요소에 의해 주어가 생략 가능한 주어 언어로 구분되는 것이다.

정형 의 모든 인칭에서 주어가 탈락 가능한 언어 형태로는 라틴어를

15)pro-drop은 Chomsky의 "LecturesonGovernmentandBinding(1981)"에서 주

어 탈락을 지칭하는 용어이다.pro 주어 형태로 격 검 원리에 의해 주격을

검받는 것으로 주어가 일치자질 문맥 등의 지배 인식조건을 충족시킨 경우

에 나타난다. 주어를 허용하는 언어를 pro-drop언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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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라틴어에서 생된 로망어의 부분이 표 이며,그리스어와 터

키어 등도 포함된다. 부분의 경우 동사활용 형태가 풍부하여 인칭과

수의 변별자질이 충족되기 때문에 음성층 에서 주어가 탈락되어 나타난

다.

주어 언어인 스페인어,그리스어,터키어의 ‘말하다’동사의 동사변화

의 를 살펴보자.

《표1》 주어 언어 ‘말하다’동사활용표

a.스페인어 b.그리스어 c.터키어

1s hablo λέω konusuyorum

2s hablas λες konusuyosum

3s habla λέει konusuyor

1pl hablamos λέμε konusuyoruz

2pl habláis λέτε konusuyorsunuz

3pl hablan λέυε konuşuyorlar

의 《표1》에서 보듯이 스페인어,그리스어,터키어의 동사활용의 굴

사들은 각각의 수·인칭별로 다른 형태와 발음을 가진다.이 언어들

은 동사어미의 변별자질에 의해 주어 정보가 제공되며 주어는 조음 시에

탈락되어 실 된다.의미역 주어 탈락을 허용하는 언어들은 수·인칭마다

구별되는 굴 어미의 일치자질을 가진다.

부분 주어partialpro-drop언어는 인칭이 아닌 특정 인칭에서만

pps가 탈락되는 언어이다.핀란드어,히 리어,러시아어,아이슬란드어,

이탈리아 북부 방언 등이 이에 해당된다.이 언어들도 몇 인칭을 제외하

고 거의 모든 인칭에서 변별 인 수·인칭자질을 갖는다.

아래 는 3인칭 주어의 탈락을 허용하지 않는 핀란드어의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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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a.(Minä)puhunenglantia

Ispeak-1sgEnglish

b.(Sinä)puhutenglantia

Youspeak-2sgEnglish

c.*(Hän)puhuuenglantia

He/shespeak-3sgEnglish

d.(Me)puhummeenglantia

Wespeak-1plEnglish

e.(Te)puhutteenglantia

Youspeak-2plEnglish

f.*(He)puhuvatenglantia

Theyspeak-3plEnglish(Holmberg,2005)

10)의 핀란드어에서 동사는 6개의 인칭으로 구분되어 굴 된다.이때

1,2인칭 단수·복수에서는 주어가 의무 이지 않지만,3인칭 단수·복수에

서는 주어의 사용이 의무 이다.

다음으로 의미역 주어의 경우 생략하지 못하며 허사 주어의 생략만을

허용하는 언어들이 있다. 표 인 로 독일어가 있다.

11)a.Él/ØdijoqueØmatóalperro

(Il dit que tué lechien)

b.Él/ØdijoqueØleparecequeJuanmatóalperro

(Il dit que luisemblequeJuanatuélechien)

12)a.*Ersagte,dassdenHundgetötethat

(Ildit que le-Accchientu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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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sagte,dassihm scheint,dassHansdenHundgetötethat

(Il-Nom ditquelui-datsemblaitqueHansle-Accchientuéa)

(OsvaldoJaeggli& J.Safir,1989)

11)의 에서 보듯이 스페인어에서는 의미역 주어와 허사 주어가 모두

생략 가능하다.반면 12)의 독일어의 경우 허사주어를 탈락할 수는 있지

만 의미역 주어를 생략하면 비문이 된다.12a)의 보어 에서는 의미역

주어가 생략되어 비문이지만,12b)의 경우 ‘ihm scheint’는 허사주어가

사용되는 로,허사주어의 탈락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문맥 요소에 의해 주어가 생략되는 언어들이 있다.이 언

어들에서는 주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명사논항의 삭제가 가능하다. 개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며 동사 일치요소가 없다.

국어와 한국어,일본어와 같은 언어들은 동사활용을 하지 않지만 주

어를 의무 으로 표 하지는 않는다.이 언어들은 개 선행사 혹은 문

맥 인 요소에 의해 추정 가능한 요소가 생략될 수 있는 문맥 의존 언

어들이다.

13)( )밥 먹었어?

응,(나)밥 먹었어

13)의 한국어 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어에서는 주어의 인칭이 변화됨

에도 불구하고 동사의 어미가 동일할 수 있으며, 한 동일한 어미에도

불구하고 주어의 생략이 가능하다.한국어에서는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

문맥으로 주어가 악된다.

이제 주어 언어가 수·인칭의 일치자질과 어떤 상 계를 갖는지 살



-17-

펴보자.

1.2.3pro-drop과 일치 자질과의 상 계

Rizzi(1982)와 다수의 연구자들은 주어 언어의 표 속성으로 동사

일치자질의 풍부한 굴 을 지 한다.그들에 따르면,동사의 굴 요소

INFL가 주어가 생략되는 것을 허가하며 이러한 형태소의 주어는

“pro”라고 지칭된다.

Rizzi(1986)외 연구자들은 pro는 주어의 자질을 가지며 주격을 할당받

지만 음성층 에서는 실 되지 않는다고 한다.굴 체계의 일치자질로

주어를 생략하는 것은 식별identification을 통해서이다.식별을 통해 허

가조건licensingcondition을 충족시켜야만 의미역 주어 지시 주어

를 생략할 수 있다16).

Rizzi(1986)가 개정한 pro-drop허가조건 이론17)

(i)PromustbelicensedbyagoverningheadoftypeX.

(ii)PromustbeidentifiedbyfeaturesofX.

술어는 의미역 주어를 선택하며 주어가 탈락되기 해서는 지시 값이

식별돼야 한다.식별은 동사 굴 사의 수·인칭 자질INFL을 통해 이루

어지며 동시에 시제T와 INFL이 구조에서 하게 치해야 한다18).

16)허사주어는 단지 허가조건만을 충족시키면 생략이 가능하다.

17)(ⅰ)‘Pro’는 X유형의 지배핵에 의해 허가된다.

(ⅱ)‘Pro’는 X의 자질에 의해 식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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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주어의 경우에 INFL은 pro의 치를 식별하기 한 지배 핵이며

INFL의 일치자질이 pro의 내용을 식별한다.따라서 INFL은 pro주어의

지배 핵이며 선행사이다.이 이론에 따르면 수·인칭 일지 자질INFL은

‘pro’의 제조건이며,필수조건이다.

한편 명시 pps사용이 풍부하지 않은 INFL과 필연 으로 결부되는 것

은 아니다.형태 으로 일치자질이 풍부하지만 지시 주어의 탈락이 불

가능한 언어도 있기 때문이다.

풍부한 형태소의 동사활용을 갖지만 pps를 의무 으로 요구하는 언어

들의 를 보자. 토로망어는 풍부한 동사 굴 사를 갖지만 pps를

의무 으로 요구한다.

《표2》 토로망어 두 언어의 ‘노래하다’동사활용표(Kaiser,2009)

sursilvan vallader

1sg jeu contel eu chant -

2sg ti contas tu chant ast

3sg el,ella conta el,ella chanta

1pl nus cantein nus/no chantain

2pl vus canteis vus/vo chantaivat/ais

3pl els,ellas contan els,ellas chantan

《표2》에서 보듯이 토로망스어에 속하는 두 언어의 6개 수·인칭에

서 형태·음성 으로 동사활용 사가 구분된다.

아이슬란드어는 의미역주어를 의무 으로 부과하며 허사주어만 탈락

가능하다.

다음은 아이슬란드어의 ‘말하다’동사의 활용표이다.

18) 풍부한 일치 자질 뿐만 아니라 지배 한 식별을 한 필요조건이다.

(Cardinaletti(1997,2004),Holmberg(2005),Sheehan(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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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 segi

2s,3s segir

1pl segjum

2pl segid

3pl segja

《표3》 아이슬란드어 ‘말하다’동사활용 (Platzack,1981)

《표3》은 의미역 주어를 부과하는 아이슬란드어가 2,3인칭 단수를 제

외하고 5개 인칭의 일치 자질을 구분하는 것을 보여 다.

의 들을 토 로,동사 일치의 형태 풍부함만으로는 주어 언어

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랑스어 pps를 동사활

용 사로 악한다면, 랑스어는 주어가 탈락된 주어 언어이다.다음

장에서는 랑스어가 주어 언어일 가능성을 pro-drop어의 매개

변인을 통해 검토해 보자.

1.2.4pro-drop어 매개변인

주어 상은 일반 으로 두 가지 주어 매개변인을 동반한다.

(ⅰ)주어 자유도치19): 주어의 표 속성으로 주어 언어인 스페

인어와 이탈리아어에서는 주어가 동사에 후치되어 나타날 수 있다.

14)a.ÈarrivatoGianni(Italian)

b.*EstarrivéJean(French)

c.*HasarrivedJohn(English)(Roberts,2007)

19)Brandin과 Cordin(1989),Rizzi(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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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의 에서 보듯이 14b,c)의 랑스어와 어에서는 주어가 자유롭

게 동사에 후치되지 못하는 반면 14a)의 이탈리아어는 주어 언어로 주

어가 도치될 수 있다.

(ⅱ)wh-이동 :Permutter(1971)에 따르면 주어 언어가 아닌 언어의

정형 주어는 보문소가 있는 경우 wh-이동을 할 수 없다.

15)a.*Whodidyousaythat___wrotethisbook?

b.Chihaidettoche___hascrittoquestolibro?

15a)문장의 어는 주어 언어가 아니다.따라서 보문소 that이 있는

경우에 wh부사인 who를 문장의 맨 앞자리로 추출하지 못한다.한편

15b)의 주어 언어인 이탈리아어는 wh부사인 chi(who)를 문장의 앞으

로 추출할 수 있다.

이탈리아 북부 방언은 주어 어를 의무 으로 표지하지만 주어 어

를 수·인칭 일치표지로 악하며,이 언어를 주어 언어로 간주된다.이

탈리아 북부방언에서는 주어 언어의 매개변인인 자유도치 주어의

추출이 가능한 반면 랑스어의 경우 의문사와 몇 가지 V2잔존 구조를

제외하면 자유도치와 wh-이동이 불가능하다.

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랑스어 pps는 어로서 음성 ,통사

자율성이 부족하며 NP주어와 구분되는 통사 행태를 보인다.한편 pps사

용이 손실된 동사활용을 제로 하지 않음을 살펴 으로써,우리는 pps

사용과 동사 일치자질이 필연 이지 않음을 확인하 으며, 주어 언어

의 매개변인을 토 로 랑스어가 주어 언어가 아님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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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찰을 통해 우리는 랑스어가 주어가 탈락된 주어 언어가

아닌 명시 주어를 의무 으로 부과하는 언어라고 결론 내린다.따라서

랑스어 pps는 주어로서 악되며 VP의 구성성분인 일치 표지로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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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칭 고 랑스어 세 랑스어 랑스어

1sg je,jo,jou,gié chant [ø] je chant [ə] je chant [ø]

2sg tu chant es tu chant [ə] tu chant [ø]

3sg il/ele chant e(t) il/elle chant [ə] il/elle chant [ø]

1pl nos chant ons nous chant [õ] nous chant [õ]

Ⅱ.PPS용법변화에 한 기존 연구

2.1 통 설명

고 랑스어와 랑스어는 pps용법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고

랑스어에서는 일반 으로 pps가 탈락된다.

16)Sifirent grantjoielanuit

somade(they)greatjoythatnight

(RobertdeClariⅫ;Adams1987)

16)의 고 랑스어 문장에서는 3인칭 복수 동사활용 사 ‘ent’가 주

어를 식별하여 주어가 생략된다.다수의 연구자들은 생략된 주어의 치

를 동사에 후치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랑스어는 pps의 의무 사용을 요구한다.이러한 차이

에 한 설명 가장 일반 으로 수용되는 통 설명은 동사 굴

사의 음가가 약화되어 그 체수단으로 명시 pps가 사용되게 되었다

는 것이다.다음은 고 , 세, 랑스어 동사활용 사의 음성

변화를 보여주기 해 Kaiser(2009)가 제시한 표이다.

《표4》 랑스어 재 직설법 활용 변화표 (Kaiser,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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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pl vos chant ez vous chant [e] vous chant [e]

3pl il/eles chant ent ils/elles chant [ə] ils/elles chant [ø]

《표4》는 고 랑스어 시기에 6개의 수·인칭에서 구분되던 동사

활용 사가 세 랑스어 시기를 거쳐 에 와서 1·2인칭 복수형을

제외하고 인칭 간의 변별력을 손실한 것을 보여 다.

pps용법 변화에 한 통 설명은,고 랑스어 시기에는 풍부한

동사활용 사의 변별력으로 인해 음성 으로 생략되어 나타나던 pps가

동사활용 사의 변별력이 시기를 거쳐 약화된 뒤로는 pps가 의무 인

것이 되었다는 설명이다.

다음으로 통 입장의 설명으로 동사활용 사의 변별자질의 약화와

함께 V2손실,어순의 변화로 pps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통 입장을

검토해보자.

2.1.1어말음 손실 :Foulet(1935)

주어 명사를 연구한 표 학자로 Foulet(1935,1936)가 있다.그는

13세기 에 쓰인 산문인 『Chronique』와 『GraaldeQuestedelsain

t』을 분석하여 이 작품들에서 화용 의도를 배제한 pps용법을 확인한

다.

