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벽이롱과 관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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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스키의 장벽이론 

로스(Ross 1967)은 다음 (1)과 같은 소위 복합명 사구제 약(複合名詞句制 

約 : Complex Noun Phrase Constraint)을 설정하여 (2)와 같은 관계화구문 

의 바문법성을 설명하려고 하였다. 

(1) 복합명사구제약 

허사(虛解 : expletive)가 아닌 명사(구)와 절이 하나의 복합명사구 

를 형성하고 있을 해 ， 그 절 안의 어떤 요소도 그 복합명사구 밖으로 

끌어 낼 수 없 다. (No element contained in a sentence dominated by 

a noun phrase with a lexical head may be moved out of that noun 

phrase by a transformation. ) 

(2) ?*the book whifh [s I met [NP the man [s who read 1 JJJ 

다시 말하연， (2)의 예문에서 관계대명사 which가 read의 목적어 자리에 

서 선행사 the book 옆무로 이동되어 나값다고 볼 때 ， the man who read4 

는 복합명사구 밖으로 이 동되어 나간 것이 니까 복합명사구제약을 어기어 비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는 것이다 

총스키 (Chomsky 1973)은 복합명사구제약과 로스의 다른 성제약(Island 

Constraint)들을 통합하여 2 (3)과 같은 소위 하위 인접조건(下位憐接條件 : 

Subjacency Condition)을 제 안하였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주최 제 20회 어학연구회에서 1986년 12월 13 
일 구두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임. 이 연구회에 참석한 청중 가운데 이 논문에 대하여 
조언하여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1 *는 완전히 벼운법적임을 나타내고 ?*는 거의 벼운볍적잉올 나타낸다. (2)는 싼 
이므로 완전히 비문법적이 지 는 않다. (2) 가 왜 완전히 비 운법적 이지는 않은지 뒤에 
논의할 것이다. 

2 로스의 성제약에는 복합영사구제약이외에 주어철제약(主語節制約 Sentential 
Subject Constraint) , 등위 구조제 약(等位構造制約 : 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 , 
좌분지조건(左分技條件 : Left Branch Condition) , 우향이동제 약(右向移動制約 : Right 
Roof Constraint)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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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위인접조건 

다음과 같은 구조에서 어떠한 규칙도 어떤 요소를 Y에서 X로 이동 

시 키 지 뭇한다. (No rule may move an element from Y to X in the 

following structure.): X .. . [ß ... [" ... Y .. . ] ... ] .. . X 

단 a와 g는 한계 절 정 (限界節點 : bounding node) , 즉 NP 또는 S임 . 

위의 하위인접조건으로도 위의 예 문 (2)의 비문법성이 설명된다. 즉， (2) 

에서 관계화규칙이 관계대 명사 which를 3개의 한계절점， 즉 2개의 S와 하나의 

NP를 건너 이동했으므로， 하위인접조건을 어기어 비문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 냐 다음 (4)와 같은 관제 화구문의 문법 성 은 로스의 복합명 사구제 약으 

로도 츰스키(1973)의 하위인접초건으로도 설명되지 않는다. 

(4) ?the book which [s 1 heard [NP the rumor that [s the man read
J 

]]] 

(4)에 서 도， 관계 대 명 사 which가 read의 목적 어 자리 에 서 선행 사 the book 옆 

으로 이동해 갔다고 보았을 떼， 로스의 복합명사구제약도 어기었고 총스키 

의 하위인접조건도 어기고 있다. 그램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은 좀 어색하 

기는 해도 (2)처럼 비문법적은 아니다. 이러한 (2)와 (4)의 문법성의 차이 

를 일차적으로 이 두 예문의 구조적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즉， (2)는 관 

련된 복합명사구가 관계절 구문인데， (4)는 관련된 복합영사구가 동격절 구 

문이다. 따라서， 복합명사구제 약이냐 하위인접조건이 동격절 구문에는 찰 

적용 안 된다고 가정하면 될 듯하다. 그러 나 이러한 가정은 그 정‘당성이 논 

증되기 전에는 매우 자의적이므로 설명력이 약하다. 더우기， 다음 (5)와 같 

은 관계화 구문은 그 관련된 복합명사구가 동격철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비문법적인 구문이다. 

(5) 률the library where [s 1 heard [NP the rumor that [s the man read 
• 

the book I ]]] 

.(5)에서도 관계 부사 where가 종속관계절안의 부사구 자리에서 선행사 the 
library 옆으로 이동했다고 가정하면， (2) 나 (4)의 경우와 똑같이 복합명사 

구제약이나 하위인접조건을 어기지만， 그 관련된 복합명사구가 동격철 구문 

이다. 따라서， (5)는 (4) 정도로 문법적인 문장일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로 

는 (2)보다도 더 비문법적인 구문이다. 

이러한 운제에 직연하여， 총스키(1981 )은 (2)는 하위인접조건을 어낀 경 

우이고， (4)는 하위인접조건올 약하게 어긴 경우이고， (5)는 (4)처럼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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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조건을 약하게 어기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 (6)과 같은 소위 공엄주원리 

(호範隱原理 : Empty Category Principle) 라는 또 다른 원 리 를 어 긴 경 우라고 

주장한다. 

(6) 공엄주원리 

흔적(浪避 : trace( = t))은 고유지배(固有支配 : proper government)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츰스키(1981)의 지배-결속이론(支配-結束理論 : government

binding theory)에서는 모든 요소의 이동은 이동전의 자리에 흔적 t를 남기 

고 이동해 간다고 가정하고 그 흔적 t는 고유지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 

를 들어， 앞서 논의한 (2) , (4) 및 (5)의 경우 관계사의 이동은 이동전의 자 

리에 t를 남긴다고 보는데， (2)와 (4)의 경우에는 t가 read의 목적어 자리에 

있게 되므로 read로 부터 고유지배되기 때문에 공범주원리를 어커지 않지만， 

(5)의 경우에는 t가 부사구 자리에 있게 되므로 아무에게서도 고유지배되지 

않아 공법주원리를 어긴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범주원리를 어기는 것이 하 

위인접초건을 어기는 것보다 더 심각한 바문법성을 호래하기 때문에 (5)가 

(2)보다 더 비문법척이라는 것이다. 

총스키(1981)은 “고유지배”를 (7)과 같이 정의하고 “지배”을 (8)과 같이 

정의한다. 

(7) a가 R를 고유지 배 하려 면， 

(i) a가 P를 지배하고 

(ii) (a) a가 어 휘 법 주(語윷範隱 : lexical category) 이 거 나， 

(b) a와 R가 동지 표(同指標 : coindexed) 되 어 야 한다. 

(a properly governs ß iff 
(i) a governs ß and 

(i i) (a) a is a lexical head or 

(b) a and ß are coindexed.) 

(8) a가 R를 지배하려면， 

(i) a가 XO, 즉 핵 〔核 : head) 이 고 

(i i) ß를 관할(管햄 : dominate)하는 최 대 투사법 주(最大投射範隱 max

imal projection)만이 α를 관할해 야 한다. 

(α governs ß iff 

3 그리고 이러 한 이 동규칙을은 a-이동 (a-移動 : Move-a) 이 라는 하나의 규칙으로 
통합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a-이동은 지배-결속이 롱에서 유일한 변형규칙이다 “ a-O] 

동”은 “무엇이나 아무데로나 이 동하라(Move anything anywhere.)"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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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 is an XO or a head and 

( ii) a maximal projection 1> dominates a iff 1> dominates ß.) 

위의 정의에서 공법주원리의 기본개념인 고유지배에 두가지 경우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즉， (7iia) 의 경우와 (7iib)의 경우이다. 전자를 어휘적 지 

배 (語훌的 支配 : lexical government) 라고 하고 후자를 선행 사-지 배 (先行詞

支配 : an tecedent government) 라고 한다. 앞서 논의 한 (2)와 (4)의 경 우는 

어휘적 지배의 경우이다. 즉， 관계대명사의 흔적 t가 어휘법주인 read에 의 

해 어휘적 지배를 받아 공법주원리가 만족된 경우이다. 다음 (9)와 같은 관 

계화 구문의 경우는 선행사 지배에 의하여 공범 주원리가 민-족된 경우이다. 

(9) the library wherei the man read the book t i 

즉， (9)에서 흔적 t는 선행사 where와 동지표되어 있으므로 (7 iib)에 따 

라 고유지배된 경우이다. 그렇마면， (5)의 경우도 다음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흔적 t와 선행사 where가 동지표되어 있으므로 고유지배될 것으로 예 

상된다. 

(5) ' *the library wherei 1 heard [NP the rumor [;; that the man read 

the book ti ] ] 

그러냐 (5) '에서는 t가 고유지 배되지 않아 공법주원리를 어낀다고 앞서 논의 

하였다. 다시 말하면， (9)에 서는 t기- 선행사 where에 의해 선행사 지배되지 

만， (5) '에 서는 t가 선행사 where에 의해 선행사-지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 

이 러 한 (9)와 (5) '의 차이 기. (7iib)로는 포착되 지 않는다. 뿐만 아니 라 선 

행사-지 배의 경우에는 지 배 자가 핵 (head) 이 아니므로 지배의 정의 (8)에도 

맞지 않는다. 이 런 ;섭 을 보총 • 개 선하기 위 해 , 라스닉 사이 또(Lasnik and 

Saito 1 984)는 (7iib)의 선행사 지배를 다음 (1 0)과 같이 보완하여 제시하 

였다. 