Foulet(1935)는 12세기에 이미 pps가 특별한 의도와 목 없이 통용되

었다고 한다.그는 라틴어에서 생된 이탈리아어와 스페인어에서는 라

틴어에서와 마찬가지로 pps탈락이 가능한 반면 랑스어에서는 pp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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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랑스어 동사활용 사의 음가

약화에서 찾는다.동사활용 사가 지시하던 수·인칭을 지시하기 해

요청된 체수단이 pps라는 것이다20).

《표5》 로망어 동사활용표 (Foulet,1935)

라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랑스어

amo compro lodo aime

amas compras lodi aimes

amat compra loda aime

amamus compramos lodiamo aimons

amatis compais lodate aimez

amant compran lodano aiment

의 《표5》에서 보듯이 라틴어와 스페인어,이탈리아어는 6개의 수·

인칭별로 동사 어미가 구분되지만, 랑스어는 표기상으로 1·3인칭의 단

수가 동일하며 발음상으로는 1·2·3인칭 단수,3인칭 복수가 동일하다.

Foulet(1935)는 랑스어의 동사활용이 의 형태를 갖추기까지 어

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살핀다.그에 따르면 랑스어의 다수를 차지하는

1군 동사를 심으로,동사활용은 다음과 같은 변화 과정을 거쳤다.

먼 Foulet(1935)가 밝힌 12세기의 1군 동사활용의 특징이다.

20)Ilestpournousdésormaisassuréque,danslalanugeparléeduⅫe,les

pronomsje,tu,elle,nous,vous,il,ellessontemployéscourammentendehors

de toute intention et uniquement pour marquer la personne du verbe.

(Foulet1935)‘12세기 구어에서 명사 je,tu,elle,nous,vous,il,elles은 빈번하

게 의도를 제외하고 오로지 동사의 인칭을 표지하기 해 사용되었음을 확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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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12세기의 활용에서는 1인칭 단수형태가 어말음 e를 갖지 않는다.

(e.g.chant,aim)

ⅱ.2인칭 단수는 s어말음을 가진다(e.g.chantes,aimes).

ⅲ.3인칭 복수는 nt로 끝난다(e.g.chantent,aiment)

ⅳ.12세기 부터 3인칭 단수의 활용 사에서 ‘t’가 사라지기 시작한

다.

다시 말해,12세기의 동사활용 형태는 일인칭 단수에 ‘e’가 없다는 사

실을 제외하면 의 동사활용 형태와 동일하다. 랑스어와 12세

기 랑스어의 차이로는 고 랑스어에서는 발음되던 것들이

랑스어에서는 발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랑스어에서

는 2인칭 단수의 ‘s’와 3인칭 복수의 ‘nt’가 발음되지 않으며,연음될 때

에만 분 된다.

다음으로 Foulet(1935)가 제시한 일군동사활용의 변화과정이다.

ⅰ.1인칭 단수의 ‘e’가 처음 사용된 시기는 불분명하지만 13세기 문

헌21)에서 일인칭 단수의 ‘e’가 발견된다. 개 구어에서 변화가 시

작되는 것을 감안하면,12세기 회화에서 이미 일인칭 단수에 ‘e’가

통용되었을 것으로 단된다.

ⅱ.‘e’무음화가 되며 동시에 3인칭 단수의 ‘t’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일인칭 단수에 ‘e’가 사용되며 삼인칭 단수에 ‘t’가 발음되지 않아

두 인칭의 발음이 동일해진다.

ⅲ.2인칭 단수의 재 직설법의 경우 ‘s’는 14세기의 자료인 “Miracles

deNotreDame(GautierdeCoincy)”에서 생략된 것을 통해 13세기

21)L’Escoufle,GuillaumedeDole(JeanRen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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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무음화되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Foulet는 고 랑스가 유지

하던 격체계의 곡용이 약화된 이유를 굴 어미 ‘s’음의 탈락에서 찾

고 있으며.12세기부터 동사 굴 의 ‘s’음이 음가를 잃기 시작한 것

으로 악한다.그는 격의 곡용 굴 사의 ‘s’음가와 동사활용 굴

의 2인칭 ‘s’음의 상실사이에 상 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ⅳ.3인칭 복수의 경우 ‘t’음은 ‘s’음보다는 더 오래 지속되었지만 16세

기 구어에서는 완 히 무음화되었으며,그 이 부터도 ‘t’음가의 무

음화는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Foulet(1935)에 따르면 pps는 기본 으로 항상 동사 앞에 나오지만,도

치되는 경우에는 동사의 뒤에 나온다. 한 pps는 고유의 강세를 갖지

않으며,무강세 pps는 단순히 동사활용 사의 값만을 갖는다고 한다22).

2.1.2SV어순 :Franzén(1939)

Franzén(1939)은 Foulet(1935,19366)의 연구에 몇 가지 문제 을 지

하며 Foulet를 비롯한 기존의 설명과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Franzén은 동사활용의 어말음 손실로 인해 pps가 의무 으로 사용되

었다면 동사의 형태에 따라 pps의 사용빈도수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제로 12세기 소설 『Cligès』에서 동사 형태에 따른 pps사용빈도수를

조사했다.Franzén은 코퍼스 연구 결과를 토 로 pps의 용법은 동사 형

태가 아닌 문장의 통사 구조,즉 에서의 구성성분 어순에 따라 결정된

22)pronom sujetatone quin’uara de valeuralors que celle d’une simple

désinence......‘약세 명사 주어는 단순히 어미의 값만을 가진다.’Foulet(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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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결론 내린다.

Franzén(1939)은 Foulet(1935)가 제시한 동사 어미의 변화 과정에

해 이의를 제기한다.먼 ,Franzén에 따르면 2인칭 단수의 ‘-s’탈락을

Foulet가 제시한 바와 같이 곡용의 s음이 사라진 것으로부터 2인칭 단수

의 ‘s’음이 사라진 것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그는 한 Foulet가 3인칭

의 ‘–t’의 음가 손실 시기를 추정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t’는 더 이

른 시기에 사라진 것으로 본다.더불어 Franzén은 1인칭과 3인칭은 문맥

에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동사 어미의 음성 동일성이 pps사용에 큰

향을 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Franzén은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Foulet가 제안한 내용이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Franzén(1939)은 pps의 사용이 고 랑스어의 동사변화 어말음 약화

에 의해 유인된 것으로 단하기 어려운 이유를 다음과 같은 들을 통

해 제시하고 있다.

먼 mais,que,car로 도입되는 부분의 정문에서 보어가 강세를

갖지 않을 때 pps는 명시 이다.반면 부정문의 경우 pps는 탈락되기도

한다.13세기부터 pps는 거의 생략되지 않는다.이러한 들은 동사활용

의 어말음 약화로는 명시 pps의 사용을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 다.

한 pps는 직 담화에서 삽입 에 규칙 으로 나타난다.

17)E!Deus,distil,siforzpechiezm’apresset!...,

(Alexis59;Franzén,1939)

17)에서 보듯이 Alexis의 시 에 pps의 사용은 삽입 에서 의무 이었

다. Franzén(1939)은 dit,fait동사의 3인칭 단수 인칭의 활용어미가 먼

약화되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해 의 구조에서 인칭 지시는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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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지 않다고 일축한다.

마지막으로 pps는 가장 빈번하게 동사 앞에 사용된다.이러한 어순은

특히 보어 에서 많이 발견된다.주 에서 주어가 명사구일 경우에 보어

+동사 어순이 우세한 반면,보어 에서는 pps+동사 어순이 다수를 차지

한다.

Franzén(1939)은 주 과 보어 에 따른 주어 명사와 동사의 어순에

심을 둔다.그는 13세기 산문인 『Chanson deRoland』,『Quatre

livresdesrois』 등의 자료에서 pps의 사용을 조사하여 보어 에서 보

어+동사 어순은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한다.그에 따르면 14세기 기의

『RomanduComted’Anjou』에서 주 의 pps삭제는 거의 인 인

특질로 변모하 다.

Franzén는 동사변화의 어말음 약화이 에 보어 에서 빈번하게 사용

된 pps사용이 주 에서도 하나의 경향이 된다고 주장한다.그는 그 이

후에 동사 어말음 약화는 주어 명사+동사 구조의 일반화를 진한 것

으로 본다.

2.1.3V2리듬 체계 :Wartburg(1934,1963)

고 랑스어에서는 V2구문의 사용이 높은 빈도를 보인다.

Wartburg(1934)는 pps사용을 V2리듬체계에 의한 결과로 본다.그는 V2

제약을 수하기 해 강세를 지녔던 pps가 문장의 앞자리에 빈번하게

사용되었다고 본다. 한,그에 따르면 1400년경에 동사활용의 어말음이

탈락되어 동사의 4가지 형태의 발음이 동일해지면서 pps의 사용은 일반

인 것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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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tburg(1963)에 따르면 일치자질을 표지하기 해 이탈리아어는 직

설법 재 동사의 미사 –o,-i,-a등을 활용하는 한편, 랑스어는

je,tu,il등의 인칭 명사를 활용한다.

Wartburg(1963)는 Frazén(1939)을 바탕으로 Foulet(1935,1936)의 문제

들을 재고하며 다음의 사실들을 지 한다.Wartburg는 Foulet와 Frazén

이 고 랑스어의 해석을 랑스어의 에서 하 고,리듬규칙

에 의거해서 구 들을 조하는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부분의 문헌에

서 문맥과 분리된 문들만을 심으로 검토하 음을 지 한다.

Wartburg(1963)는 Froissart의 연 기(14세기)를 발췌해 pps사용에

한 규칙을 제시한다.

a.pps가 사용되는 경우

ⅰ.강조가 주어질 때

ⅱ.문장의 첫 요소

ⅲ.문장이 등 속사나 계사(eg.et,car,mais)로 시작하며 주어가

앞 문장의 주어와 동일하지 않을 때

ⅳ.que,comment혹은 형용사+명사 혹은 의문 명사로 문장이 도입

되는 직 ,간 의문문

ⅴ.que,dont,àqui의 계 에서

ⅵ.종속 속사 que뒤에서

ⅶ.que와 함께 구성된 속사 뒤에서

ⅷ.que로 도입되는 비교문에서

ⅸ.quant으로 시작할 때

ⅹ.se(si)으로 시작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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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s가 사용되지 않는 경우

ⅰ.et,mais뒤의 주어가 앞의 문장과 동일할 때

ⅱ.부사성분으로 문장이 도입될 때

ⅲ.문장이 si(et)로 시작할 때

Wartburg(1963)는 고 랑스어에서 pps의 사용과 V2리듬규칙과의

련성을 상기시킨다.그에 따르면 이러한 pps사용의 규칙성은 고

랑스어의 리듬규칙에 기반을 둔다.동사가 2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상,

즉 V2규칙을 수하기 해 고 랑스어의 문장은 정확한 리듬규칙을

따르며 동사는 문장의 둘째 치를 차지한다.V2제약을 수하기 해

도입된 첫 성분이 car,quant,que와 같이 첫 자리를 차지하기에 강세가

약한 성분일 때,pps가 문장의 리듬을 해 사용된다는 것이다.

18)a.quantvosestezfilzLacliroi

(quandvousêteslefisdeLacleroi)

(LamortleRoiArtu21;Wartburg,1963)

b.Sevoslimandiez

(Sivouslerappelez) (Erec1257;Wartburg,1963)

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Wartburg(1963)는 동사활용 사의 어말

음 손실이 pps의 의무 사용을 유인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그는 동사의 어말음 손실을 pps의 의무 사용의 근본 원인으로 제시

하지 않지만,pps는 단지 두사로서 일치표지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

며 강세형 명사를 새로운 명사로 본다.

Wartburg(1934,1963)는 pps의 용법은 V2리듬규칙과 한 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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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고 있으며,동사 어말음의 음가가 동일해진 상은 pps용법의 변화를

진하 다고 결론 내린다.

2.2생성문법의 매개변인 변화 설명

Chomsky(1981)에 따르면 하나의 매개변인이 언어를 구분되게 만든다.

그는 언어사용자의 경험의 차이가 문법의 매개변인을 다르게 수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새로운 언어사용 환경은 매개변인을 다르게 설정하여,

고정된 주요 문법으로부터 새로운 문법을 유도한다.

20세기 생성 문법론자들은 pps용법 변화를 매개변인원리와 언어습득

을 결부하여 설명한다.언어 습득은 언어사용을 허용하며,습득에서 발생

한 작은 차이로 인해 진 인 언어 변화가 유도된다.Lightfoot(1981)에

따르면 학습자의 문법은 언어 환경의 노출에 의해 발생하며 학습자의 언

어 환경은 부모세 와 다를 수 있다.

Adams(1987),Roberts(1993),Vance(1997)등은 한 세 “n”이 다음

세 “n+1”로 넘어가면서 매개변인들이 변화되어 언어의 변화가 유인된

다고 설명한다.그들은 pro-drop이 고 랑스어에서 세 랑스어로

오면서 과도기를 겪은 것에 하여 문장 어순변화 등의 매개변인 변화와

언어습득 환경의 변화에 주안 을 두어 설명한다.

2.2.1보어 SVO어순의 향 :Adams(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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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ams(1987)는 의무 pps사용을 V2제약과 련하여 어순을 심으

로 설명한다.Adams(1987)는 고 랑스어에서 보이는 게르만어의 속성

인 V2 상을 지 하며 pro-drop손실과의 상 계를 밝힌다.고

랑스어의 pps는 V2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강세를 지닌 성분이었다.

19)Tuesorricheetgesuipoproisié

(tuesmaintenantrichetjesuispauvre)

(LaCharroideNîmes8;Admas,1987)

19)의 에서 ppstu는 문장의 첫 성분이며,동사 es는 두 번째 성분

이다.ppstu는 동사가 두 번째 자리에 와야 하는 V2를 만족시킨다.

Adams에 따르면 고 랑스어는 로망스 자유도치가 아닌 어의 주

어 조동사 도치로,굴 된 동사 혹은 조동사만이 도치될 수 있는 게르만

도치를 주 에서 보인다.이러한 도치 구조는 VI23)SO어순을 결과로 한

다.

20)Quiastudoncaamée?

(Quiastudoncaimé?)(Eneas847;Adams1987)

20)은 고 랑스어 문장으로 게르만 도치 구조로 조동사 as가 주어

tu와 도치되었다.

Adams(1987)는 고 랑스어의 기 구조의 어순을 SVO로 악한

다.SVO는 보어 에서 일반 으로 나타나지만,주어가 V2를 만족시키기

해 사용된 경우 주 에서도 나타난다.그는 Chomsky(1986)에서 핵이

23)Verbinf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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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의 핵의 치로 이동하는 COMP구조를 토 로 고 랑스어

생을 기 의 SVO어순으로 본다.

다음은 Adams(1987)가 제시한 고 랑스어 V2제약을 가진 기

SVO어순의 수형도이다.

《그림 1》 고 랑스어의 V2기 구조 수형도 (Adams1987)

동사는 먼 굴 inflection을 획득하는 INFL으로 상승하며 굴 이 결

합된 VI는 COMP로 이동한다.V2를 만족시키기 해서는 독립된 구성

성분이 치된 동사에 선행해야 한다.고 랑스어에서 COMP의 SPEC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최 투사에 제약 없이 명사구NP,형용사구ADJP,

부사구ADVP, 치사구PP등이 올 수 있다.이러한 V2 생의 분석은 보

어 에서 V2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설명한다.

다음은 고 랑스어에서 보어 생을 나타내는 수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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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고 랑스어 보어 수형도 Adams(1987)

《그림2》는 보어 에서는 이미 COMP의 핵이 보문소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동사가 치되지 못하므로 V2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 다.이

러한 설명은 고 랑스어의 주 과 보어 에서 V2에 해 나타나는

비 칭 상을 설명한다.

《그림1》의 구조에서 SPEC에 부사구가 나타난다면 COMP의 핵이

비게 되며 VI가 그 자리로 이동한다.이러한 배열에서 주어가 나타나

거나 혹은 굴 된 동사VI를 명사구 주어가 따른다.

다음은 Adams(1987)가 제시한 고 랑스어 문으로 부사구가 문장

의 첫 성분으로 오며 V2를 만족시킨다.

21)a.[Adv[VI[proti...]]]

Pardesusseelerent unepierre...

on top fixed (they) a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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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duGraal;Adams,1987)

b.[Adv[VI[NPti...]]]

EtlorsseporpensèrentliGrieud’unmultgrantenging

AndthencontemplatedtheGreeksofaverygreatplan

(VillehardouinXLVII;Adams,1987)

21a,b)는 각각 부사구가 첫 성분이며 동사가 문장의 두 번째 성분으

로 오는 V2의 문장이다.그런데 21a)에서는는 ppsils이 탈락되는 반면,

22b)에서는 명사구 주어 liGrieu가 동사 seporpensèrent에 후치되어

나타난다.

보어 에서는 속사 혹은 보문소가 COMP의 핵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VI가 치되지 못한다.이러한 구조에서 pps는 일반 으로 생략

되지 않는다.

22)...[que[NPV...]]

...[que[illecuidoitbiengarir...]]

thathehim belivedwellrecovered

(LaMortleRoiArt21;Adams.1987)

22)에서 보듯이 문장은 보문소 que로 시작하고,동사 cuidoit는 치

되지 않으며,주어인 ppsil는 생략되지 않는다.

Adams(1987)에 따르면 고 랑스어에서 주어 구조를 가능하게 하

는 것은 VI 치와 V2이다.따라서 주어는 개 주 에서 나타나며,주

에서 VI 치와 V2가 발생한다.보어 에서는 VI 치와 V2가 발생하지

않으며 pps는 명시 으로 나타난다.그는 주어와 VI 치와 V2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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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계를 pro의 지배방향으로 설명한다.즉 INFL이 pro를 식별하기

해 한 방향으로 지배해야 한다.지배 방향은 매개변인으로,첫머리

headfirst언어에서 지배는 오른쪽으로 이루어진다.지배를 해 주어가

VP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동사가 주어의 왼쪽으로 이동한다. 랑스

어에서는,주어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로망스 도치를 하는 이탈리아어

와 스페인어와 달리,VI가 치되어 지배를 획득한다.

Adams(1987)는 Rizzi(1986)가 제안한 pro-drop이론을 수정한다.

다음은 Adams(1987)가 제시한 Pro-drop이론이다.

TheoryofPro-drop24)(Adams,1987)

a.Thepositionandcontentofpromustbeidentified.

(i)Thepositionofproisidentifiedbyagoverninghead.

(ⅱ)Thecontentofproisidentifiedby coindexation with the

properfeatures.

b.Governmentofpro(ai)mustbeinthecanonicaldirection.

이 이론에 따르면,주어가 pro인 경우에 INFL은 pro의 치를 식별하

는 핵이며,INFL의 자질(일치자질AGR)은 pro의 내용을 식별한다.따라

서 INFL은 지배자인 동시에 pro주어의 선행사이다.

Adams(1987)는 보어 뿐만 아니라 주 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SVO어

순이 V2구조에 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이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노

출된 주 의 SVO(V2)어순으로 인해 보어 의 SVO어순을 기본구조로

24)a.‘pro’의 치와 내용은 식별되어야 한다.

ⅰ.‘pro’의 치는 지배 핵에 의해 식별된다.

ⅱ.‘pro’의 내용은 고유 자질과 공지시되어 식별된다.

b.‘pro’은 한 방향으로 지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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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조화한다.

Adultgrammar성인문법 Leaner’sreanalysis학습자의 재해석

[S[VI[IPttO]]] -> [IPSVO]

pro-drop이론에 따르면 INFL은 pro를 인식하기 해 일정한 방향으로

지배되어야 한다.동사가 pro에 치 을 경우 pro지배 방향이 수되었

지만 어린이들이 재해석한 구조로 인해 VI 치가 손실되었으며,결과로

서 pro는 한 방향으로 지배되지 않게 된다.Adams(1987)는 랑스

어가 오류로 인한 구조화로 pro를 인식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VI 치

V2를 잃어 pro-drop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pro를 허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결론 내린다25).

2.2.2‘pro’인식 조건 변화 :Roberts(1993)

Roberts(1993)는 Adams(1987)와 마찬가지로 세 랑스어에서 요

한 변화로 V2구조(XSV)와 SVO 어순의 증가를 든다.그는 고 랑

스어 V2구조에서 pps의 생략이 빈번하다고 본다.

다음은 Roberts(1993)가 제시한 12,13세기 문헌의 이다.

23)a.Sichaïengrantpovreté

donctombé(Je)engrandpauvreté

(Perceval1;Roberts,1993)

25)V2언어만이 INFL을 COMP로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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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faitsenblantcons’eleplore

(maintenantsemble(elle)commesiellepleure)

(Tristan,1.;Roberts,1993)

23a,b)는 부사구 si,or가 문장의 첫 성분으로 강세를 가지며,동사

chaï,senblant은 두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V2구조이다.pps주어 Je,

elle은 생략되었다. Roberts(1993)에 따르면 주어는 기능 핵으로 상승

하는 동사에 의해 지배받아 허가된다.

24) ...V+Agri[pro[ti...

Roberts(1993)는 Agr에 의해 NP가 주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

pro가 Agr에 의해 허가된다고 주장한다.다시 말해서 주격은 일치에서

할당받지만 주어는 주격을 할당받을 수 있는 구조의 일부분에서만 인

식된다.

Roberts(1993)에 따르면 고 랑스어의 clause은 Agr1,Agr2의 두

층 에서 실 된다.

《그림3》 기 고 랑스어의 이 Agr구조 수형도 (Roberts,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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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는 Agr1에서 먼 굴 된 동사에 의해 허가되며,C에서 굴 된 동

사에 의해 허가된다.따라서 pro는 지배배열에서만 허가될 수 있다.

고 랑스어 기에는 pro가 동사 굴 에 의해 Agr1에서 허가 지만

후기에는 C에서 동사 굴 에 의해 허가된다.C°에 [Agr]가 있는 주

CP인지에 따라,일치 SpecAgr’에서 격을 부여받을지 혹은 지배에 의해

SpecAgr’에서 주격이 할당되는지 결정된다.

24)s’alavostrbontévousistmonpereprendregarde

sicontrevotrebonvouloirmonpèreprendregarde

(leRoiLeVairPalefroi;Adams,1988)

다음은 Roberts(1993)가 (24)문장이 두 개의 Agr에서 검받는 것을

보여주기 해 제시한 수형도이다.

《그림4》 기 고 랑스어 이 Agr 검 수형도 (Roberts,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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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형도에서 보듯이,명사구 주어 mon père는 굴 된 동사

Vousist의 Agr1‘에서 검받는다.

Roberts(1993)는 13세기에 동사활용형의 변별력이 크게 손실되어 pro

가 사라진 것이라는 Foulet(1935,1936)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랑

스어가 16세기까지 주어를 보인 것은 동사활용 사가 약화된 3세기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주어를 동사활용 사 약화로 설명하기는 힘들

다는 것이다.

Roberts(1993)에 따르면 Foulet(1935,1936)가 제안한 바와 같이 고

랑스어는 13세기에 풍부한 일치자질Agr을 잃기 때문에 더 이상 pro의

내용을 투사할 수 없으며 Agr1을 잃는다. 세 랑스어에서 pro는

Agr2에서 허가되며 차 으로 AgrP로 분석된다.

Roberts(1993)에 따르면 15세기에 주 이 더 이상 CP로 분석되지 않

는다.Roberts(1993)는 매개변인 변화를 유인한 요소로 습득이론인 최소

노력 략LeastEffortStrategy이론26)을 제안한다.그에 따르면 SVO구

조를 V2구조의 CP보다 AgrP로 분석했을 때 더 은 연쇄가 발생한다

는 것이다.LES에 의해 더 은 연쇄인 AgrP가 선호되는 것이다.

25)a.[CPNPi[C’V+Agrj[AgrPti[Agr’tj... =>

b.[AgrPNPi[Agr’V+Agr...

25)는 세 랑스 시기인 14세기에 발생한 변화로 SVO 이 CP에서

AgrP로 재해석되는 단계를 도식화 한 것이다.14세기에 발생한 SVO

의 재해석 결과로 문장의 첫 성분으로 주제와 부사구를 가진 V3어순이

26)LeastEffortStrategy

Representationsassignedtosentencesoftheinputtoacquisitionshouldbe

suchthattheycontainthesetoftheshortestpossiblechains(Roberts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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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진다.

Roberts(1993)는 pps용법의 변화를 습득과 매개변인 값의 변화와 결

부시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부모 세 의 기 매개변인을 다음의 세 가 다르게 상정하여 변화가

발생한다.pro가 후치에서 치로 분포가 변화한 것은 pro의 인식 조건

이 변화하 기 때문이다.AgrP로 분석되기 시작할 시기에 V2를 잃었지

만 XPVpro어순을 가진 주 에서 SpecAgr’자리에 pro가 가능했다.정형

동사의 치(Agr°)변화로 인해 pro의 치도 변화했다.습득원리인

LES로 인해 CP에서 AgrP로 평서문 주 이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가 V2

를 잃게 한다.16세기에 SVO어순이 격하게 증가되며 고정된다.SV

어순은 증하며 VS,NS어순은 감한다.

다음은 Roberts(1993)가 제시한 15,16세기의 어순별 사용 비율이다.

26) SV VS NS

15세기:48% 10% 42%

16세기:77% 3% 15%

26)에서 보듯이 15에서 16세기로 넘어가면서 SV 어순이 크게 증가하

며 NS어순이 특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고 랑스어에서는 SpecCOMP에 pro가 치하며 지배에 의해 식별

된다27).매개변인의 변화로 인해 세 랑스어에서 일치에 의해 pro가

식별가능하게 된다28).V2손실로 인한 주격할당 매개변인이 16세기에 변

27)[cpXP[c’C°+Agr°[AgrPpro...

carde mes membres ne me povoieencorbien aidier(CNN,Prologue)

(Roberts1993)

28) [AgrPpro[Agr’A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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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면서 SpecAgr’의 pro의 치에서 격이 할당될 수 없게 된다.결론

으로 pro식별의 매개변인 변화로 인해 주어를 더 이상 식별하지 못하

게 된다.

2.2.3‘pro’ 치 변화 :Vance(1997)

Vance(1997)는 고 랑스어에서 주격은 C°의 지배로 허가되며 주

SpecAgrP,SpecTP29)에서 인식된다고 한다. 세 랑스어에서는 CSV

구조가 증가하며 V2를 잃어 정형동사를 C°로 이동하지 못한다.Adams

와 마찬가지로 Vance는 고 랑스어에서 pro의 치는 V2 의 동사

뒤에서 가능하다고 한다.

Vance(1997)에 따르면 pro는 15세기에 주 에서 동사에 치되어 나

타나기 시작하며(VX),보어 에서 주어가 아닌 성분 XP가 동사를 선행

하던 구조가 주 에서 증가한다.이러한 SVX 은 AgrP로 분석한다.

pro는 SpecAgrP로 Agr°인 정형동사에 치된다. 세 랑스어에서 V2

제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CSV어순은 CVS와 공존한다.이것은 V2

의 화가 SpecIP의 부가에 의해 차 으로 체되는 것이다.

13세기의 화자-청자는 명시 pps가 필수 으로 도치되는 것으로부터

CV 의 pro도 도치된다고 상정한다.15세기에는 CV를 두 가지 기 구

조로 분석 가능하게 된다.즉 CproV 혹은 CVpro사이에 의미·통사 으

로 의 인 분석을 허용한다.CVS는 CSV에 의해 CVSp는 CSpV에 의

해 차 체된다.고 랑스어에서 CV는 CVpro에서 생된 것이지

만 세 랑스어에서는 CSV와 응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치된 pro

는 다른 구조에 확장되었다.pro는 주제화된 성분[+topic]자질을 Agr°에

29)시제 표시 조동사 시제 형태소가 핵인 시제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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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때만 허가된다.V2가 감소하면서 CV도 감소하 고 정형동사는 더

이상 [+topic]자질을 가지지 않는다.