(1 0) a가 P를 선행사-지매하려변， 

( i) a와 R가 동지표되어야 하고 

(ii) a가 P를 성 운동어 (成分統細 : c-command)해 야 하고 

(iii) a에게 성분통어되연서 P를 관할하는 NP나 S가 있어서는 안된다 

(단， ß가그 NP냐§의 핵(核: head)일 때는제외). 

(a antecedent-governs ß iff 
(i) a and ß are coindexed and 

( ii) a c-commands ß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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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there is no r (r an NP or S) such that a c-commands r and 

r dominates ß, unless ß is the head of r. ) 

한연， 성분통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1) a가 R를 성 분통어 하려 연， 

( i) a가 H를 관할하지 않고 

( ii) a를 관할하는 첫 분지 절점 (分技節點 : branching node) 이 R도 관 

할해야 한다. 

(a c-commands ß iff 
( i) a does not dominate ß and 

( ii) the first branching node dominating a dominates ß. ) 

(7iib)는 (1 0i)에 해 당하고， (10ii)와 (10iii)은 (7iib)에 없는 새 로운 조건 

이 다. (9)는 (10i, ii, iii)을 모두 만족시 키 지 만， (5) '는 (10i, ii)는 만족시 켜 

도 (1 0iii)은 만족시키지 않아 비 문(非文)이 다. 즉， (5) '에는 표시된 바와 같 

이 t를 관할하연서 그 선행사 where에게 성분통어되는 NP도 있고 S도 있기 

때문이다. 

이 상에서 논의한 하위 인접초건과 공범주원리는 모두 a-이동규칙 이 어떤 

요소를 너 무 멀리까지 이 동시키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 하위인접조건은 a-이동규칙이 어떤 요소를 이동하는 데 있어 NP나 

S를 하나 이 상 건너 가지 못하게 하고， 공범주원리는 a 이동규칙이 남기는 t 

가 고유지배될 수 있는 한도내에서만 a 이 동이 가능하드록 규제한다. 그 

런데， 하위인접조건과 공법주원리의 고유지떼조건사이에는 상당한 유사점 

이 있다. 하위인접조건의 한계절점 (bounding node) 이 NP와 S인데 ((3) 참 

조)， 선행 사 고유지배를 막는 절점이 또한 NP와 S이다((1 0) 참조) . 좀스키 

(1986)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S도 S도 각각 최대 투사법 주라고 가정하면 이 

들은 모두 최대투사뱀주이다. 한펀， 어휘적 고유지배의 기초가 되는 “지배” 

를 막는 절정도 역시 최대투사법주로 국한된다((7 i ) (8) 참조). 

이 러 한 하위 인접 조건의 요소와 고유지 배 조건의 요소의 유사성 에 착안하 

여， 좀스키 (1986)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벽 (障慶 : barrier) 이 라는 한 

가지 개념으로 하위인접초건도， 고유지배 또는 지 배의 조건도， 규명된다고 

주장한다. 

(12) 하위 인 접 조건 (총스키 1986) 
t는 그 선행 사에 하위 인 접 (subjacent)해 야하는데 a가 R에 하위 인 접 

하려 면 ， a플 관할하며 P흘 ul 관할(非管縣 : exclude)하는 장벽 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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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 있 어 서 는 안된 다. (a is subjacent to ß iff there is no more than 

one barrier for a that excludes ß. ) 

(1 3) a가 R를 고유지배하려면， 

(i) a가 g를 지배하고 

( ii) a와 g가 의 미 역 -지 배 (意味投-支配 : O-government) tf 연 쇄 -동지 
표(連銷-同指標 : chain-coindexing)에 의 해 자질 (資質 : feature)을 

공유(共有)해야 한다. 

(a properly governs ß iff 
( i) a governs ß and 

(ii) a and ß share features by O-government or chain-coindexing.) 

(1 4) a가 R를 지배하려면， 

(i) a가 R를 m-통어 하고 

(ii) ß를 관할하고 a를 비관할하는 장벽이 없어야 한다. 

(a governs ß iff 
(i) a m-commands ß and 

(ii) there is no barrier for ß that exc!udes a.) 

한연， 비관할， 의미역-지배， m-통어 동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5) a가 R를 비관할하려연 a의 어느 부분(segment)도 R를 관할하지 

않아야 한다. (a excludes ß iff no segment of a dominates ß.) 

(1 6) a가 R를 의미역-지배하려면， 

(i) a가 XO, 즉 핵 (核 : head) 이고 

(ii) a가 R를 의 미 역 -표시 (意、味投-表示 : O-mark)해 야 한다. 

(a O-governs ß iff 
( i) a is XO and 

(ii) a O-marks ß.) 

(17) a가 껴를 m-통어 하려 면， 

(i) a가 R를， 또는 R가 a를， 관할하지 않고 

(ii) a를 관할하는 첫 최 대 투사법 주가 R를 관할해 야 한다. 

(a m-commands ß iff 
(i) neither a nor ß dominates the other and 

(ii) the first maximal projection dominating a dominates ß.) 

의미역-지배의 기초가 되는 의미역 -표시는 다음과 갇이 정의된다. 

(18) a가 g를 의미역-표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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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가 X。이거나 술부인 최 대투사법주이고 

(ii) a와 R는 자매 (뼈·妹 : sister)이 어 야 한다. 

(a 8- marks ß iff 
(i) a is XO or a predicate XP and 

(ii) a and ß are sisters.) 

7 

(19) 술부 최대투사범주는 논항의 역할을 하지 않는 모든 최대투사법주 

를 뭇한다. (A predicate XP is any maximal projection that does not 

function as an argument.) 

(20) a와 P가 자매가 되려면， 

(i) a가 X。이 연 a와 껴가 상호 성 분통어 해 야 하고， 

(ii) a가 XP 즉 최대투사법주라면 ， a와 R는 상호 m-통어해 야 한다. 

(α and ß are sisters iff 

(i) a and ß c-command each other if a=Xo or 

(ii) a and ß m-command each other if a=XP.) 

이제 장벽의 정의를 알아 보자. 

(21) a가 R에 대하여 장벽이 되려면， 

(i) a는 껴에 대 한 IP 이 외 의 차단법 주(遊斷範l濤 : blocking category 

= BC)이거나 

(ii) a는 R에 대한 차단법주를 관할하는 첫 최대투사법주이어야 한다. 

(a is a barrier for ß iff 
(i) a is a BC for ß except IP or 

(ii) a is the first maximal projection that dominates a BC for ß.) 

장벽의 기초가 되는 차단법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22) a가 껴에 대한 차단법주가 되려면， 

(i) a가 R를 관할하고 

(ii) a는 L-표시 (L-表示 : L-mark) 되 지 않은 최 대 투사법 주이 어 야 

한다. 

(a is a blocking category (=BC) for 껴 iff 

(i) a dominates ß and 
(ii) a is a maximal projection that is not L-marked.) 

(23) a가 R를 L-표시 하려 면， 

(i) a는 어 휘 적 핵 (語윷的 核 : lexical head) , 즉 N, V, A, 또는 P이 고 

(i i) (a) ß는 a가 의미역-지배하는 최대투사법주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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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ß는 a가 의미역 -지배하는 최대투사뱀주의 핵(核 : head)이거나 

(c) a가 의미역 -지배하는 최대투사범주가 IP 또는 CP일 때는， 그 

최 대 투사범주의 지 정어 (指定語 : specifier = SPEC)도 R가 된다. 

(a L- marks ß iff 
( i) a is a lexical head , i.e. , N , V , A , or P, and 

(i i) (a) 껴 is the maximal projection that a O-governs or 

(b) ß is the head of the maximal projection that a (}- governs or 

(c) ß is the specifier of the maximal projection that a O-governs 

if the maximal projection is IP or CP. ) 

한펀， 총스키 (1 986)은 XO 또는 핵 (head)으로서 N, V , A , P, 1, C 등 6가 

지를 인정한다. N , V, A , P는 각각 명 사， 동사， 형용사， 전치사에 해당하 

는 핵으로서 어휘핵/범주(lexical head/category)라고 불리우고 I와 C는 각 

각 INFL과 COMP로서 11! 어 휘 핵 /법 주(nonlexical head/category)라고 불리 

운다. 이 6가지 핵을 X 또는 XO로 냐타냈을 때 ， 이 핵들의 어휘투사법주 
(語윷授射範廳 : lexical projection)는 X로 나타내고， 그들의 최대투사법주 

(最大投射範暗 : maximal projection)는 홍 또는 XP로 나타낸 다. 예 를 들어 , 

앞서 언급한 IP와 CP는 X가 I 또는 C인 XP로서 각각 I와 C의 최 대 투사법 

주를 냐타낸다. 최대투사법주의 구조를 도시(圖示)하연 다음과 같다. 

(24) XP ______ 1 _____ 

지정어 L 부가어 
X 

-----------X 보충어 

보충어 (補充語 : complement)는 핵 인 X애 의 해 하위 법 주화(下位範n짧化 : 

su bca tegorize)되 는 구문요소로서 보통 NP와 PP가 되 고 매 우 드물게 AP가 

될 수도 있다. 부가어 (附加語 : adjunct = ADJ)는 최 대 투사법 주인 XP에 대 

한 수식어로서 펼수적 구문요소는 아니 며 보통 PP 또는 AP가 된 다. 지징어 

(指定語 : specifier = SPEC)는 핵과 보충어와 함께 최 대투사법주의 3요소의 

하나가 펀다. 종전의 S애 해당하는 IP의 지정어는 주어가 된다. 종전의 S에 

해 당하는 CP의 지 정 어 는 이 동된 의 문사(wh-phrase)가 정 착하는 자리 기- 된 

다. NP의 지정어는 소유격의 NP 또는 영어의 관사와 같은 한정사(限定詞 : 

determiner)가 온다. AP나 PP의 지 정 어 도 그 AP나 PP의 의 미 상의 주어 기

올 수 있다. VP의 지정어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 VP의 의 

미상의 주어는 IP의 지정어 자리에 온다고 보고 있기 떼문이다. 

그러면 ， 구체적으로 다음 (25)와 같은 문장이 장먹이흔드로 어떻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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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 살펴 보자. 

(25) Who; did you see t; ? 

이 문장의 D-구조(D-構造 : D-structure)와 거 기 에 적 용되 는 의 문사-이 동 

(wh- movement) 상황을 도시 (圖示)하연 다음 (26)과 같다 

(26) 

우선 (25)의 운장의 성분구조는 3개의 최대투사법주， 즉 CP, IP, VP로 구 

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CP외 IP는 각각 종전의 S와 S에 해당한다. 

이 문장의 D-구조에 서 조동사 did와 의 문사 ψho가 a-이 동되 어 s-구조가 유 

도된다고 보는데， 우선 did의 이동을 장벽이론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tj와 did j 사이 에 는 최 대 투사뱀 주가 IP 하나밖에 없는데 , IP는 (21i) 

에 규정한대로 장벽이 아니다. 따라서， tj를 관할하고 didj를 비관할하는 장 
벽 이 하냐도 없으므로 did의 이동은 하위인접조건 (12)를 만족시킨다. 또 

didj가 tj를 m-통어 하고 그 사이 에 장벽 이 없으므로 (14)에 따라 didj가 tj를 

지 배 하고， 나아가 didj와 tj는 하냐의 연쇄 (連銷 : chain)를 이 루어 동지 표(同 
指標 : coindexed) 되었으므로 (13)에 따라 didj는 tj를 고유지배한다. 따라서， 
공엄주원리 (6)을 만족시킨다. 

다음에는 의문사 이동에 대하여 알아 보자. 만일 종전처럼 (25)에서 의문 

사 ψho의 이동이 see의 목적어 자리에서 문두의 CP의 지정어 자리로 곧바로 

이루어진다면， 하위인접조건을 어기게 된다. 왜냐하면， (22)에 따라 VP는 

차단범주이므로 (21i)에 따라 장벽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IP도 (21ii)에 

따라 장벽이 되어， 2개의 장벽 즉 VP와 IP가 t ;를 관할하면서 ωho;를 비관 

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5)는 완전히 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총스 
키(1986)은 (26)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의문사 이동이 VP에 일단 멈추었다가 

문두로 이동해 간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이 가정은 전혀 새로운 가정이 아 

4 D-구조， s-구조 등의 개 념 에 대 하여 는 총스키 (1981)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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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왜냐하면， 의문사 이동도 일종의 a-이동인데 ， a-이동은 원래 무엇이 

나 아무데라도 이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운이다. 따라서， 

다른 원칙이나 규칙을 위반하지 않는한 a-이동은 아무데라도 멈추었다가 

이통해 갈 수 있다. 

그런데 ， a-이동이 어디에 멈추었다가 이통해 가는 데는 두가지 경우가 있 

다. 미리 마련되어 있는 벤 자리에 멈추었다가 가는 경우와 먼 자리가 마련되 

어 있지 않은 곳에 멈추었다가 가는 경우이다. 전자를 삽입(揮入 : insertion) 

또는 대 입 (代入 : substitution) 이 라고 하고 후자를 부착(附훌 : adjunction)이 

라고 한다. (26)에서 의문사가 VP에 멈추었다가 가는 것은 부착의 경우이 

다. 츰스키 (1986)은 부착은 다음과 같이 이 루어 진다고 본다. 즉， 다음(27 

기)과 같은 구조에서 B에 E가 부착된다면 (27 L )과 같이 된다고 본다. 

(27) 기 A L. A 

B B ------- -------C D E B -------C D 

다시 말하연， B에 E가 부착된다고 할 때 ， E가 직접 B에 부착되는 것이 아 

니고 B 위에 또 하나의 B를 만들어 그 새로 만들어진 B에 E가 부착된다 

따라서， (26)에서 의문사 who가 VP에 부착되었다가 이동해간 뒤의 구조는 

다음 (28)과 같이 된다(1 이 상의 구조는 생략함). 

(28) 1 -------1 VP -------t j t/ VP 

V -------V NP 

see t i 

(28)에서 t i는 t/에 하위인접하므로 하위 인접조건 (1 2)를 만족시킨다. 다 

시 말하면， ti와 t l/ 사이의 최대투사법주는 VP 하나인데， 이 VP는 ti를 관 
할하지만， t/을 비관할하지 뭇하므로(비관할의 조건(15) 참조)， t‘와 t/ 사 

이 의 장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한펀， VP에 부착된 이 t/은 (26)에서 CP 

5 이 러한 부착방식 을 종폐 에 는 특별히 “츰스키-부착(Cbomsky .adjunction) "이라고 
붕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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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는데 장벽을 하나도 건너지 않 o 므로 역시 하위인 

접조건을 만족시킨다. 다시 말하면， (26)에서 의문사 who가 VP에 부착되었 

다가 CP의 지갱어 자리로 이동해가는 과정에서 2개의 최대투사법주 VP와 

IP를 건너가게 되는데 ， 그 VP가 whoi를 비관할하지만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tl/을 관할하지 못하므로 장벽 이 되 지 뭇하며 IP는 (21i)에 따라 장벽 

이 되 지 않는다 . (28)에 서 VP가 t/을 관할하지 옷하는 이 유는 관할의 조건 

이 다음 (29)와 같키 때문이다. 

(29) a가 R를 관할하려 면 ， a의 모든 부분(segment) 이 P를 관할해 야 한 

다. (a dominates ß iff every segment of a dominates ß.) 

한연， (26)에서 ti는 공범주원리를 만족시킨다. 다시 말하연 see는 ti를 m

통어 하며 , t i를 관할하연서 see를 비 관할하는 장벽 이 없으므로 see는 t i를 지 

배 하는데 , see는 t i를 의 미 역 -지 배 하여 자질 을 공유하므로 see가 t i를 고유지 

배한다. (28)에서 t;'도 공범주원리를 만족시킨다. 다시 말히면， 앞서 논의 

한바와 같이 t;'과 who i 사이 에 장벽 이 하나도 없고 whoi가 t/을 m-통어 하므 

로 whoi가 tl/을 지배하는데 ， whoi과 t;'은 같은 연쇄에 속하으로 ψhO i가 t;' 

을 고유지배한다. 

(26)에서 의문사 who가 VP에는 부착되었다가 이동해가면서 NP나 CP 동 

에는 부착되지 않는 이유는 다음 (30)과 같은 부착의 조건 때문이다. 

(30) 부착은 비논항(非論項 : nonargument) 인 최대투사멤주에만 가능하 

다. (Adjunction is possible only to a maximal projectioIl that is a 

nonargumen t.) 

다시 말하연， NP와 CP는 논항인 최대투사범주이기 때문에 부착이 불가능하 

다. 한편 ， (26)에서 의문사 who가 IP에 부착되지 않는 이유는 IP도 일종의 

논항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IP는 원래 스스로 장 

벽이 되지 못하므로 a-이동이 IP에 부착될 펼요가 없거 때문이라고 보겠다. 

다시 말하면， 어떤 요소가 이동되는 도중에 어떤 법주에 부착된다는 것은 

그 법주의 장벽성을 해소하는 효과를 낸다는 의미밖에 없거 때문이다. 따라 

서， 어떤 법주의 장벽성을 해소할 펼요가 없을 때는 그 법주에 부착될 펼요 

가 없다. a-이동규칙 자체기 원래 수의적 규칙 (optional rule)이므로 부착현 

상도 수의적이다. 따라서， 부착이 필요에 의해서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2. 관계화 

다응 (31 끼)의 관계화 구문을 앞서 논의한 (26)과 같은 성분구조(constit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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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에 따라 분석하면 (31 L)과 같이 된다. 

(26)에서 의문사 who가 VP에 부착되었다가 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해 

간 것과 똑같은 이유로 (3 1b)에서도 관계사 who가 VP에 부착되었다가 CP 

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해 간다고 본다. 그런데， (26)애서는 I가 did로 실현 

되어 CP의 핵 자리로 이통해 값는데， (31 L)에서는 I의 PAST가 뒤에 see와 
결합하여 saw를 이루게 되어 CP의 핵인 C는 공뱀주(호範禮 : empty category) 
로냥는다. 