2.3선호도 원리 설명

언어변화를 설명하는 원리로 선호도 원리는 언어사용자의 선호도에 따

라 변화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의사소통의 오류는 주어진 언어사

용 환경에서 발생하며 오류는 청자의 해석에 부담을 가 시킨다.언어

변화의 양상은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따른다.다시 말해서,

변화하는 한 의미가 두 형태를 가질 경우 화자가 오류를 가장 게 갖게

되는 것의 사용이 선호되어,사용의 빈도가 우세해지고 사용이 정착된다.

Kroch(1989)에 따르면 언어는 문맥에서 다른 문맥으로 진 으로 변

화한다.즉 새로운 형태는 먼 제한된 문맥에서 나타나지만 차 다른

문맥으로 퍼지며 넓게 수용된다.마찬가지로 주어진 사회 그룹은 새로운

형태를 사용하며 이 새로운 형태는 다른 사회 그룹에게 능동 으로나 수

동 으로 모방을 야기하며,다른 사회 그룹의 유추에 의해서 새로운 형

태는 퍼져나가게 된다.두 형태의 경쟁에서 존속하게 되는 형태는 사용

자의 선호도에 의해 결정된다.

2.3.1경쟁 계 가설 :Sprouse&Vance(1999)

Sprouse&Vance(1999)는 한 문법 사항option이 다른 것으로 체될 때

그 둘은 경쟁 계에 있다는 Kroch(1989)의 경쟁 계 가설에 따라 pps

용법의 진 변화를 설명한다.Kroch(1989)는 어 조동사 ‘do’가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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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유에 해 검토하며 통사변화에 해 설명한다.그에 따르면 do가

생겨난 원인은 화자가 처리과정의 복잡성complexity을 최소하고자 하는

화자의 노력에서 비롯한다.

Kroch(1989)가 제안한 다른 문장 분석(differentialparsingsuccess)은

경쟁하고 있는 두 형태 하나가 시간의 흐름을 통해 감소하는 것을 설

명해 다.이 분석을 통해 랑스어가 주어에서 명시 pps사용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이해 될 수 있다.

Kroch(1989)는 동일한 의미를 가진 A,B형태가 A는 90%,B는 10%로

사용된다고 가정한다.청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요소로 인해 A는 10%의

청자가 잘못 해석하는 반면,B는 100%로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바르게

해석된 비 은 A는 90%,B는 10%에서 각각 89%와 11%로 변한다.이

러한 오류 해석의 비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 으로 변화를 유인한

다는 것이다.

Kroch(1989)는 동일한 의미해석을 가질 경우에만 두 형태가 경쟁한다

고 간주한다.Sprouse&Vance는 pps와 pro가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

음을 보여 다.그들은 명시 형태는 주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해석되리라 상한다. 주어형태는 해석

의 실패로 인해 인지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결국 명시 형태가 우세

하게 된다.

이 가설의 반례로는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어 등 주어형태가 유지되는

언어들이 있는데 이탈리아어의 는 다음과 같다.Sprouse&Vance(1999)

에 따르면 이탈리아어의 명사는 이탈리아어의 주어와 동일한 지시속

성을 가지지 않으므로 둘은 경쟁 계에 있지 않다.

27)a.Ilprofessoreihaparlatodopocheluij/*ièarriv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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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rofessorhasspokenafterthathe isarrived

b.Ilprofessoreihaparlatodopoche[e[j/ièarrivato

theprofessorhasspokenafterthat(he)isarived

(Sprouse&Vance,1999)

27) 에서 lui는 이탈리아어에서 강세 명사에 해당하지만 pro는 약세

명사이다. 조 이거나 강조될 경우에 사용되는 lui는 더 높은 매듭에

있는 주어에 의해 결속되지 않지만,pro의 경우는 결속될 수 있다.이러

한 차이는 lui와 pro의 구분되는 지시속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Sprouse&Vance(1999)는 이탈리아어의 경우 주어형태와 pps는 동일

한 지시속성을 갖지 않기 때문에 경쟁 계를 갖지 않았다고 밝힌다.그

들은 세 랑스어의 pps는 주어와 동일한 문맥에서 사용되며 주

어와 동일한 지시 값을 갖는 것을 보여 다.

다음은 Sprouse&Vance(1999)가 제시한 주어와 pps가 동일한 문맥

에서 사용된 로 제시한 문장이다.

28)a.Oresquecestechoseestsipublieequenesepuetretourner

Now thatthis thing issopublishedthatNegReflcanreturn

(JehandeSaintré239,12;Vance&Sprouse1999)

b.don'tlajoyefuttantgrantparlavillequ’ellenesepourroit

of-whichthejoywassogreataroundthetwonthat-itNegcould

compter

count (JehandeSaintré160,5;Sprouse&Vance,1999)

의 세 랑스어 두 문장은 que보문소를 가진 보문 로 주어는

허사이다.28a)는 허사주어 ppsil이 생략된 반면 28b)에서는 허사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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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selle이 생략되지 않았다. 세 랑스어에서는 주어와 명시 형태

가 동일한 구조에서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다.다음은 명시 형태가

주어 형태와 비교해 어떤 강조도 갖지 않는 이다.

29)a.Ilidistquesonseeletsalettreiliadvouoit

Hesaidthathissealandhisletterheaffirmed

(JehandeSaintré148,17)

b.[e]ifirentsavoiraleursgensquela[e]iestoient

(they)madeknow totheirpeoplethatthere(they)were

(JehandeSaintré265,1)

29a)에서는 ppsil이 주 과 보어 에서 공지칭되며 명시 으로 사용

되는 반면,29b)에서는 ppse(ils)는 생략되어 나타난다.이때 명시 pps

에는 조나 강조가 없다.두 형태는 동일한 지시속성을 보인다.

DPM에 따르면 주어형태가 명시 주어에 비해서 더 많은 해석오

류를 야기한다. 주어의 경우 문장 해석의 실패의 빈도가 높다. 주어

는 pps에 비해 인지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Sprouse&Vance(1999)에

따르면 pps의 사용은 주어보다 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훨

씬 더 정확하게 해석된다.Sprouse&Vance(1999)는 청자와 화자가 높은

정확성으로 인해 pps의 사용을 선호하여 시간이 흐르면서 차 으로

주어가 사라졌을 것으로 본다.

2.3.2최 성 이론 :Lafond(2003)

Lafond(2003)는 약화되어 모호성이 증가한 동사 굴 요소의 체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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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pps가 사용되었다는 통 입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최 성 이

론의 범주 내에서 랑스어 pps용법의 변화를 연구한다.

Lafond(2003)에 따르면 인간 언어는 최 의 명확성과 동시에 최 의

경제성을 추구하며 모호성과 동시에 잉여성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두

목 사이에는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이와 같이,여러 표 화자의

문법과 청자의 해석에서 의성과 선호도에 의해 변화가 유인된다.

최 성 이론에 따르면 문법 체계 여러 후보자가 있는데 다른 것들

과 비교해 최 의 것이 우 에 놓이게 된다.최 성이론 범주 내에서

랑스어 주어가 손실되는데 어떤 계보 인 제약이 용되었는지 살펴보

자.

30)Hutoon(1996)이 제안한 가능한 변화의 유형

AlterationstotheconstraintHierarchy(Hutton1996:4)

a.Promotionofconstraints

b.Demotionofconstraints

c.Creationofnew dominancerelationsbetweenconstraints

(A,B->A≫B)

d.Dissolutionofdominancerelationsbetweenconstraints

(A≫B->A,b)

e.Alterationofdominancerelationsbetweenconstraints

(A≫b->B≫A)

Lafond(2003)은 3b)인 Tesar&Smolensky(2000)의 좌천제약 Constraint

demotion(CD)과 해석의 풍부함RobustInterpretiveParsing(RIP)을 통해

주어 용법 변화를 분석한다.RIP/CD 알고리즘은 후보자들 간에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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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반의 빈도를 토 로 경쟁 형태들을 비교해 최 의 것을 찾으며

반 빈도를 계층화해 후보자 간에 순 를 매긴다.이 알고리즘에 따르면

청자와 화자는 최 의 형태에 있어 서로 다른 순 를 가진다.청자와 화

자의 순 의 차이는 언어변화를 설명하는데 용될 수 있다.

31) 우선순 불일치

청자의 계층 :Constraint1»Constraint2»Constraint3

화자의 계층 :Constraint2»Constraint1»Constraint3

(Lafond,2003)

31)에서처럼 청자는 Constraint1을 우선 으로 생각하지만,화자는

Constraint2를 우선 으로 생각할 수 있다.이것을 pps와 주어 형태에

용한다면 화자는 주어 형태를 우선 으로 생각하지만 청자는 우선

으로 pps를 생각할 수 있다.즉,청자와 화자의 우선순 는 다를 수 있

는 것이다.

청자는 화자가 창출한 결과물,즉 발화된 내용을 토 로 문법을 구성

한다.이 과정에서 RobustInterpretiveParsing(RIP)가 화자의 발화문의

할당된 기 구조를 분석한다.여기서 붕푸함roubustness은 화자가 기

내용을 분석하는 능력을 지칭한다.표층 구조에서 실 되는 것과 기

구조 사이에 최 의 조화를 가지는 것이 처음으로 할당된다.청자는 다

음으로 최 의 결과에 반된 제약을 재의 내재하는 문법체계의 제약

과 비교한다.RIP/CD는 후보자 에서 의도된 발화문을 생산하는데 가

장 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 남는다.결론 으로 의도된 것에서 가장

은 반을 한 문법이 생성된다.

Lafond(2003)에 따르면 언어습득과 언어 사용이 언어변화에 요하다.



-49-

학습자는 언어 공동체의 문법과 상충되는 문법구조를 제할 수도 있다.

사용의 측면에서 화자는 경제성과 정확성을 취해 언술을 수정할 수도 있

다.청자는 화자가 의도한 로 해석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그에 따르

면 청자는 이러한 분석의 오류를 토 로 새로운 문법 체계를 생산한다.

《그림5》 언어변화의 오류 추론 모델(Andersen,1973;Lafond,2003)

《그림5》는 Andersen(1973)의 언어 변화 모델이다.Andersen는 화자

의 발화는 화자가 내재한 문법에 의해 결정되며 내재된 문법은 추론된

발화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Lafond(2003)는 화자의 문법과 청자의 측면에서 해석의 모호성과 선호

도의 차이로 변화가 발생한다고 본다.Lafond는 결과물과 인지된 것 사

이의 모호성으로 인해 명사가 선호되어 우세한 형태가 되며 주어 형

태는 약해진다고 결론 내린다.

Sprouse&Vance(1999)와 Lafond(2003)의 제안은 기존의 음성 층 와

통사 층 의 pps용법 변화 설명에서 결여된 부분을 보완하지만,언어

변화의 보편 에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30).

Sprouse&Vance(1999)가 제안한 설명을 살펴보면,언어 사용자는 언어

사용의 경제성을 추구하므로 잉여 정보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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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에서 문맥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어 일치 표지 없이 주어가 생략되는

언어가 존재한다31).고 랑스어는 풍부한 일치 표지의 변별력으로 주

어 해석을 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pps의 해석의 높은 정

확성과 주어의 해석의 실패가 pps용법 변화의 유일한 원인이 될 수

없다.Lafond(2003)설명만으로는 주어가 언어에서도 잔존하는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를 설명하지 못한다.

31)한국어, 국어,일본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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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언어변화 양상을 통한 PPS기능 재해석

Langacker(1977)에 따르면 동일한 유형의 언어변화는 여러 요소에

의해 유인될 수 있다.언어변화는 문법 ,심리 ,사회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야기 될 수 있으며 두 가지 혹은,이상의 요소가 동시에 한

변화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고 랑스어의 주어가 랑스어

명시 용법으로 변화한데에도 한 가지 원인이 아닌 복합 으로 개입하

는 여러 원인이 있다.

Vance&Sprouse와 Lafond(2003)의 제안에 설득력을 높이기 해서 이

번 장에서 pps의 의무 용법을 고정화시킨 원인을 보편 언어변화의

양상을 통해 살펴보자.

3.1언어단순화

언어변화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언어 습득에 을 맞추고 있다.

언어 습득은 언어사용을 하도록 허용하며,습득에서 발생한 세 간의

작은 차이들이 진 인 언어변화를 유도한다.

Lightfoot(1979)은 학습자가 언어를 학습 할 때 주어진 자료와 일 된

가장 단순한 문법을 취한다고 한다.만약 요구하는 데이터보다 문법 형

태가 더 복잡하며 불확실하다면 학습자는 더 단순한 문법을 해 결과물

을 수정한다.

Halle(1962)은 언어 변화를 야기하는 원천은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문

법에 경미한 추가를 하는 것에 있다고 본다.그에 따르면 어른들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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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문법을 재해석,재구조화하거나 최

의 문법을 구성하지 못하지만,어린이들은 최 화되지 않은 어른들의 문

법을 배우며 그들에게 노출된 자료에서 가장 단순한 문법을 만들어 내재

화한다.Pintzuketal.(2000)은 학습자는 문법의 계산 부담을 감소하고

자 언어학습의 단순화를 지향한다고 주장하 다.

의 입장을 따르면,어린이를 포함한 학습자와 사용자들은 언어처리

부담을 이기 해 문법체계를 더 단순하게 하고자 하는 무의식 인

노력을 하며,이것이 언어 변화를 유인하는 원동력이 된다.

3.1.1효율성 원리

화자가 언어를 더 효율 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언어를 작거나

크게 변동시킨다.다음으로 언어의 효율 사용을 해 제되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의 단순화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Hawkins(2003)은 언어의 복

잡성과 효율성32)에 한 3가지 이론을 제시한다.그가 제시한 이론

련된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PERFORMANCE-GRAMMARCORRESPONDENCE

HYPOTHESIS33)

32)Hwakins(2003)에 따르면 복잡성의 기 은 언어의 문법과 구조에 기반을 두어

정의된다.효율성의 요 성분은 일반 으로 구조와 문법의 단순화를 포함하지만

효율성은 때때로 복잡성을 유발하기도 한다.한 측면에서 효율성을 가지면 다른

측면에서 비효율 일 것이며 유사하게 단순성은 다른 측면에서 복잡성을 가질

것이다.