한변， (31 기)에서 관계사 who가 생략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를 위하여 

(31 L)에서 관계사 who가 C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 후 탈락될 수도 있다 

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청은 다음 (32)와 같은 영가설(零假 

設 : null hypothesis) 을 어 긴 다. 

(32) 영가설 
최선의 가설은 아무것도 가정하지 않는 가설이다. 

다시 말하면， 표띤구조에 나타나지 않는 요소는 D-구조에서 부터 어 휘 적 으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영가설에 부합된다. 따라서， (31 기)에서 관계사 who가 

생 략된 경 우는 D-구조에 서 부터 공범 주 관계 사 즉 공연 산자(호演算子 : empty 
operator)를 설정하여， 다음 (33)과 같이 그 S-구조를 섣정할 수 있다. 

(33) the man [cp Oj [ë e [IP you saw tJJJ 

(33)은 (31 L)과 똑같은 구조로서 다만 (31 L)의 관계사 who 대신에 (33)에 

서는 공연산자 0가 대치되었을 뿐이다. 

한펀， (31 기)에서 관계사 who 대신에 접속사 that이 쓰일 수 있다. 이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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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다음 (34)에서 보듯이 (33)에서 C의 자리에 공법주 대신에 비공범주 

(非호範隱 : nonempty category) 인 that이 나타난 경 우이 다. 

(34) the man [cp Oi [ë that [IP you saw tiJ JJ 

(34)에 서 that이 관계 사가 아니 라 정 속사라는 증거 는 다음 (35)와 같은 예 

에서 찾을 수 있다. 

(35) 까 • the man to w hom you talked 
L. 용the man to that you talked 

즉， (35 기)에서 보듯이 whom 앞에 전치사 to가 쓰일 수 있는 것은 whom은 

일종의 대 영사 즉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이며， (35 L )에서 보듯이 that 앞에 전 

치사 to가 못쓰이는 이유는 that이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접 속사이기 때운이 

라고 할 수 있다. 한연， 중세영어에서는 다음 (36)에 서 보듯이 who와 that 

이 함께 쓰인 관계화 구문도 가능했다. 

(36) the man [cp whoi [ ë that [ IP you saw t ;J JJ 

따라서 , 만일 that도 관계 사라면 (36)과 같은 경 우는 관계 사기- 둘인 관계 화 

구문이 될 것이다. 더우기 ， 중세영어 에서 who와 that이 함께 오는 관계화 

구문의 경우 (36)에서 보듯이 항상 who가 that 앞에 온다는 사실은 (36)의 

분석이 타당하다는 또 하나의 증거 가 된다. 다시 말하연， (36)에 서 who는 

that 앞에 올 수 밖에 없다. 왜냐히면， 관계 사 rνho는 CP의 지 정 어이고 접 

속사 that은 CP의 핵 (head)이므로 전자는 후자 앞에 오게 되기 때문이다. 

위에 논의한 바와 같이， 관계사가 나타나지 않은 관계화 구문의 분석에 

공범주 관계사 즉 공연산자를 설정하면， 한국어 와 같이 관계사가 전혀 표면 

화되지 않는 언어의 관계화도 영어의 경우와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한국어 

의 관계화 구문은 앞서 논의한 (34)의 경우처럼 관계사는 공법주이고 접속 

사는 비공범주인 경우로 볼 수 있다. 즉， (34)에 서 보는 선행사， 관계사， 

접속사 그리고 관계절의 순서를 그대로 뒤 바꾸면， 다음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의 관계화 구문이 된다. 

(37)~ [[[네 가 t i 보] IP L] ë Oi]CP 사람 

(37)에서 관형사형 (冠形詞形)의 동사 본의 관형사형 어미 - L을 영어의 that 

에 해당하는 접속사의 일종으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 한국어의 접속사는 대체로 -고면 등과 같이 어미로 나타나므로 

관형사형 어미도 접속사로 볼 수 있다. 둘째， 관형사형 어마 - L , -는을 

은 시제도 나타내는데， 접속사는 시제와 연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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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사가 시제와 연관된다고 보기 어렴다 따라서， 구성요소에 있어서 영어 

의 (34)와 한국어 의 (37)은 동일히 다고 가정 해 볼 수 있다. 뿐만 아니 라 그 

구성요소의 구조에 있어서도 (34)와 (37) 이 동일하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어에도 동사구(VP)의 성분이 존재한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그 

러면， (37)에서 공연산자가 동사 보의 목적어 자리에서 CP의 지정어 자리 

로 이동해 가는 과정에서 ， (31 L)에서처럼 VP에 부착되었다가 이통해 가는 
것으로 가정하게 된다 

이상의 한국어 관계화 구문에 대한 가정이 한국어 관계화 현상을 장벽이 

콘에 업각하여 설명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아래에 보이고자 한다. 우선 

장벽이론에 업각한 영어의 관계화 현상에 대한 설영을 제시하고， 이에 상응 

한 한국어 관계화 현상을 장벽 이 론에 입각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먼저 앞서 

논의했던 다음의 (2)와 (4)의 관계화 구문에 있어 그 문법성의 차이를 장벽 

이론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2) ?*the book which; 1 met the man who read t; 

(4) ?the book which; 1 heard the rumor that the man read t; 

앞서 우리 는 (2)와 (4)가 공법 주원리를 어기지 않음을 확인했고， (2)는 

하위인접조건을 어끼어 비문법적염도 확인했다. 한연， (4)는 하위안정조건 

을 약하게 어기어 약간 어섹하지만 (2)보다 훨씬 문법적인 표현이 될 것이 

라고 간주하었A나 그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못했었다. 이와 같이， 하위인 

접조건을 어긴 구문들의 문법성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총스키(1986)은 다 

음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위인접조긴에 관련하여 하위인접성 (subjacency) 

의 정도의 차이를 규명하고 있다. 

(38) a가 R에 하위 인접 (subjacent)하려 면 a기- 껴에 0-하위 인접 (O-subj. 

acent)하거 나 l 하위 인접 (1-subjacent)해 야 한다. 

(a) a가 P에 0-하위 인짐하려떤 a를 관할하며 #를 비관할하는 장역 

이 하나도 없어야 한다. 

(b) a가 ßol1 1 -하위 인접하려띤 a를 관할하며 R를 비관할하는 장벽 

6 영이에서도 시제외 접속사는 연판이 있다. 즉• that은 시제가 있는 정의 접속사 
는 될 수 있으냐 시제가 없는 철의 접속사가 될 수 없고， 반대로 jQr는 시제가 없는 
철의 접속사는 될 수 있으나 시제가 있는 철의 접속사가 될 수 없다. 

7 한국어에도 동사구(VP)의 성분이 존재한다는 가갱은 결속(結束 : binding) 현상 
에서 그 타당성이 업종되고 있다. 이 갱에 대하여 양동휘(1986a)를 참조할 것. 

8 이와 강이 영어의 관계화 구문과 한국어의 관계화 구문이 본질적 A로 동일하다 
고 보는 것은， 보펀운법(팝遍文法 : universal grammar=UG)의 관정에서는 매우 당연 
한 가갱이다. 이 갱에 대하여 양동휘 (1986b)릎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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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나만 있어야 한다. 

(c) a가 R에 n-하위 인접하려면 ， a를 관할하며 껴를 비관할하는 장벽 

이 n개만 있어야 한다. 

(a is subjacent to ß iff α is O-subjacent or l -subjacent to ß. 
(a) a is O- subjacent to ß iff there is no barrier for a that excludes ß. 
(b) a is l - subjacent to ß iff there is one barrier for a that excludes ß. 
(c) a is η-subjacent to ß iff there are η barriers for a that exclude ß. ) 

(38)에 따르면， 0-하위 인접 이 냐 1-하위 인접 의 경 우는 하위 인접 조건을 어 

기지 않지만 2-하위 인접 이상의 경우는 하위인접을 어긴다는 것이다. 이 것 

은 하위 인접의 정도에 따라 하위 인접조건의 만족의 정도가 결정됩을 돗한 

다， 실제로 총스키(1986)은 0-하위인접도 1 -하위 인접도 하위 인접조건을 어 

기지는 않지만， 1-하위인접의 경우는 0-하위 인접의 경우보다 덜 자연스럽다 

고 주장한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여， 0-하위인접만이 하위인접조건을 완전 

히 만족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하위인접의 정도의 차이로 앞서 논의한 (2) 

와 (4)의 문볍성의 차이도 설명된다고 츰스키 (1986)은 주장한다‘ 다음에 이 

주장을 자세 히 살펴 보자. 

우선 (2)의 경우 (26)이냐 (31 L)에서처럼 그 성분구조와 관계사의 이동을 

도시하연， 다음 (39)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하위 인접 상황을 확인하게 된다. 

(“Subj"는 “Subjacent" 즉 “하위인접”을 나타내고 O표한 최대투사법주는 장 

벽임을 나타냉. ) 

O- Suhj 

(89) ?한he book‘ [cP whjch j [IP 1 [vP m앙 핸 the m때) 탱 Wκτ: 
f l 't 

-, O-Subj 2-Subj 

tj [vp read tjJ 
----.J.L __ .... 

O-Subj 

즉， 관계 사 whoj는 최 대 투사뱀 주를 IP만 건너 가는데 IP는 스스로 장벽 이 되 

지 못하므로 0-하위 인접 이 되 고， 관계 사 whichj는 하위 질의 VP에 부착되 었 

을 때는 최대투사범주를 하나도 건너지 않으므로 0-하위인접이지만， 상위질 

의 VP에 부착되었을 때는 3개의 최대투사법주 IP, CP 그리고 NP를 건너가 
게 되는데， IP는 정벽이 못되지 만 CP와 NP는 장벽이 되므로 2-하뷔인접이 

되어 하위인접조건을 어낀다. 여기서 CP는 (21í)에 의하여 장벽 이 되고 NP 
는 C21ii)에 의 하여 장벽 이 된 다. 관계 사 tψhich j가 상위 정 의 VP에 부착되 었 

다가 상위절 CP의 지정어 자리에 삽임되었을 때는， 최대투사범주는 IP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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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건너가게 되는데， IP는 스스로 장벽 이 되지 못하으로 0-하위인접이 

된다. 결국， 이 관계화 구운은 관계사 which i가 하위질의 VP에서 상위절의 

VP로 이동하는 과정 에서 2개의 장벽을 한꺼번에 건너야 하므로 하위인접조 

건을 어기어 비문법적이다. 한펀， (39)에서 ti는 동사 read애게 고유지배되 

고， 기타 중간흔적을(intermediate traces)은 라스닉 -사이또(1984)의 a-처 리 

(a-處理 : Affect-a)에 의해서 삭제되므로 공법주원리를 만족시킨다. 이와 

같이 (39)가 하위인접조건을 어기었으면서도 공법주원리 를 어긴 경우처럼 

완전히 비문법적이지는 않은 이유는， 앞서 논의 한 바와 같이， 하위 인접 조 

건 자체가 하위인접의 정도에 따라 결정 되 는 만큼， 그 효과도 절대 성 보다 

는 상대성을 딱 기 때문인 듯하다. 

다음에 (4)를 (39)에서처럼 도시해 보면， (40)과 같이 된다. 

(40) ?the book i [CP which i [IP 1 [V \, heard [NP the (Ñ rumOr 
T It 펀lt 

O-Subj l-Subj 

that [1P the man [vP read t;J 
11,---------, 

o-Subj O-Subj 

(40)에 서 관계 사 which ;가 read의 목적 어 지 리 에 서 하위 절의 VP에 이 동 • 부 

착될 때는 최대투사법주를 하나도 건너가지 않으므로 0- 하위인접이다. 하위 

철의 VP에서 하위절 CP의 지정어 자리에 이동 • 삽엽될 때는 최대투사범주 

를 IP 하나만 건너가게 되는데 ， IP는 스스로 장역이 되지 못하므로， 역 시 

O 하위인접이 된다. 그러냐 하위절 CP의 지정어 자리에서 상위철 VP에 이 

동 • 부착될 예는 장벽이 되는 CP를 건너가므로 1 -하위인접 이 된다고 총스 

키(1986)은 주장한다. 한펀， 상위칠 VP에서 상위절 CP의 지정어 자리에 이 

통 • 상임될 떼는 IP만을 건너가므로 0-하위인접이다. 결과적무로， (40) 이 

문법적이지만 약간 어색한 이유는 관계사 which;의 이동과정에서 1-하위 인 

접의 경우가 한번 있었기 때운이라고 츰스키는 주장한다. 
그러면， (40)에서 관계사 ψhich i가 하위 절 CP의 지정어 자리에서 상위철 

VP애 이 동 • 부착될 때 왜 1 -하위인접이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여기서 관 

계 사 which ‘가 건너 가는 최 대 투사멈 주는 CP와 NP이 다. 그런 데 , NP는 heard 

에 게 L-표시 되 고 CP는 rumor에 게 L-표시 되 므로 이 들은 모두 차단법 주가 아 

니 며 , 따라서 장벽 이 되 지 않는다. 그러 나 츰스키 (1986 )은 다음 (41)과 같 

은 조건을 설정하여 (40)에서 CP기 rumor에게 L-표시될지 라도 장벽이 된다 
고 주장한다. 

(4 1) N에게서 사직 (훼格 oblique case)을 받는 CP는 장벽 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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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40)에서 rumor에게서 지배받는 CP는 사격 도 받으므로 (41) 

의 조건에 따라 그 CP는 장벽 이 된다는 것 이다. 

그러나 이 러한 츰스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장벽 

이 란 기 본척으로 L-표시되지 않은 최 대 투사법 주이며 L-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의미역-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을 뭇하는데， 의미역 -표시된 

최 대 투사법 주가 격 표시 (格表示 : Case-rnarking)까지 된 경 우를 오히 려 장벽 

이 된다고 보는 것은 설득력 이 약하다. 둘째 ， 장벽은 스스로 차단법주이거 

냐 차단뱀 주를 관할하는 첫 최 대 투사뱀 주이 어 야 하는데 ((21) 참조)， (40)에 

서 CP가 rumor에게 서 사격을 받아 장벽 이 된다고 하면， 이 러한 장벽의 조 

건에 예외가 된다. 왜냐하변， (40) 에 서 rumor에게서 사격을 받는 CP가 장 

벽으로서 차단법주도 된다면 ， 이 CP를 관할하는 첫 최대투사범주인 NP도 

장벽 이 되어， 결국 하위절 CP의 지정 어 자리에서 상위 절 VP까지 의 관계사 

이동이 2-하위 인접이 되어 하위인접조건을 어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것을 

막기 위해서는， N에게서 사격을 받은 최대투사법주는 차단법주와 무관한 장 

벽 이 된다고 해야 한다. 세째， 뒤에 논의하는 바와 같이 ， (40)에 해당하는 

한국어 관계화 구문에서도 (40)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도의 문법성을 발견 

하게 되는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rumor에 해당하는 낱말이 인접한 CP에 사 

격 (oblique case)을 준다고 가정 하기 곤란하다. 

위의 논의에서 (41)의 조건이 타당성이 희박함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오 

히려 (41)의 조건을 폐기하고 (40)에 서 장벽 이 되는 것은 rumor어1 게 L-표 

시 되 는 CP가 아니 라 rumor를 관할하는 힘라고 주장한다. (40)에 서 R가 

장벽이라는 주장은 총스키(1986) 이 공범주원리의 고유지배에 대한 장벽으로 

설정한 다음의 최소성 조건(最小性 條件 : Minirnality Condition)을 원용한 

것이 다. 

(42) 최소성 조건 

a에 가장 가까이 있는 a의 지 배 자(支配子 : governor)가 되 는 핵 

(核 : head)의 투사범 주(授射範隱 : projection)는 a에 대한 외부로부터 

의 지 배 를 막는 장벽 이 된 다. (The projection of a head nearest to a 

is a barrier to the governrnent of a. ) 

앞서 논의했떤 장벽의 정 의 (21)은 하위 인접조건에도 고유지배에도 적용 

되는 장벽을 정의하고 있는 반띤， 최소성 조건 (-1 2)는 고유지배 또는 지배 

에만 적용되는 장벽을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성 조건은 하위 인첩조건 

에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 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갇은 조건을 설정하 

여 (40)과 같은 하위 인접의 경우에 최소성 조건을 원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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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에 가장 가까이 있는 a의 지배자가 N일 때， 그 a와 N사이에 최 

대투사법주가 있으연， 그 N의 투사법주는 a에 대한 하위 인접상의 장 

벽이 된다. 

(40)에 (43)을 적용해 보면， 하위철 CP의 지정어 자리에 있는 ti에 가장 가 
까이 있는 tj의 어휘적 지배자가 되는 핵은 ru1.ηor인데 ru껴or는 N이 며 t;와 

rumor 사이에 최대투사뱀주 CP가 있으므로 N의 어휘적 투사법주(lexical 

projection) 인 N는 t j에 대한 하위인접상의 장벽이 된다 이 렇게 하여， 우리 

는 (41)을 (43)으로 대 치 할 것을 제 안한다. 

위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관계절이 또 다른 관계절을 내포하는 

(39)의 경우와 관계질이 동격절을 내포하는 (40)의 경우를 특정적으로 도시 

하면 각각 (44)와 (45)와 같이 되는데， (44)에서는 0표한 CP와 NP가 장 

벽이고 (45)에서는 O표한 N가 장벽 이다. 

(45) 

the CP 
ζ~ 

(45)에서 CP는 rumoroll 게 서 L-표시되 었으므로 장벽 이 아니고 NP는 heard 

에게서 L-표시되 었으므로 장벽 이 아니다. (44)에서 CP는 L-표시되지 않았 

S므로 장벽 이 고， NP는 rnet에 게 서 L-표시 피 지 만 차단법 주인 CP를 관할하 

는 첫 최 대 투사뱀주이므로 장벽 이 다. 

9 최소성 조건 (42)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어휘적 지 배자가 뇌는 핵 의 투사뱀주” 

가 장벽이 된다고 하였는데， “투사벙주”란 “어휘척 투사범주”도 “최 대 투사벙주”도 지 
시한다- 영어 와 같은 언어에 서의 최소성 조건에 의한 장역은 어 휘척 투사법주이고， 
한국어와 같은 언어에서의 최소성 조건에 의한 장벽 은 최 대 투사범주이다. 이 갱 에 대 
하여는 뒤에 다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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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44)에서 NP가 CP를 관할한다고 할 때， 과연 다음 (29)와 같은 

관할의 조건을 만족시 키 고 있는지 살펴 보자. 