33) 수행-문법 일치 가설

문법은 수행에서 선호되는 비율의 정도에 의해 습화되며,이것은 사용빈도와



-53-

Grammarshaveconventionalized syntacticstructuresin proportion to

theirdegreeofpreferenceinperformance,asevidencedbyfrequencyof

useandeaseofprocessing.

이 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의 언어수행에서 쉽고 동시에 선호되는 구조

가 문법 으로 구조화 된다는 내용이다.Newmeyer(2005)에 따르면 선호

도는 효율성을 반 한다.화자는 구조 복잡성을 축소하며 효율성을 증

가시키려고 한다34).이러한 화자의 노력과 련하여 Hawkins(2003)가

제시한 다음의 이론을 보도록 하자.

(2)MINIMIZEFORMS35)

Thehumanprocessorpreferstominimizetheformalcomplexityofeach

linguisticform F (itsphoneme,morpheme,wordorphrasalunits)and

thenumberofformswithuniqueconventionalizedpropertyassignments,

therebyexpandingthecompatibilityofFwithalargersetofproperties

{P}.These minimizationsapplyinproportiontotheeasewithwhicha

givenP1canbeassignedinprocessingtoaformallyreducedF with

expandedpropertycompatibilities.

Hwakins(2003)에 따르면 언어 형태는 노력을 요구한다.이 이론에서,

형태 혹은 구조에서 형식 단 를 축소하며 형태를 최소화 하면 언어

사용이나 주어진 문장에서 언어사용자가 처리해야할 형식단 수가 어

처리의 용이함에 기반을 둔다.

34)Newmeyer(2005)는 언어처리의 용이성에 한 선호도를 언어심리학과 코퍼스로

증명하 다.

35)형태 최소화

언어 사용자는 각각의 언어형태의 형식 복잡성(음소,형태소,단어, 단 )을

최소화하고자 하며,하나의 습 으로 할당된 속성을 가진 여러 형태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따라서 여러 속성을 가진 형태의 양립가능성이 확장된다.이러한 최

소화는 확 된 양립 가능한 속성과 함께 축소된 형태의 처리에 의해 할당될 수

있는 주어진 P1과 용이함의 정도에 따라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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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노력이 최소화된다.

Hawkins(2009)에서 의사소통은 의도된 메시지가 상 방에게 빠른 시

간dksdp최소한의 처리노력을 통해 달될 때 효과 이다.그에 따르면

효율성으로 인해 언어 수행에서 축소된 형태가 선호되어 더 높은 빈도로

사용되며 그 응 인 더 복잡한 형태는 더 낮은 빈도로 사용된다.

Hawkins(2004)는 문법화를 문법 요소를 더 효율 으로 처리하는 과정

이라고 정의한다.이러한 을 바탕으로 고 랑스어의 주어가

의 용법을 가지게 된 과정도 언어의 효율성을 높이기 한 변화의 과

정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3.1.2투명성 원리:의미·형태 일치 원리

Lightfoot(1979)이 제시한 투명성 원리transparencyprinciple에 따르

면 표층구조는 기 구조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최 한 간단하게 생되

도록 요구된다.이를 해 언어들은 형태와 의미 단 사이에 일 일

응을 지향한다.투명성원리에서처럼 의미와 형태가 일 일 응 계를

지향하여 변화된다면 언어의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

Langacker(1977)에 따르면 투명성은 언어 기호에 이상 이며 최 의

원리이다.모든 표층 단 가 의미 기능과 연결되면 인식 가능한 내용

이 최 화된다.따라서 언어들은 형태와 의미가 일 일로 응되려는 경

향을 가진다.명확한 의미 혹은 통사기능을 갖지 않는 형태소가 손실된

사실은 이러한 경향을 증명해 보인다.

언어의 형태와 의미가 일치될 때 해당 언어의 처리processe가 더 쉽다

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이 있다.회생 명사resumptivepronoun36)의 습득

36)회생 명사는 계사 의 경우 계사와 조응 계를 상정해 반복하지 않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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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어처리의 용이함을 추론한 논의를 살펴보자.

모국어가 회생 명사를 갖지 않을 때도 학습의 상 언어에서 사용하

는 로 Pérez-Leroux(1995)가 모국어로 랑스어와 어를 습득하는

어린이의 언어에서 발견한 회생 명사 사용의 가 있다.

Matthews&Yip(1994)이 연구한 둥어 화자 어린이들도 학습언어에서

회생 명사를 사용한다.이러한 결과는 회생 명사 사용이 언어를 더 단

순하고 쉽게 만들기 때문에 학습자와 어린이 언어에서 나타난다.

회생 명사를 사용한 문장이 더 많은 단어수를 포함하기 때문에 회생

명사를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더 복잡한 것 같지만,의미측면에서 더

단순하다.동사는 주어와 목 어를 선택하는데 회생 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종속 에는 목 어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회생 명사를 사용한

문장이 의미-형태 일치 에서 더 단순한 것이다.

결론 으로 동일한 의미 달을 해 더 많은 단어가 사용되더라도 의

미와 형태가 일치하는 것이 더 쉽고 단순하다.이러한 에서 랑스

어의 pps가 의미를 가진다면 생략되지 않고 음성 으로 실 되었을 때

언어사용자와 학습자에게 있어 언어 인지처리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 된다.

3.2통합 체계에서 분석 체계로의 교체

Hawkins(2003)와 Lightfoot(1979)의 이론은 인도유럽어의 언어변화 방

향과 일치한다.일반 으로 인도유럽어의 경우,통합 체계synthetic에

서 분석 체계analytic로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Schlegel(1846)은 라틴

어에서 생된 언어 어의 기원은 통합 이지만,그 언어들은 분석

하지만 그것을 다시 반복해 사용하는 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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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강하게 지향하는 분석 문법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Lakoff(1971)는 인도유럽어의 많은 변화는 분석 인 표층구조의 생산을

포함한다고 한다.그에 따르면 형태 으로 통합된 형태보다 독립 으로

분 된 표층구조를 구성하는 규칙이 선호되어 가능한 곳에 분 된 새로

운 형태를 갖는다.

통합 체계와 분석 체계에 한 Anderson(1992)의 정의를 따르면

통합 체계는 여러 문법 정보의 표지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는 체계이

며,분석 체계는 하나의 문법정보가 독립된 문법 표지로 나타나는 체

계이다.그가 제시한 분석 표지는 기능어로 등 속사,한정사, 명

사, 치사,조동사,부정사 등이 있다.통합 표지로는 동사,명사,형용

사의 굴 사 등이 있다.

Humboldt(1836) Szmrecsanyi(2009)는 분석 형태는 이해의 복잡

성을 축소하며 명확성과 투명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통합 언어는 화자

의 결과물의 경제성과 표 력을 증가시킨다고 한다.분석 형태에 비해

통합 형태는 더 압축 이고 경제 이다.분석 형태는 두 가지 이상

의 의미가 하나의 형태에 담겨 있는 통합 형태를 체하며 여러 성분

으로 해체되었다37).분석 형태는 통합 형태보다 언어사용자와 언어

학습자에게 있어 단순화된 형태로 효율성이 높다.언어의 복잡성을 여

주는 단순화의 노력으로 인해 인도유럽어에서 많은 경우의 분석 형태가

고정 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38).

37)이러한 변화의 로 어의 태와 시제는 동사의 형태소로 구분되었지만 범주의

변화를 겪으면서 조동사가 되며 통사 으로 구분된다.로망어 어의 경우 격

은 어순과 치사로 체된다.

38)Szmrecsanyi(2009)의 코퍼스 분석에 따르면 구어 텍스트가 문어에 비해 월등

히 분석 이다.이를 통해문어가 구어에 비해 더 통합 인 것이 확인된다.언어의

변화에서 더 진 인 지 를 가지는 것은 구어로써,문어에 비해 더 짧은 처리

시간을 필요로 하 기에 문어와 비교해 언어의 효율성과 단순화가 더 많이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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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인도유럽어의 분석 체계 변화

인도유럽어에서는 통합 체계에서 분석 체계로 변화한 다수의 가

있다.그 표 인 가 동사의 시제 태의 표지 방식의 변화이다.

부분의 기 로망어 어의 경우 태와 시제는 형태소인 동사 사로

구분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통사 으로 구분된 형태인 조동사가 태와

시제를 구분한다.

다른 로 로망어 어의 경우 격은 어순과 치사로 체된다.

컨 5세기부터 라틴어의 여격 amico는 adillu(m)amicu(m)분석 여

격으로 체된다.이 형태는 단어를 세 요소로 분해한다.한 요소는 의미

를 표 하며 다른 한 요소는 명사가 가질 수 있는 다른 인칭들과의 립

을 규정하며 제 3의 요소는 문장 내에서 다른 요소와의 계를 나타낸

다.이와 동일한 경향에 따라 치사나 굴 어미가 구별 없이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가 발생한다.

라틴어 비교체계는 굴 통합 특징을 지니고 있었으며(eg.fortis,

fortior,fortisssimus),모음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분석 형태의 비교

(magis,maxime)이 주로 사용되었다.로마제국 말기의 라틴어로 갈수록

새로운 비교 이 더 흔하게 사용되었다.

두 가지 의미가 하나의 형태에 담겨 있던 통합 형태를 분석 형태가

체함에 따라 통합 형태는 여러 성분으로 해체되었다.해체된 분석

형태가 통합 체계보다 언어사용자와 학습자에게 있어 언어의 복잡성을

여주어,분석 형태가 빈번하게 사용되어 문법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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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분석 체계의 PPS

Posner(1997)에 따르면 랑스어는 굴 요소에 의해 문장기능을 부여

하던 통합체계에서 각각의 의미를 가진 자율 인 어휘를 갖는 분석 체

계로 변화했다.이러한 변화는 언어를 단순화하고 언어의 효율성을 높이

고자 하는 언어학습자와 사용자의 노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랑스어 pps의 용법 변화도 이러한 경향에 따른 상으로 볼 수 있

다.동사의 미사로 인칭과 수가 표지 되어 하나의 동사형태가 주어와

동사의 의미 기능을 달하던 것이 각각의 의미 기능을 담는 형태의 어

휘로 분화된 분석 체계로 변화하 다고 보인다.

주어와 굴 을 통해 격표지를 하는 라틴어와 명시 PPS를 사용하는

랑스어의 문장을 비교해보자.

32)a.Credodeosesse(latin)

b.Jecroisqu’ilexistedesdieux(français)

의 문은 ‘나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라는 동일한 의미를 달하

는 라틴어와 랑스어의 문장이다.라틴어는 3개의 어휘로 이루어진 반

면 랑스어는 7개의 어휘로 구성되었다.단순히 보았을 때 라틴어의 문

장이 3개의 어휘로 동일한 정보를 달하기 때문에 언어의 효율성이 더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그러나 라틴어는 굴 을 통한 통합 체계의 언

어로 언어의 경제성은 높지만 문장의 의미를 악하기 해 어휘의 범주

를 악해야한다.동사의 경우 사로 시제,태를 악해야 하며 동사의

형태로 주어를 악해야하므로 훨씬 더 큰 노력이 요구된다.

랑스어와 라틴어의 차이를 더 잘 보기 해 랑스어의 croire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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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ifprésent indicatifimparfait indicatiffutursimple

jecrois

tucrois

il/ellecroit

nouscroyons

vouscroyez

ils/ellescroient

jecroyais

tucroyais

il/ellecroyait

nouscroyions

vouscroyiez

ils/ellescroyaient

jecroirai

tucroiras

il/ellecroira

nouscroirons

vouscroirez

ils/ellescroiront

indicatifpassécomposé indicatifplus-que-parfait indicatiffuturantérieur

j'aicru

tuascru

il/elleacru

nousavonscru

vousavezcru

ils/ellesontcru

j'avaiscru

tuavaiscru

il/elleavaitcru

nousavionscru

vousaviezcru

ils/ellesavaientcru

j'auraicru

tuaurascru

il/elleauracru

nousauronscru

vousaurezcru

ils/ellesaurontcru

Indicatifprésent Indicatifimparfait Indicatiffutursimple

crdō

crdis

crdit

crdimus

crditis

crdunt

crdbam

crdbs

crdbat

crdbmus

crdbtis

crdbant

crdam

crds

crdet

crdmus

crdtis

crdent

Indicatifparfait Indicatifplus-que-parfait Indicatiffuturantérieur

crdid

crdidist

crdidit

crdidimus

crdidistis

crdidrunt

crdideram

crdiders

crdiderat

crdidermus

crdidertis

crdiderant

crdiderō

crdideris

crdiderit

crdiderimus

crdideritis

crdiderint

틴어 동사 credere의 동사활용 표를 보도록 하자.

《표6》 랑스어 croire동사활용표

《표7》라틴어 crdre동사활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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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7》에서 먼 에 띄는 것은 랑스어의 경우 3개의 시제에는

조동사 avoir가 규칙 으로 사용되며 동일한 분사가 6개의 인칭에 사용

된다는 것이다.라틴어의 경우 모든 시제가 6개 인칭별로 모두 다르며,

시제 별로 동일한 인칭의 경우에 동사 어미가 하나의 음소를 제외하고

흡사한 경우가 많다.라틴어 동사는 시제와 수·인칭 별로 략 200개의

형태소에 의해 구분되는 복잡성을 보인다.이러한 라틴어의 체계는 화자

와 청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소지가 많다.화자 청자가 동사활용을 무

의식 으로 습득을 하더라도 언어 수행을 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32) 에서 단어의 수는 랑스어가 하게 많아 경제성 측면에서는

부족하지만.문장성분 각각이 하나의 기능과 의미를 달하기 때문에 인

지처리과정에서는 더 용이하다.Sato&Bergen(2013)에 따르면 명사가

있을 경우,문장에 언 된 명사와 연 된 시각의 이미지를 식별하는데

용이하다.pps가 생략되면 문장은 명시 으로 언 된 주어가 없기 때문

에 이러한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랑스어는 pps의 사용으로 고정된 의미를 단번에 악할 수 있다.

pps의 활용에 기 의미의 고정을 통해 랑스어의 화자나 청자의 경우

언어를 사용하고 인지처리 하는 것이 라틴어의 경우보다 더 간단하다.

분석 체계의 pps사용이 굴 을 통해 수·인칭을 표지하는 통합 체계

보다 언어처리의 효율이 높으며 이러한 에서 주어형태보다 명시

형태가 선호되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3언 변화에 의한 PPS기능 변화



-61-

pps의 용법이 의무 으로 된 것에 해,단순히 언어의 단순화와 효율

성 재고의 논리만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이와 같은 설명

의 공백을 pps용법 변화에 한 역사 ·사회 설명이 메울 수 있다.

Meillet(1921)에 따르면 언어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게 가변 인

요소는 사회구조 변화로,사회구조의 변화는 언어 사용조건을 변화시킨

다.Posner(1997)은 사회구조변화는 언어변화를 수반하며 이것은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이창순(2000)은 언어는 수직 으로 혹은 수평 으로 변화하는데 수직

변화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계층에 의한 변화이며 수평 변화는 지

역 경계 내에서의 변화라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따르면, 랑스어의

변화는 수직 변화로서 언어 사용자들의 계층 변화로부터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pps의 용법 변화도 이러한 사회 흐름에 의한 언

의 변화로 인해 야기되었을 것임을 가정해 볼 수 있다.

3.3.1 랑스어 언 의 변화와 PPS사용과의 련성

Posner(1997)은 일반 으로 언어의 많은 변화는 낮은 계층의 언어인

구어Vulgarism에 의해 야기되어 우세하게 사용되던 언어를 변화시킨다

고 주장한다.언어 처리 학습의 효율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형태이기도 한 pps의 사용역시 사회변화에 따른 언 의 변화에 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랑스 세사의 특징 의 하나로 우리는 시민계층의 등장을 들 수

있다.Cohen(1996,김동섭역)에 따르면 랑스는 14세기에 앙집권화가

강화되어 삼부회의가 소집된다.왕권은 이 기간을 통해 귀족,성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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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민계층과 한다. 세기에 최 로 등장한 랑스 시민계층은

그들의 정치 ·경제 입지 상승과 더불어 확 된 교육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결과 으로 지 의 수직 이동이 활발하게 되었다.지 의 수

직 이동은 언어의 수직 이동을 야기한다.

이와 같은 변화가 랑스어의 단순화에 향을 미치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사회변화의 흐름과 동시에 pps용법은 17세기에 확립되

었다.동사 굴 은 약화되었으며 pps는 생략되지 않았다.비교 낮은

계층의 언 은 언어의 형식 체계보다는 사용의 효율성을 추구하 을

것이며,이러한 계층의 성장으로 인해 반 언어 사용역시 향을 받

게 되었을 것이다.

3.3.2언 변화에 따른 PPS사용의

3.3.2.1크 올어의

사회 배경 언어 사용자의 변화에 따른 언어변화를 보여주는 한

로 크 올어의 를 들 수 있다.크 올어는 일반 으로 유럽지역으로

이주한 아 리카인 노 의 언어 혹은 유럽지역이 령한 지역의 언어로

일반 으로 기층어인 아 리카어와 상층어인 유럽어가 혼합된 언어이다.

크 올어는 피진어를 기반으로 형성된 언어이다.

피진어는 이미 서로 다른 모국어가 형성된 화자들 간에 의사소통을 하

기 한 도구로서 사용한 언어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높이고 의사소통을

쉽게 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결과 으로 피진어는 형태와 통사 등이

단순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크 올어는 피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63-

자손들의 언어로서 피진어보다는 규격화된 언어이지만 피진어의 특징을

계승한다.

크 올어는 다양한 지배언어와 지리 ,역사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형태·통사 으로 에 띄는 공통 들이 있다.Bickerton(1981)는 몇몇

외를 제외하면 부분의 크 올어에는 동사 굴 이 없으며 SVO의 어순

을 취한다고 밝힌바 있다.일반 으로 크 올어는 지시 주어를 허용

하지 않는다.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처럼 동사 굴 이 풍부한 주어 언

어가 지배언어인 크 올어의 경우에도,일반 으로는 동사 어미의 일치

표지가 부재하며 지시 주어가 의무 으로 요구된다.

33)a.Etakome

élestácomiendo

b.*Takome

estácomiend (Muysken,1988:291)

33)는 스페인어를 기층어로 하는 크 올어이다.33b)에서 보듯이 스페

인어에서는 주어가 생략가능한 문장이 크 올어에서는 ppsE를 생략할

수 없는 문장이 된다,

크 올어는 수직 변화를 극단 으로 보여주는 언어이다.빠른 시기

에 두 언어가 혼합되어 다양한 사회 지 를 가진 언어사용자들의

으로 인해 보다 쉽고 효율 언어 사용을 지향하 을 것이다.

기존의 설명과 같이 랑스어가 보 던 음성 변화에 따른 동사 일치

의 손실 V2매개변인의 손실과 세 간의 진 변화에 의해 유인

되지 않았지만, 랑스어와 유사하게 동사 굴 어미 탈락과 pps의 의무

사용 SVO어순을 보인다.



-64-

3.3.2.2 라질 포르투갈어의

크 올어 뿐만 아니라 식민지에서 사용되는 로망어의 경우에도 앞서

말한 것과 유사한 변화가 발견된다.그 표 인 로 카리 해안의

스페인어와 라질 포르투갈어가 있다39).두 국가의 언어는 주어언어

인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언어이다.하지

만 이 두 나라에서는 유럽의 본국에서와는 달리 pps의 사용 빈도가 증

가하고 동사 사 굴 이 약화되는 추세이다.

라질 포르투갈어에서 주어 명사의 명시 pps를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된다는 증거로 Duarte(1993,2000)가 제시한 19,20세기의 라질

연극 공연 본의 코퍼스 자료가 있다.

《표8》 라질 포르투갈 연극에서 pps사용(Duarte,1993)

《표8》에서 보듯이 20세기 반인 1918년까지 pps의 사용은 20%내이

지만,1937년을 기 으로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사용이 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1992년에는 74%라는 높은 비율로 pps가 사용된다. 라질

39) Tarallo(1993), Meyer-Hermann(1998), Lira(1996), Barme(2001),

Kato&Negrao(eds)(2000)-BrazilianPortugueseisonthewaytobecominga

non nullsubjectlanguage,undergoing a parametric change from a null

subjecttoanonnullsubject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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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칭 고 포르투갈어 유럽 포르투갈어
라질

포르투갈어

1sg eu cant o eu cant o eu cant o

2sg tu cant a s tu cant a s vocé cant a -

3sg
el(le,el(l)/

el(l)a
cant a - ele/ela cant a - ele/ela cant a -

포르투갈에서 어휘 으로 실 된 pps의 사용이 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Kaiser(2009)가 제시한 랑스어 성경 코퍼스 통계와 《표8》의 라

질 포르투갈어 통계를 비교했을 때에 우리는 유사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표9》 랑스어 성경의 pps사용 (Kaiser,2009)

《표9》에서 보면 랑스어에서도 라질 포르투갈어에서와 마찬가지

로 낮은 비율을 보이던 pps사용비 이 시간의 흐름을 통해 격하게 증

가함을 알 수 있다.

라질 포르투갈어와 랑스어의 다른 유사한 변화로 라질 포르

투갈어에서의 동사활용 사가 단순화된 경향을 들 수 있다.

《표10》 포르투갈어 동사활용(Kaiser,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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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l nos,nós cant a mos nós cant a mos
nós cant a mos

agente cant a -

2pl vos,vós cant a des vocês cant a m vocês cant a m

3pl
el(l)es/e(l

)las
cant a m

eles/ela

s
cant a m eles/elas cant a m

Nous-subjectpronoun 22 4.8

On-definite(nous) 437 95.2

Total 459 100

《표10》에서 보면 고 르투갈어는 6개 인칭별로 구분되는 동사활

용 사를 가지며 유럽 포르투갈어에서는 2인칭과 3인칭 복수가 동

일하게 된 것을 제외하고 5개의 수인칭이 구분된다. 라질 포르투

갈어에서는 2,3인칭단수가 1인칭복수와 동일하게 되며 2인칭복수가 3인

칭 복수와 동일해진다.따라서 3개의 수인칭이 남는다.

Kaiser(2009)는 이러한 굴 의 약화를 인칭 명사의 체의 결과로 본

다.2인칭 명사 tu,vos는 각각 3인칭 단수,복수와 동일한 일치를 하

는 você,vocês에 의해 체되었다.이와 같은 상을 랑스어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3인칭 단수 동사의 일치와 동일한 일치를 하는 on

이 같은 의미를 지닌 1인칭 단수 nous를 체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있

다.Coveney(2000)는 랑스어에서 on이 nous를 체하고 있으며,

캐나다 퀘벡 랑스어에서는 이미 nous는 유물이 되었다고 한다.다음은

구어에서 ppson이 ppsnous보다 훨씬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

여주는 통계이다.

《표11》 Nous와 On의 사용 분포 (Compernolle,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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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은 on의 1인칭 복수 용법이 구어에서 nous보다 높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다.두 명사는 동일하게 1인칭 단수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on의 경우 1인칭과,3인칭 단수의 일치와 동일한 일치를

갖는다.한편 nous의 경우 다른 인칭과 구분되는 일치를 갖는다. 라질

포르투갈어와 랑스어에서 동시에 일치에 따라 더 단순한 형태의

일치를 갖는 pps에 의해 더 복잡한 굴 의 pps사용이 체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라질 포르투갈어에서 보여 양상은 랑스어의 변화와 상당한 유사

을 보인다. 라질 포르투갈어와 유럽 포르투갈어는 언어사용환경과

언어사용자들의 성향이 다르다.유럽 포르투갈어는 오랜 시간 동안 모국

어로 사용되었지만, 라질 포르투갈어는 식민지에서 통치하던 자들의

언어를 라질 인들이 학습한 것이다.이러한 차이 들이 라질 포르투

갈어와 유럽 포르투갈어의 차이를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

3.2.2.3푸에르토리코 스페인어의

언 의 차이와 pps사용의 련성을 보여주는 다른 로 푸에르토

리코의 스페인어가 있다.푸에르토리코에서 pps는 높은 빈도수로 사용된

다40).Holmquist(2012)는 푸에르토리코에서 pps의 사용빈도수를 조사하

여 사회 요소인 나이,직 ,사회 지 등이 pps의 사용빈도수와 연

이 있음을 찰하 다.

푸에르토리코의 섬 내부에서 pps의 사용이 더 낮은 빈도를 보이는 것

은 언 의 보수 인 성향에서 기인한다.해안연안에서는 pps가 더 자주

40)Homhberg(1986),Otheguy& Zentella& Livert(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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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다.해안연안에서 pps사용의 빈도가 높은 것은 해안연안에 더 많

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것과 련된다.이주민들은 원주민들과의 으

로 인해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최 로 하고자 하는 노력에서 pps를 언어

단순화의 일환으로서 사용하는 것이다.

Holmquist(2012)의 코퍼스 연구에서 pps사용이 언 의 성향과 연 이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가 있다.

《표12》 화자에 따른 푸에르토리코 스페인어 pps사용 빈도

(Holmquist,2012)

《표 12》에서 보듯이 pps사용 빈도가 가장 차이나는 집단은 Farmer

농부그룹과 Non-F농부가 아닌 그룹이다.Homlquist(2012)는 농부는

통을 보수하는 생산 활동을 하며 보수 인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 보수

인 경향을 가질 것으로 본다.이러한 보수 경향이 pps를 사용하지

않는 것과 연 이 있을 것이다.

3.3.2.4고 라틴어와 민 라틴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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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리는 고 라틴어와 민 라틴어의 차이 을 통해 언어 변화가

사회 배경과 긴 한 련이 있음을 볼 수 있다.지배 계층 지식인

층에서 사용하던 고 라틴어와 구어 라틴어인 민 라틴어의 차이를 살펴

보면 언어를 쉽고 단순하게 만들고자 하는 경향이 민 라틴어에서 특징

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민 라틴어와 고 라틴어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먼 음성 인 측면에

의 차이를 들 수 있다.고 라틴어는 5개의 단모음 ,,,ŏ,ŭ와 5개의

장모음 , ,,ō,ū을 가지며 4개의 이 모음 ae,oe,au,eu를 가지는

반면 민 라틴어에서는 일반 으로 음소의 장단 구분이 쇠퇴한다.민

라틴어에서는 굴 의 용법을 신한 치사의 사용이 증가했으며,어순

이 규칙화 되어갔다.

《표13》 남성 제 2곡용 ‘벽mur’의 고 ,민 라틴어,고 랑스어의

굴 비교 (http://en.wiktionary.org/)

《표13》는 고 라틴어로부터 민 라틴어,고 랑스어를 거치며

굴 이 단순화되어가는 것을 보여 다.4개로 구분되던 고 라틴어

의 굴 은 고 랑스어에서 2개로 단순화되며, 랑스어에 이르러

서는 하나로 통용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이 언 의 지 에 따라 단순화의 경향에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랑스의 사회 변화에 따른 언 의 변화는 랑스어가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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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를 야기하 으며,결과 으로 동사활용의 단순화와

더불어 규범으로서 정착된 pps의 의무 용법을 래하 음을 추정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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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실증 어휘기능으로서의 PPS

언어변화원리와 랑스의 언 변화로 pps용법 변화의 원인을 악했지

만,많은 체계 pps의 용법이 변화한 것은 pps의 의미 기능 속성과

련 있다.명시 pps는 단순히 수·인칭을 표지하기 한 것이 아니라

고유의 의미와 기능을 가진다.이러한 의미와 기능을 실 하기 해 언

어 단순화의 일환으로서 명시 형태가 선호되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서 의미 형태 일치 원리를 기반으로 pps가 고유의 의미 기능

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도록 하자.