(29) a가 R를 관할하려 연 ， a의 모든 부분(segment) 이 R를 관할해 야 한 

다. (a dominates ß iff every segment of a dominates ß.) 

실제로 (44)에서 NP 바로 위에 또 NP가 왔으므로 이 두 NP 절점(節點 : 

node)들은 하나의 NP 법주의 부분 (segment)들로 볼 수 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44)에서 NP는 CP를 관할하지 뭇한다. 왜냐하연， 위 NP는 CP 

를 관할하지만， 아래 NP는 CP를 관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44)에서 NP는 장벽 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연， NP는 met에게서 L-표시 

되 었고 또 차단법 주인 CP를 관할하지 도 못하기 때 문이 다. 따라서 , (39)의 

비문볍성을 하위인접조건으로 성명할 수 없게 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라스닉 (Lasnik)은 다음 (46)과 같은 부분

(segment)의 조건올 상기시키고 (44)에서 두 NP 철점은 한 NP 법주의 두 

부분이 아니 라 별개 의 NP 법 주라고 주장하였다 10 

(46) 한 범 주의 부분을(segments of a single category)은 지 표(指標 : 

index)를 포함하여 모든 자질(資質 : feature) 이 같아야 한다. 

다시 말하띤， (44)에서 두 NP는 지표가 서로 다르므로 한 법주의 두 부분 

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39)에서 the maπ과 the man who read ... 

는 그 지시하는 내용이 분명히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 (47)에서 보듯이 관계절이 외치(外置 : Extra

position)된 구문에 대한 설명에 잘 맞지 않는다. 

(47) [NP ’ [M the book] NP 1‘] Np· was sold] lp [? that I wanted to 

readJCPi o-Subj 

(47)은 주어의 관계철이 외치되어 IP에 부착펀 구문으로서 완전히 문법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47)에 표시된 바와 같이 관계절의 외치는 0-하위 인접이 

라야 한다. 그런데 ， (47)에서의 관계절의 외치이동은 NP'와 IP를 건너가게 

되는데， IP는 관계절이 부착된 법주이묘로 장벽이 안 되지만， NP'는 앞서 

라스닉의 주장에 따르연 장벽이 펀다‘ 왜냐하연， (47)에서 NP'는 L-표시되 

지 않았으면서 tj를 관할하고 외치된 관계절인 CPi를 비관할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연 ， (47)의 문법성을 성명할 수 없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부분(segment)의 조건으로서 (46)대 

]0 이 주장은 1987년 1월 라스닉이 직접 안성호군에게 구두로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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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 다음의 (48)을 제 안한다. 

(48) 어떤 두 요소가 한 법주의 부분이 되려면， 

(i) 그 두 요소가 동일 법주이어야 하고 

(ii) 그 두 요소중의 하나와 어 떤 흔적 t가 그 두 요소중 또 다른 요 

소에 게 직 접 관할(immediately dominate)되 어 야 한다 11 

(Two elements are segments of a category iff 

(i) the two elements are of one category type and 

(ii) one of the two elements and a trace are immediately dominated 

by the other elemen t.) 

다시 말하연， 다음의 (49 기)나 (49 L )와 같은 구조에서만 X가 동일 범주의 

두 부분이 된다고 제안한다. 

(49) 기 x 

--------x 
L. X 

--------x 

(49 기， L )의 구조는 어떤 요소기- x에 부착되었다가 흔적을 냥기고 이동해 

갔을 때 생기고， 또 (47)에서처럼 관계화 구문에서 관계절이 외치되어 나갔 

을 때 생긴다. 따라서 ， (47)에 서 NP와 NP'은 한 법주의 부분들이다. 그러 

므로 (47)에 서 NP'은 t j를 관할하지 뭇한다. 따라서 , NP'은 장벽 이 아니 다. 
그러 나 (44)에서는 관계화 구문이 (49 기)이 나 (49 L )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 않으므로， 두 NP는 한 뱀 주의 부분들이 이니 다. 따라서 , (44)에 서 는 

NP가 차단엄주인 CP를 직접 관할하는 최대투사법주이므로 장벽 이다. 

총스키 (1986)은 (47)에 서 보는 바와 갇은 NP로부터 의 외 치 (Extraposition 

from NP) 현 상은 s-구조의 통사현 상이 아니 라 음성 형 태 (륨聲形態 : Phonetic 

Form = PF)에 척용되는 비 통사적 (nonsyntactic)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 

장하고， 따라서 (47)의 외치현상은 (39)의 관계화 현상과는 달리 하위인접 

조건이나 공법주원리의 제약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12 그 

러나 다음 (50)과 같은 외치구문의 비운법성은 하위인접조건 또는 공법주원 

리로 설명될 수 밖에 없다. 

11 a가 ß'를 직선 관할하려면 ， a에게 관한도l 면서 P를 관할하는 요소기- 없어 야 한다. 
(α immediate\y dominates ß iff there is 11 0 T that is clominated by α ancl dominates 
ß.) 

12 이피 한 가능성올 다스낙도 안성 호군에게 구두로 시사하고 있다. 지 "11 -경속이 론 
에서 음성형태 현상에는 하위언선조건도 공법주원리도 적용되 지 않는다고 가청하고 있 
으나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이흔이 제시펴고 있지는 않다. 음성형 태와 논21 형 태 (g命웰形 
態 : Logical Form =LF) 의 차이 에 대 하여 는 침스키 (1981)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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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iimny hooks [pp with [Np stories F]NP 빼 뼈 were sold] IP [당 

2-Subj 

that 1 wanted to readJ cPi 

(50)에서 stories에 대한 관계절이 NP, PP, NP 동의 3최대투사법주를 건너서 

IP에 부착되고 있다. 첫 NP는 with에게서 L-표시되므로 장벽이 아니지만 

PP와 NP는 L 표시되지 않으므로 장벽이다. 따라서， (50)에서 관계절 외치 

는 하위인접조건을 어기었으며 따라서 공뱀주원리도 어기었으므로， 완전히 

비문(非文)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39)와 (40) 의 문법성의 차이에 대한 이상의 섣명은 한국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39)와 (40)에 해당하는 한국어 예문의 분석은 각각 (51) 

과 (52)와 같이 된 다. 

0-Subj 

(5l) ?* [ IP L [VP E펀갤]IP 은 ði팽 사람 j 빼 을 에 가 판난펀XE-
o-Subj 2-Subj 

과ε느요;]CP 책 l 

O-Subj 

(52) ? [IP 그 사람。1 [vp t펴밍 었다JIP 는↑jJcP 소문뺑을 내가 을]xε-
O-Subj O-Subj l-Subj 

해
%
，
 

야
 

O 

*
」1 

은
 

-빠
 

I 

-o 

위의 (51)이나 (52)가 영어의 (39) 나 (40)과 다른 점은 다만 후자에 서는 관 
계사 which가 이동하고 있는데 전자에서는 공법주 관계사인 공연산자 071-
이동하고 있으며， 영어에서는 CP의 지정어 지-리기→ 왼쪽에 있으므로 (39) 나 

(40)에서는 관계사 이동이 왼쪽으로 일어나는 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CP의 

지정어가 오른쪽에 있으므로 (51)이냐 (52)에 서는 관계사 이동이 오른쪽ξL 

로 일어냐고 있다는 점이다. 

(51)에서는 (39)에서처럼 공법주 관계사가 하위결의 VP에서 상위절의 VP 

로 이동해 가는 과정에서 2개의 장벽， 즉 CP와 NP를 건너갔으으로 하위인 

접조건을 어기었다. 따라서， (51)은 (39)와 같은 정도로 비문법적이다. (51) 

에서 CP를 직접 관할하는 NP를 장벽으로 보는 이유는 (39)의 경우처럼 부 

분(segment)의 조건으로서 (48)을 받아들이 기 때 문이 다. 한편， (39)에 서 t i 

가 동시. read에게 고유지배되어 공범주윈리를 만족시키듯이， (51)에서도 tj 



22 語댐Iiff 1t: 第23줬 第 1 없 

는 동사 읽에게 고유지매되어 공엄주원 리 를 만족시킨다. 여기서도 기다 중 

간흔적 들은 a-처 리 로 삭제 되 므로 문제 가 되 지 않는다. 그리 고 (39)에 서 ψho; 

의 이동이 IP만 건너 가므로 하위인접조건도 공엄주원리도 만족시키 듯이， 

(51)에서 도 공법주 관계사 0;의 이동이 IP만을 건너가므로 하위인접조건도 

공엄주원리 도 만족시 킨다. 

(52)에 서는 (40)에서 처 럽 공법주 관계사기- 허위절 CP의 지정어 자리에서 

상위절의 VP로 이 동하여 부착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장벽을 건너가고 있어 

1-하위 인접이다. 따라서 ， (52)는 (40)과 같이 약간 어 색 하지만 문법적인 문 

장이다. 그런데， (40)의 경우에는 (45)에서 보듯이 N가 장벽이 되고 있는 

데 ， (52)의 경우에는 NP가 장벽￡로 간주된다. 그 이유는 각주 9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영어에서는 최소성 조건에 의한 장벽 이 어 휘적 투사법주인데 한 

국어 에서는 최소성 초건에 의한 장벽 이 최 대 투사범주이기 해 문이다. 이 점 

에 돼하여 뒤 에 다시 논의할 것 이 다. 한연 ， (40)에 서 t，가 동사 read에 게 고 

유지 배되어 공범주원리플 만족시키듯이， (52)에서도 t，가 동사 읽에게 고유 

지래되 어 공법주원리를 만족시킨다. 

다음에는 (39)와 (40)과 같은 관계화 구문에서 관계대 명 사가 이 동한 것이 

아니라 관계부사가 이 동한 경우를 살펴보자. 그런 경우에는， 다음 (53)과 

(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39)와 (40)의 문법성의 차이 가 없어지고 모두 

똑같이 완전히 비문법적이다. 
O-Subj 

"" (53) *the library‘ [CP wherei [IP 1 [ vp met 핸 the manj 행who; [IP 
• l• 

Q-Subj 2-Subj 

「
니
 

t 
l 따

 

n 
ν
 

’ b p 

ν
 

·m 
빼
 

J 

「 l 
t 

(54) 해e librarY i rcP wh~rei [ IP 1 [ \.P heard [ NP the 따) rumor [c p It 
f It 

O-Subj j . Subj 

that [ IP the man read the book t;] 
I 

Q- Suoj ’ 

(53)은 (39)와 똑같은 구조의 관계화 구문이 지만 (39)에서는 관계사가 하 

위절 통사의 목적어로서 뜰반하고 있으나 (53)에서는 관계사가 하위절의 부 

사로서 출받하고 있다. (53)에서도 (39)에서처렴 관계시-가 성-위절 VP에로 

이동 • 부착되는 과정에서 CP와 NP의 2장벽을 건너가서 하위 인줘조건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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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있다 13 그러나 (39)에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법주원리가 만족 

되어 있으나 (53)에서는 공법주원리가 만족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하위인 

접조건만 어긴 (39)와는 달리 (53)은 완전히 비운법적이다 14 (53)에서 ti가 

고유지배되지 않는 이유는 t i가 어떤 어휘법주에게서도 지배되지 않으면서 

그 선행사와의 사이에 장벽이 둘이나 있기 때문이다. 

(54)는 (40)과 똑같은 구조의 관계 화 구문이 지 만 (40)에 서 는 관계 사가 하 

위절 동사의 목적어로서 출발하고 있으냐 (54)에서는 관계사가 하위철의 부 

사로서 출발하고 있다. (54)에서도 (40)에서처럼 관계사가 하위절 CP의 지 

정어 자리에서 상위철의 VP에로 이 동 • 부착되는 과정에서 장벽인 N를 건 

너가므로 1-하위인접이 펀다. 그러나 (40)은 약간 어색하지만 푼법적인 표 

현업에 반하여， (54)는 완전히 비문법적이다. 그 이유는 역시 (40)에서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범주원리가 만족되어 있으나 (54)에서는 공뱀주원 

리가 만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54)에서 t i가 고유지배되지 않는 이유 

는 t i가 CP의 지정어 자리에 있는 흔적에게 선행사-지배되지만， 후자는 장 

벽인 N 때문에 선행사-지배되지 않기 해문이다. 

(53)과 (54)의 바문법성에 대한 이상의 설명은 한국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53)과 (54)에 해당하는 한국어 예문의 분석은 각각 (55)와 (56) 

과 같이 된다. 

0-Subi 
• ’ 

(55) 싸 [IP L fi [VP 그 책 을 읽 JVpJ IP 은 Oj J텅 사람j 행을 내 가 만냐보]운 

J IP스3‘JcP 도서관l 
o-Subj 

2-Subj 

(56) 를 [IP 그 사람이 •l 그 책을 읽었다] !P 는↑I JcP 소문J@)을 내가들]감-

]lP은 QiJ Cp 도서 관‘ 
~ 
Q-Subj 

O::'Subj 1-Subj 

13 (39) 나 (40)에서는 관계사가 하위정의 목척어 자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하위 
절의 VP에 부착되었다가 이동해 가지만. (53) 이나 (54)에서는 관계사가 하위철의 
부사 자리에서 출발하커 때문에， 즉 관계사가 VP 밖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VP에 부 
착되었다가 이통해가지 않아도 VP가 장벽이 되지 않는다. 

14 공벙주원리를 어긴 경우가 하위인접초건을 어긴 경우보다 더 비문법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총스키 (1986) 을 참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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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와 (51) 시아의 문법성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53)과 (39) 사이의 운법 
성의 차。1 에 대한 설영과 똑같다. 그리고 (56)과 (52) 사이의 문법성의 차 
이에 대한 설명은 (54)와 (40) 사이의 문법성의 차이에 대한 설명과 똑같 

다. 다시 말하면， (51)과 (52)는 공법주원리를 만족시키고 있으나 (55)와 

(56)은 공법주원리를 어기고 있으므로 후자는 전자와 달리 완전히 비문법적 

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관계절이 또다른 관계절 또는 동격절을 내포하는 관계화 

구문을 살펴 보았다. 다음에 는 관계 질 이 보문절 (補文節 : complement clause) 

또는 부사절을 내포하는 관계화 구문을 살펴보자. (57)은 보문절을 내포하 

는 경우이고 (58)은 부사절을 내포하는 경우이다. 

(57) the letter; [cP which, [IP all the students [vp think [cPI+Íhat +• ___ ---'I~ 
Q-Subj Q-Suhj 

[IP the teacher [vp read t ;} 
• t 

O- Subj o-Subj 

(S8) ?the letter; [cp w만h; [ IP all the students 때 [픔뻔돼L 

O-Subj O- Subj 

[ /p the teacher [vEf략t ;J 

O-Subj O~Subj 

(57)에서 관계사 which는 하위절 목적어로서 출빌하여 히-위절 VP에 부착되 

었다가， 하위절 CP의 지갱어 자리에 삽엽되었다가， 싱위절 VP에 부착되었 

다가， 상위절 CP의 지정어 자리에 도착하기까지 한번도 장벽을 건너기지 않 

는다. 따라서 ， 하위인접조건을 완전히 민족시킨다. 그리고 t;는 read에 게 고 

유지배되으로 공법주원리도 만족시킨다. 띠라서 ， (57)은 완전히 문법적 인 

문장으로 정확히 판명된다. 

(58)에 서 는 관계 사 which가 부사절 목적 어 르서 출발하여 부사질 VP에 부 

착되었다가， 부사정의 CP의 지정어 자리에 삽입되었다가， 부사절의 pp에 

부착되었다가 상위절 CP의 지정아 자리에 도착파기까지 한번도 강벽을 건 

너가지 않는다 15 따라서， 하위인접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킨다. 그리고 t;는 

15 (58)에서 관계사 which가 pp에 부착필 수 있는 것은 pp가 비논항 (nonargument) 

의 최대투사범주이기 때문이다 이 갱에 대하여 부착의 조건 (30)을 참조할 것 그리 

고 (58)에서 관계사 which가 주철의 VP에 부착되지 않는 이유는 pp가 VP밖에 있어 

서 관계사 which가 VP를 건너가지 않으므로 VP가 장벽이 될 가능성 이 없기 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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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에게서 고유지배되므로 공법주원리도 만족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8)은 (57)과는 달리 약간 어색한 표현이다. 이러한 (57)과 (58)의 문법성 

의 차이 를 설명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의 (59)와 같은 가성을 설정해 본다. 

(59) 접 속사인 P는 뒤 따르는 CP를 L-표시 하지 옷한다. 

(59)에 따르면， (58)에서 부사절의 CP는 장벽이다. 따라서， (58)에서 관계 

사 which의 이 동중에 한번 1-하위 인접 인 경 우가 있으므로， (58)이 약간 어 

색한 표현임이 설명된다. 여기서도 중간흔적들은 a-처리되어 공범주원리를 

만족시킨다. 

(57)과 (58)에 대 한 이 상의 설명은 한국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57)과 (58)에 해당하는 한국어 예문의 분석은 각각 (60)과 (61) 같이 된다. 

(60) [IP 션생 닝 이 [vp 뽑람으시었다JIP 고↑ IJcP 모든 학생들。1 생 

O-Subj O-Subj O-Subj 

각하JvP ] IP 는 Oi JcP 면지 l 
----1' 1 t 

o-Subj 

(61) ? [념생넘。1 [vP 펀람으시었JIP 을↑넨냄돼 모든 학생들이 

O-Subj O-Subj O-Subj O-Subj 

울었]IP 던 O;]cp 떤지 ‘ 
• 

(60)에서 공범주 대용사 Oi의 이동중에 한번도 장벽을 건너 가지 않으므로 하 

위인접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킨다. 그리고 ti도 동사 읽에게 고유지배되으로 

공법주원리도 만족시킨다. (61)에서도， 츰스키 (1986)의 장벽이론에 따르면， 

공법주 관계사 Oi의 이동중에 한번도 장벽을 건너가지 않으므로 하위인접조 

건을 완전히 만족시킨다. 그리고 ti도 동사 읽 에 게 고유지배되묘로 공법주원 
리도 만족시킨다. 그러나， 우리의 가설 (59)에 따르면， (61)에서 공법주 관 

계사 이동중에 하나의 장벽 CP를 건너가므로 (61)은 약간 어색한 표현임 이 

정확히 설명된다. 여기서도 중간흔적들은 a-처리되므로 CP가 장벽이더라도 

공법주원리를 어기지 않는다. 