4.1실증 의미 기능

연구자들의 을 따르면 pps는 어 는 동사의 일치요소로서

간주된다.시 의 흐름에 따라,동사의 일치 사는 의미를 갖지 않는 주

어의 수·인칭 일치요소로서 문법 성분41)이다.이러한 동사 미사는

랑스어에서 형태가 단순화 되었다.pps의 경우,‘주어’로서 의미를

가진 어휘소이다.pps가 의미 요소이며 통사 기능을 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언어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보다 빈번하게 사용되었을 것

으로 보인다.

41)동사의 굴 이 수·인칭의 일치표지로 특별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 화자의 경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Szmrecsanyi(2009)에서 동남아

시아의 어 학습자의 코퍼스를 통해 동사와 명사에 문법 표지를 하지 않은 빈도

가 높은 것을 확인하 다(e.g.twoshirt-,hesay-,Kang Heng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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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조응의 기능

랑스어 pps는 조응의 용법이 있다.조응은 단순히 앞에 나온 단어를

반복하지 않기 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앞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앞에 언 되어 한정된 바로 그 제 3의 존재에 한 것임을 명시하

기 해 사용된다.앞에 나온 선행사를 그 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 문장이 된다.

다음의 에서 pps의 조응의 용법을 사용하지 않은 들을 살펴보겠다.

34)a.unhommeestentré.Ilportaitunchapeau

b.unhommeestentré.unhommeportaitunchapeau

(Karttunen,1976)

34)의 두 문장은 동일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34a)에서 두 번째 문장

에서 앞의 명사구 주어 unhomme를 그 로 주어로 받는 경우 어색한

문장이 된다.한편 ppsil을 사용하면 문제없이 il이 선행된 주어 un

homme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이 를 통해 조응이 단순히 앞에

서 언 된 언어 요소를 신 받아 간략하게 하려는 경제성의 효과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나온 요소를 다시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4.1.2사회 기능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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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s는 문법 요성 이외에 특별한 요성을 가진다.pps는 담화에서

사회 기능을 하기도 한다.nous의 경우 je와 상 방 혹은 어떤 그룹과

연 감을 구축하게 한다.코퍼스 연구 결과 pps사용에 있어 사회 이고

상호작용 인 습이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일이인칭 복수형 nous

용법은 문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들이 존재한다.pps의 복수화

plurisation의 를 통해 사회 기능의 pps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다음은 Gougenheim(1970)이 제시한 사회 기능의 nous의 이다.

Sganarelle은 Elvira의 하인인 Gusman에게 말한다.실제로 Elvira만이

DonJuan의 희생자이지만 Gusman은 nous를 사용한다.

35)

<hé!mon pauvreGusman,mon aim,tunesaispasencore,

crois-moi,quelhommeestdonJuan>

<Jenesaispas,levrai,quelhommeilpeutêtre,s'ilfautqu'il

nousaitfaitcettepertidie> ([Donjuan]Molière)

의 는 nous의 구성요소가 je와 타인과의 계를 표 하기 한 의

도를 갖는 경우의 시이다.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사회 동기에 의

해 화자는 nous를 사용하여 타인과의 계를 구축한다.많은 화에서

화자는 일인칭 단수 je로 답하는 신에 35)에서처럼 복수 nous를 사

용해 답한다.인칭의 수를 체하는 무의식 이고 의식 인 의도는 화

자가 어떤 그룹과의 연 감과 결속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정치인의 경우 연설에서 연 감을 유도하기 해 의도 으로 nous를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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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Ensembles,nousbatironsunesociétémeilleure

36)정치인이 연설에서 한 발화로 실제 으로 말하는 화자는 일인칭 단

수 Je이지만 과의 사회 연 감을 드러내기 해 의식 으로 복수

형 nous를 사용하 다.

4.1.3주체성 실 매개

Je는 단지 어떠한 명사표 을 신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말

하고 있는 주체 자신을 지시하는 기능을 한다.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기

해 검토된 들을 살펴보자.

37)Jem’appellePierre

만약 Je가 Pierre라는 실체를 신한 것이라면 다음의 문장이 가능해야

한다.

38).*Pierrem’appellePierre

Je를 Pierre로 체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이는 명사 Je가 Pierre

를 치하지 않음을 보여 다.

39)Lelocuteurdeceténoncés'appellePier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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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언문 조작에서 주어가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변한다.자신이 재 말

하고 있는 행 에 한 지시가 사라지기 때문이다.일인칭 명사는 화

자가 화자 자신을 지칭하며 화자 자신과 련된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

리는 기능을 한다.Charaudeau(1992)에 따르면 Je의 의미는 발화문의 일

부 혹은 부가 화자에 계된 것임을 가리킨다.일인칭 명사는 어떠

한 생각,욕구,의견 등을 가진 주체로서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한 개

인의 발화 내에서 Je는 동일한 지시 상인 자아를 지시하며 바 지 않

는다.

pps,그 1인칭 명사는 단순히 지시만의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

라 자신의 고유한 주체성을 지니고 있다.따라서 이 표 을 다른 표 으

로 체했을 때의 의미는 동일하지 않다.Je가 어떤 명사를 체하는 것

이 아닌 주체성을 가진 존재라고 제안한 Frege(1967)의 이론을 발 시킨

Perry(1977)의 를 보자.

40)

Rudolf는 스탠포드 도서 에서 기억을 잃었고 자신의 기를 발견한다.

에서 자신 Rudolf에 해 모든 것을 알게 된다.그가 스탠포드

도서 에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을 알지만 그는 자신이 Rudolf인 것을

모른다.이 경우에 그가 Iam hungry라고 말한다(Perry,1977)

Frege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Rudolfishungry”가 아니다.이 문장

에서는 주체가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포착되지 않기 때문이다.그가 깨

달은 것은 문장의 주어의 정체성이 아니라 주어 자신의 정체성이다.

Je는 자신의 내재 고유성인 주체성subjectivité을 지니고 있다.

C’estdans etparlelangagequel’hommeseconstituecommesujet;



-76-

parcequelelangageseulfondeenréalité,danssaréalitéquiestcelle

del’être,leconceptd’“ego”(Benvensite,1966)42)

Lyon(1982)에 따르면 주체성의 의미는 지 까지 언어에 련해서 자

연 언어에서 언어 동작주 자신을 표 하며 자신의 생각과 믿음,태도 등

을 표 하는 속성이다.주체성을 지닌 자아는 실존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칭하는 pps는 단순한 문법 표지가 아닌 실제 의미를 가진

요소이다.

Cogito,ergosum.

Jepense,doncjesuis.

인간은 생각하는 행 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Hintikka(1962)는

데카르트의 cogito는 언어수행자질을 가지며 따라서 데카르트의 논증은

생각으로서 자신을 인식하는 자기성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일인칭

Je의 생각하는 능력을 제한다고 한다.인칭 명사 Je를 매개로 한 주

체의 반성성을 사유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개별의 정체성은 개별의 언어사용으로 창조되고 재구조화된다.

Ornoustenonsquecettesuvjectivité,qu’onlaposeenphénoménologie

ouen psychologie,comeonvoudra,n’estquel’émergencedansl’être

d’unepropriété fondamentaledulangage,Est“ego”quidit“ego”.

Noustrouvonslàlefondement dela“subjectivité”,quisedétérmine

42)인간을 주체로 구성하는 것은 언어 내에서,언어에 의해서이다.언어 자체만이

실제로 존재의 실이기도 한 바로 그 실에서 ‘ego’의 개념이 토 가 되기 때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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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lestatutlinguistiquedela“personne”(Benveniste,1966)43)

4.2명시 PPS 어 속성 설명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랑스어 pps는 통사 으로 어 속성을 보

인다.pps는 동사에 의존 인 형태로 음성 으로 동시에 통사 으로 자

율성autonomie이 일반 어휘소에 비해 약하다.이러한 속성이 pps를 기능

범주로 한정한다.하지만 pps를 통사 으로 논항의 지 를 가진 어휘소

로 분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생성문법을 심으로 한 통사 층 에

서 pps의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4.2.1음성층 어

생성문법을 심으로 한 통사 에서 주어 명사는 의미역을 가지며

주어자리 [specTP]에 치하는 통사 실체이다.Kayne(1972)는 pps가

목 어 명사와 동일한 통사속성을 보이지만 구분되는 속성을 보인다고

주장한다.그에 따르면 pps는 목 어 명사와 마찬가지로 음성층 인

표층구조에서 어의 치이지만 심층구조에서는 주어의 자리를 차지하

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들며 음성층 에서

어화를 정당화 한다.

43)우리는 주체성을 상학에,심리학에 치시키든지 간에 언어행 에서 실체가

들어날 뿐이라고 주장한다.‘ego’라고 말하는 이가 ‘ego’이다.‘인칭’의 언어 지

에 의해서 규정되는 주체성의 토 를 여기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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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들은 문장에서 실 될 때 특별한 순서규칙을 따르지만,주어

명사의 경우 이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41)a.*Paulvousluiprésnetera

b.VousluiprésenterezPaul

41a)의 3인칭 단수 간 목 명사 lui는 2인칭 복수 직 목 명

사 vous에 선행해야 하는 제약을 따라야 한다.한편 2인칭 복수 pps

vous는 주어로서 항상 문장의 앞에 치하며 순서규칙은 목 어 명사

에만 용된다.

부정사의 경우 pps와 동사 사이에 오지만 목 어 명사 다른

어는 동사와 분리되지 못한다.

42)a.Ilnemeparlepas

b.*Ilmeneparlepas

42)에서 보듯이,부정사 ne는 ppsil과 동사사이에 삽입이 가능하지만

목 어 명사 me와 동사를 분리하지 못한다.

Cardinaletti(1999)는 Kayne(1972,1983)이 통사 어와 음성 어를 구분

한 것을 인용하며 통사에서 어화된 목 어 어와 음성층 에서 어

화된 주어 어를 비교하며 주어 명사는 최 투사이며 핵이 아니라고 한

다.Couquaux(1986)도 Kayne(1983)의 음성 어를 따라 pps는 NP 치에

서 실 된다고 주장하며 pps가 명사주어와 유사성을 가진다고 밝힌다.

홍용철(2005)에 따르면 보어 어 명사와는 달리 주어 어 명사

는 부정법 경계를 지나 이동할 수 있다.이동은 주어-동사 일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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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격 검과 련된 이동으로 핵 이동이 아니라 논항 이동이다.논항

이동은 구 요소 이동으로 pps를 논항 이동으로 본다는 것은 pps를 구

요소로 취 한다는 것을 제로 한다.pps는 주어자리에 이 으로 나

타날 수 없으며 일반 명사와 pps는 동일한 자리를 경쟁한다.

4.2.2빈도에 의한 어화

연구자들이 pps를 문법소로 한정하는 근거는 pps의 어 성격

에 기 한다.1장에서 찰한 어의 기 으로 pps를 평가했을 때,고

랑스어의 pps는 어가 아닌 독립 통사 요소이다.pps가 어가 아

닌 강세를 가진 문장성분으로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들이 있다.

먼 ,고 랑스어에서는 랑스의 pps와 달리 명사 다른

명사와 등 속이 가능하다.

(ⅰ)명사 혹은 다른 명사와 등 속이 가능하다.

43) máistuétamáidnéél'aveztrubled

maistuettesgensl'avezenvahi

(QLDR,Ⅲ,ⅩⅧ;Dufresne,1995)

43)에서 ppstu는 일반명사구 tamáidnéé와 등 속사 é에 의해 등

속되었다.

(ⅱ)부정 형용사 혹은 계사에 의한 수식이 가능하다.

44)tumeismeslesezb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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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g je,jo,jou,gié

2sg tu

3sg il,ele

(tumêmelesaisbien) (Graal,117;Dufresne,1995)

55)의 ppstu는 형용사 meismes에 의해 수식되었다.

(ⅲ) 어가 아닌 어휘항목에 의해 동사와 분리 가능하다.

45).queilmahonteprochaçast

(queilmahontechercha) (MortArtu,109,26;Dufresne,1995)

45)의 ppsil은 일반 명사구 mahonte가 동사 prochacast에 삽입되어

동사와 분리되었다.

(ⅳ)독립된 치에 올 수 있다.

46)Etcevoiljequevosmetenés. – Jo?fai[t]liperes

etceveutjequevousmetenait, -Je?ditlepère

(Aucassin:X,55-57;kaiser,2009)

46)에서 ppsje는 문장의 앞이 아니며 동사와 분리되어 있으며 계사

을 이끄는 보문소 que앞에 독립된 치를 차지하 다.

고 랑스어에서는 랑스어와 달리 약세,강세의 구분 없이

하나의 일련의 pps만을 가진다.

《표14》고 랑스어 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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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l nos

2pl vos

3pl il,eles

명시 주어 명사의 용법이 빈번해지며 고 랑스어의 주어 명사

의 주격 형태는 고 말이 되면서 차 주어의 치에만 나타나고 다른

형태의 주격인 강세형이 생겨난다.

47)Jeieretu,tuiersmoi

Jesuistoi,tuesmoi (Moignet,1965)

Dufresne(1995)는 pps가 시 의 변화에 따라 어의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한다.그에 따르면 세 랑스어에서 pps는 음운 으로 자율성을

가진다.15세기 말부터 pps는 더 이상 등 속되지 못하며 항상 동사

에 인 하면서 단어의 강세를 잃는다.이것은 pps의 어화를 야기한다.

pps는 더 이상 모음으로 시작하는 동사 앞에서 축약이 의무 이지 않다.

pps가 어가 되었음을 유추하게 하는 두 가지 변화로 다음과 같은

들을 들 수 있다.첫 번째,의문구조에서 단순 도치가 사라진다.복합

도치구조가 15C 반 이후에 나타난다.두 번째,이 시기 이 의 텍스트

에서 볼 수 없는 연음 –t-가 출 한다.15C의 무강세 명사는 어

명사가 된다.이 논의에 따르면 고 랑스어 시기에는 자율 구성성분

이던 주어 명사가 15C에 이르러서는 어 속성을 보이는 것처럼 보인

다.

고 랑스어 pps와 랑스어 pps의 통사행태의 차이는 높은

사용빈도로 설명할 수 있다.Bybee&Thompson(1997)은 빈도수가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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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일수록 음성변화가 더 빨리 진행된다고 본다.pps는 그 빈번한 사용

으로 인해 음성 층 에서 강세를 잃어 음성 자율성이 결여된 어로

실 되는 것으로 보인다.

4.2.3북부 이탈리아 방언의 어 비교

Kayne(1972)이 제시한 pps의 음성층 어에 따르면,pps는 그 빈번

한 사용으로 인해 음성 강세를 잃으면서 동사에 어화되었을 것이다.

이탈리아 북부 방언어44) 랑스어와 유사한 변화를 보이는 언어들이

있다.

Rizzi(1986)와 Brandi&Cordin(1989)에 따르면 NID의 pps는 주어가 아

닌 수·인칭 표지자와 비견되는 굴 사로서 이 언어는 주어언어로

악된다.Poletto(2000)은 NID의 주어 어와 주어 일치 굴 은 주어논항

을 식별하며 일치 자질을 실 하지만 랑스어의 경우는 해석 가능한 일

치자질을 실 한다고 본다.그는 pps는 NID에서 일치의 핵 치를 차지

하지만 랑스어의 경우는 명사 주어와 동일한 치를 차지한다고 본다.

먼 연구자들의 이러한 논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ⅰ) 랑스어는 doubling45)이 불가능 하지만 이탈리아어의 경우 가능

하며 의무 이기도 하다.

44)NorthernItalianDialtects,NID로 약칭한다.

45) 어가 이 으로 나타나는 구조로 랑스어에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스페인어

이탈리아어에서는 가능하다.다음은 cliticdoubling구조의 스페인어 이다.

ex)Lediunregaloamimadre

(ToherIgaveagifttomymother)

에서 보듯이 간 목 어인 amimadre와 le가 이 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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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a.*Pierreilmange.(françaismoderne)

b.ElGiannietmagna(trentin) (Hofherr2004)

48)에서 보듯이 명사구 주어 Pierre와 ppsil이 한 문장에 동시에 올

수 없지만 NID인 trentin어의 경우 ppset가 명사구 주어 ElGianni와

한 문장에 사용가능하다.

(ⅱ)pps는 수량한정사와 랑스어에서 양립될 수 없지만 NID의 경우

양립가능하다.

49)a.*Personneiln’ariendit(françaismoderne)

b.Tutl’ecapitàdenot(trentin)

toutil(s’)estpassélanuit (Hofher,2004)

49a)의 랑스어 문장에서 ppsil은 수량한정사 personne와 양립되지

않지만 NID의 경우 ppsl은 수량한정사 tut와 양립가능하다.

(ⅲ) 랑스에서 등 속 되는 경우에도 NID의 경우 어주어가 필수

이다

50)a.Ilchanteetdanse(françaismoderne)

b.*Lacantaeballa(trentin)

c.Lacantaelaballa(trentin) (BrandietCordin,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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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g a/e

2sg te/ti

3sg el,la

1pl a/e

2pl a/e

3pl I,le

50a)에서 ppsil은 동사 chante와 danse가 등 속 되지만,NID의 경

우 50c)에서처럼 ppsla가 반복되어야 한다.

ⅳ.랑스어에서 부정사는 동사와 pps사이에 오지만 NID에서는 동사

와 pps가 분리불가능하며 주어 어 앞에는 부정사가 치한다.

51)a.Tomamanovien

Tamèrenevientpas

b.Nolavien

Ellenevientpas (Polletto,2000)

51)에서 부정사 no는 동사 앞에 치하는데,주어 어 la가 있을 경우

la앞에 치한다.

Poletto(2000) 연구자들은 이러한 속성을 심으로 랑스어는

주어 언어가 아니지만 NID어인 trentin과 florentin은 주어 언어로

악하며,주어 어를 주어일치표지 사로 악한다.

한편 Polletto(2000)는 NID의 주어 어도 랑스와 마찬가지로 고

시기에는 어가 아닌 속성을 가졌다고 본다. NID어에는 부분

인칭만 명사가 사용되지만 15세기에는 모든 인칭을 가진 체계 다.

《표15》Veneto(NID)의 15세기 p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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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 I

르네상스 시기의 Veneto의 pps는 동사의 일치핵이 아니며 명사주어와

유사한 통사행태를 보인다.다음은 Poletto(2000)가 제시한 증거들이다.

(ⅰ)등 속이 가능하다.

52)Elm’halagòlecavale(..)esi_andòinlà

Hetomehasleftthemaresandso_wentaway(Poletto,2000)

52)의 ppsel은 동사 halagò와 andò를 등 속한다.

(ⅱ)부정사는 동사 사이에 치한다.

53)Enopodevatior...

InotcouldtakePoletto (Polett,2000)

(ⅲ)수량한정사와 양립 불가능하며 Wh-의문사 명사 주어와 양립불

가능하다.

54)a.Ognonvoràacomodarsedesibelastampa

Everyonewilltakeforhimselfthisbeautifulpicture

b.Chivolesseformarunteatrodebontae

Whowouldliketobeatheaterofgoodness (Poletto,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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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에 pps는 주어 의미역을 실 하며 주어 치를 차지하는 논항

이다.17세기에 NID의 주어 어는 음성 어에서 통사 어로 변화

한다. NID에서는 부분 인칭주어를 가지며 단순히 수·일치 표지자

로서 논항의 자격을 잃는다.

Poletto(2000)는 랑스어와 Veneto어가 다른 발 을 가지게 된 이유

로 르네상스 Veneto어는 수와 인칭별로 구분되는 일련의 주어 명사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치에 수·인칭 굴 을 유지 했고 랑스어는 완

벽하게 구분된 pps를 가졌기 때문에 명사 주어와 동일한 치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한다.

Givón(1976)은 명사는 명사에 비해 음성 강세가 약하다고 본다.

그에 따르면 명사가 더 빠르게 음성 손실을 받는데 이는 명사가

문맥으로부터 내용을 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pps는 다른 명사와 마

찬가지로 부분 문맥으로부터 악할 수 있다.따라서 구어에서 pps의

음성·통사의 약화는 pps의 빈번한 사용과 더불어 문맥으로부터의 추정이

가능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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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우리는 다음의 두 논 을 가지고 이 을 시작했다.

1. 랑스어 pps는 고 랑스어시기에 발생한 동사활용 어말음

의 약화로 인한 동사활용 사를 체하기 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일까?

2. 랑스어에서의 의무 인 pps의 사용은 고유한 기능과 의미를

갖지 않을까?

우리는 먼 공시 에서 pps의 주요 속성을 악했다.먼 pps

의 통사 속성인 어속성을 악했다.pps는 통사 으로 어로서 목

어 명사와 유사하며 동시에 명사구 주어와는 구분되는 행태를 보인다.

다음으로 주어의 속성을 악하며 일치표지와 주어와의 상 계를

악했다.일치표지와 주어는 서로 긴 한 계를 갖지만 풍부한 일치조

건이 주어의 필수조건이 아님을 밝힌다.

2장에서는 pps용법 변화의 설명을 살펴보았다. 통 설명,매개변

인 변화 원리의 통사 설명 선호도 원리에 의한 설명을 차례차례 확

인해 보았다. 통 설명으로는 동사활용 사의 음가가 손실되어 그

체 수단으로 pps가 사용되었다는 Foulet(1935)의 설명,SV어순의 우세

한 사용에 의해 pps가 사용되었다는 Franzen(1939)설명과 V2리듬체계

와 pps사용이 한 계를 맺는다는 Wartburg(1934.1963)의 설명을 살

펴보았다.다음으로 통사차원에서 습득과 매개변인 변화로 설명한

Adams(1987),Roberts(1993),Vance(1997)의 설명을 보았다.마지막으로

랑스어 pps용법 변화를 언어사용의 선호도에 의한 빈도에 의해 설명

한 Sprouse&Vance(1999) Lafond(2003)의 설명을 검토해 보았다.그

들은 언어사용자와 학습자에게 있어 명시 pps가 주어 형태보다 더

용이한 것으로 사용이 선호되어 명시 pps가 우세하게 사용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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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Sprouse&Vance(1999) Lafond(2003)의 제안이 설득력 있음을

확인하며 동시에 이 설명에서 결여된 부분을 발견하 다.

3장에서 언어변화의 보편 원리에 따라 의 제안의 결핍을 보충하고

자 단순화,사회언어학,의미형태 일치 원리를 통해 pps용법 변화 원인

을 추정하 다.한 단어의 형태로 주어와 동사를 표 하는 주어 언어

체계인 고 랑스어에서 보다 언어형태로 주어를 요구하며 단순화

된 굴 의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주어와 동사의 의미 형태 일치 차원에

서 더 쉬운 것으로 언어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사회 변화에 따라 언어 변화 요구도 동반한다. 랑스의 사회변화에

따른 시민계층의 성장 등으로 인해 언어 환경과 언 의 변화를 가졌다.

pps용법의 변화가 사회변화에 따른 언 변화에 의해 유인되며 명시

형태의 pps가 주어 형태보다 선호됨으로써 pps의 사용이 의무화되었

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장에서 우리는 pps는 그 빈번한 사용으로 인해 음성 층 에서

어화된 양상으로 나타날 뿐이며 실증 어휘기능을 갖는 통사성분임을

확인한다.Chafe(1976)에서 밝힌 바와 같이 동사가 일치하는 것은 주어

로서 굴 은 문법주어에 의해 구성된다.주어로서 pps를 동사의 수·일치

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에 모순이 있음을 확인하 다

의 찰을 토 로 처음의 질문에 답을 한다.pps는 단순하게 음성

손실로 인한 체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문장의 주요성분인 주어

로서의 기능을 하며 명사로서의 기능도 하는 어휘 성분이다.사회변화

에 따라 언어 보편변화양상인 단순화의 일환으로 언어의 효율성을 높이

기 해 어휘소인 pps가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한다.높은 사용빈도로

인하여 명시 pps의 용법이 고정되었다고 결론 내린다.

본 연구에서 남은 과제는 다음과 같다.본 연구는 pps용법 변화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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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며 pps속성 규명을 목표로 하 기에 인칭에 한 개별 연구를 하

지 않았다.따라서 pps인칭에 따른 개별 연구가 과제로 남는다. 한

pps가 음성 으로 실 되었을 때 효율이 높고 단순하다는 가설을 사회

,비교 측면에서 정당화하 다.다음 연구에서 인지 측면과 언어습

득의 차원에서 가설을 보충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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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ésumé

L’étudesurlespronoms

personnelssujets

:pourunethéorieduchangement

linguistique

JeeyoungYoon

DépartementdeLanggueetLittératureFrançaises

UniversitéNationaledeSéoul

Leprésenttravailapourbutdemettreenévidencelespropriétés

sémantiques et fonctionelles du pronom personnel sujet des

perspectiveslinguistiquesvariées:diachronieetsynchronie;syntaxe

etpragmatique.

Lefrançaismoderneexigel‘emploidupronom personnelsujetàla

différencedeslanguesromanescommel’italienetl’espagnol.Lorsque

lefrançaisaétédérivédulatin,lespositionsdel’objetetduverbe

ontétémodifiésmaispaslesujet.Bienquelepronom sujetetle

nom soientutilisésleplusfréquemmentpourremplacerlapositiondu

sujet,un assez grand nombre de chercheurs considérentque le

pronom personnelsujetestcomparableavecl’affixeverbal,pasavec

lenom.Cepointdevueestàlabasedel’explicationtradition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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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rnant le changement de l’emploidu sujet et la propriété

syntaxiquedusujet.

Or,cetargumentaledéfautcomportedespointsinexpliqués;les

accordsverbauxetlessujetsn’ontpasdecorrélationsnecessaires.

Enplus,onnepeutpasaffirmerquelepronom personnelsujetsoit

unclitiqueenraisondecliticisationauniveaudelareprésentation.

Danscetteperspective,onpeutposerdeuxquestionssurlepronom

personnelsujetdu français:lepronom personnelsujetdu français

moderne estemployé pourremplacerl’accord verbal?;son emploi

n’a-t-ilaucunsensnifonction?

Pourrépondreà cesquestions,on observera lespropriétésdes

pronomspersonnelssujetsencherchantlesthéoriesduchangement

linguistiqueles principes universels deschangements linguistiques.

Plusprécisément,nousmetteronsd’abordenévidence quelfacteura

joué un rôle dans le changementde l’emploien considérantles

propriétésdespronomspersonnelssujets.

D’abord, on examinera le changement dans la perspective

traditionelle,syntaxique etoptimale.On montrera que le principe

opimalfournituneexplication pertinentemaisceraisonnementne

vautquesiquelquespointssontmisenévidence.Pournousjustifier,

on déduiraàpartirdelathéorieàcesujet.L’emploidu pronom

personelsujetestl’undestendancesàlafacilitéetl’efficacité,car,

quandlesensetlaformesecorrespondent,lafacilitéetl’efficacité

sontaugmentées.Cettetendanceestprovoquéeparleschangements

delocuteurs.Lapoursuitedecettetendanceenancienfrançaiset

moyenfrançaisestcauséeparlechangementdesstructuressociales.

Lepronom personnelsujetnecliticizequ’auniveaudereprésentation

àcaused’un emploifréquent.Enfin on confirmeraquelepron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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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nelsujetaunsensetunefonctionquiluisontpropreaussi

bienqueleplanpragmatiquequesurleplandelasubjectivité.

keywords:pro-drop,Frenchsubjectpersonalpronoun,language

change,oldFrench

StudentNumber:2011-23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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