다음에는 (58)이나 (61)과 같은 관계화 구문에서 관계사가 부사절의 부사 

로서 출발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러한 경우는 (58)이나 (61)과는 달리 완 

전히 비문법적인 표현이 된다. 그 。1 유는 공범주원리를 어 기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포착하기 위하여 츰스키 (1986)은 다음 (62)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 

고， (63)과 (6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계부사가 부사절을 건너 갈 때는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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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벽 을 건너 간다고 보았다. 

(62) 단지 NP만이 PP에 부착될 수 있다. (Only NP may adjoin to PP.) 

(63선the platforml [CP wh￡re‘ 뼈 all the students cri혀 핸 when [cPI l 

2-Subj 

[IP the teacher read the letter t,] 
O-Subj 

(64) *[IP 선생 넘 。1 ‘l 그 펀지를 읽으셨 JIP 을↑ I JcP 째핸모든 학생들 
Q-Subj 2-Subj 

이 울었뺑 던 ?,]cp 교단， 

(63)에서 관계부사 where는 부사절의 부사로서 출발하여 부사절의 CP의 

지정어 자리에 삽입되었다가， (62)의 조건때문애 PP에 부착되지 못하고， 곧 

바로 상위철 CP의 지정어 자리로 가서 삽업된다. 이 과정에서 2개의 장벽 

pp와 IP를 건너가게 되므로 하위인접조건을 어걸 뿐만 아니라 공법주원리 

도 어기게 되어 (63)은 완전히 비문법적 표현。1 된다고 츰스키는 주장한다. 

여기서 PP는 L-표시되지 않았으므로 장벽이고 IP는 차단법주인 PP를 관할 

하는 첫 최대투사법주이기 때문에 장벽이다. 그리고 여기서 tj는 부사절의 

CP의 지정어 자리에 남는 t‘에 의해 고유지배되지만， 오히려 후자의 t;가 고 

유지배되지 않아 공법주원리를 어기게 된다. 

이와 똑같은 논리로 (64)의 한국어 예문의 경우도 설명된다. (64)에서는 

공법주 관계부사 0가 부사절의 부사로서 출발하여 부사철의 CP의 지정어 자 

리에 삽입되었다가， (62)의 조건 때문에 PP에 부착되 지 못하고， 곧 바로 상 

위철 CP의 지 정어 자리로 가서 삽입된다. 이 과정 에서 2개의 장벽 PP와 IP 

를 건너가게 되므로 하위인접조건을 어걸 뿐만 아니라 공엄주원리도 어기게 

되어 (64)는 완전히 비운법적 표현이 된다고 츰스키는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58)이나 (61)의 문법성올 설명하기 위 

해 필요했던 (59)의 가설을 받아들얀다면， (62)의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도 

(63)과 (64)의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있다. 즉， 만일 (62)의 가설 대신에 

(59)의 가설을 받아들인다면， (63)이나 (64)에서도 관계부사가 PP에 부착 

하게 되므로 PP가 장벽이 되지 옷하고 또 PP가 장벽이 못되연 IP도 장벽 이 

될 수 없는 반연에， 오히려 CP가 장벽 이 된다. 따라서， (63)이나 (64)도 

(58)이나 (61 )처럼 관계사 이동이 1-하위인접의 경우이므로 하위인접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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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어기지 않지만， 공법주원리를 어기게 된다. 왜냐하면， 고유지배는 

장벽이 하냐만 있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 (63)과 (64)에서 

(59)의 가설에 따라서 부사절의 CP만이 장벽이라고 할 때， t;는 부사정의 

CP의 지정어 자리의 t ;에 의해 고유지배되지만， 오히려 후자의 t;는 장벽 CP 

때문에 고유지배되지 않아 공법주원리를 어기게 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 

로， (63)과 (64)의 경우만을 설명하고 (58)과 (61)의 경 우는 설명하지 옷하 

는 총 스키(1986)의 가설 (62)보다도 이들 모두의 경우를 설명해 주는 우리 

의 가설 (59)가 더 설명 력 이 있다고 본다. 

혹시 츰스키는 (62)의 가설을 다음의 (65)와 같이 약간 수정함으로써 (66) 

이나 (67)과 같은 표현의 낮은 문법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반면에 (59)의 가설 

로는 그러 한 설명 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는지 모른다. 

(65) 부가철 (附加節 : adjunct clause) PP가 그 상위 절 (embedding 이ause) 

에 대해 긴밀한 의미상의 연관성 (semantic relevancy)을 가질 때만， 

그 부가철속의 어떤 NP가 그 부가절 PP에 부착될 수 있다. 

(66) 짝the Ietter, [cp whrh; [@) Mary 미ayed around 뺑 wh앉 [cp Il 
2- Subj 

[ JP the teacher [vp read t ;J 
JtL.._---' 

Q-Subj Q-Subj 

(67) ?*[IP 선생닝이 [VP 뽑Jxr 으시었JIP 을↑，JcP 때뺑영회가 뛰어 
Q- Subj Q-Subj 2-Subj 

-핵펀프3，]cp 펀지 ’ 

다시 말하면， (58)이나 (61)에서는 “선생닝 이 펀지를 읽었다”는 부가철의 

내용이 “모든 학생들이 울었다”는 상위절의 내용에 대해 원인이라는 긴밀한 

의미상의 연관성을 가지 므로 (65)의 가설에 따라 관계사가 PP에 부착될 수 

있으나， (66)이나 (67)에서는 “선생닝이 펀지를 읽었다”는 부가절의 내용이 

“Mary가 (또는 영회가) 뛰어놓았다”는 상위절의 내용에 대하여 아무런 긴 

밀한 의미상의 연관성을 갖지 않오므로 (65)의 가섣에 따라 관계사가 PP에 

부착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58)과 (61)은 하위인접조건을 어기지 않지 

만， (66)과 (67)은 하위인접조건을 어긴다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65)의 가설은 PP에의 부착에 대한 조건 o 로서는 너무도 복장할 

뿐 아니 라 순수한 통사적 조건도 아니 다. 실제 로 (65)는 다음의 (68)과 같 

은 구노(Kuno 1976)의 기 능적 제 약(機能的 制約 : functional constrain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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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 우에 지 나지 않는다 16 

(68) 관계 절은 그 선행 사에 대 한 서 술이 어 야 한다. (A relative clause 

must be a statement about its head noun.) 

다시 말하면， (58)이 나 (61)은 각각의 부가절을 내포하는 관계철이 그 선행 

사에 대하여 적절한 서솔이 되므로 (68)의 기능적 제약을 만족시키는 경우 

이고， (66)이나 (67)은 각각의 부가철을 내포하는 관계절이 그 선행사에 대 

하여 적절한 서숭이 되지 옷하므로 (68)의 기능적 제약을 만족시키지 못하 

는 경우이다. 그런데， (68)의 기능적 제약은 (58)이나 (61) 또는 (66)이 나 

(67)과 같은 경우와는 별도로 펼요하다. 왜냐하면， 다음 (69 기， L , r. )의 

관계화 구문을 사이의 운법성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하여서도 (68)의 기능적 

제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69) 기 • *the child who John married a girl who dislikes 

L. ?the ch i1d who 1 know a family which is willing to adopt 

r.. the child who there is nobody who is willing to adopt 

(69끼 L ，r.)은 모두 복합명사구제약을 어기는 관계화 구문이다. 그러나 

(69 r. )은 관계절이 그 선행사에 대하여 적절한 서술이 되므로 (68)의 제 약 

을 만족시켜 문법적이고， (69 L )은 관계절이 그 선행사에 대하여 약간 어색 

한 서술이 되므로 전체적ξ로 약간 어색하고， (69 기)은 관계절이 그 선행사 

에 대하여 적절한 서술이 되지 못하므로 비문법적이라고 구노는 설명한다. 

결흔적으로， (68)과 같은 기능적 제약은 순수한 통사론과는 별도로 필요 

한 듯하다. 따라서， (68)을 받아들인다면， (66)이냐 (67)의 낮은 문법성을 

(68)로 설명할 수 있으니 구태여 (65)와 같은 복잡한 가설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또 앞서 우리는 (62)도 불펼요함을 논증하였다. 결과척 o 로， 우리는 

pp에 대한 부착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우리는 

(66)이나 (67)도 통사척으로는 (58)이나 (6 1)처럼 1-하위인접의 경우로서 

약간 어색한 정도로 판명되는데， (68)의 기능적 제약때문에 (66)이나 (67) 

은 거의 비문법적인 관계화 표현으로 재판정된다고 본다. 여기서도 중간흔 

적들은 a-처 리되어 공법주원리를 만족시킨다. 그러 나 (68) 자체가 다분히 

인상적인 제약이므로 여러 경우에 있어서 (68)의 효과를 정밀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난캡이 있다. 더우기 (68)의 제약에 관련하여 사랍에 따라 많은 직 

관의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68)의 제약은 현재로서는 후논리형태(後論理 

16 (68) 의 제 약이 “구조척 (懶追的 : structural)" 또는 “구조-의존척 (械造-依存的 : 

structu re-dependen t)"이 아니 라는 뜻에 서 “기 능적 ”이 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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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態 : LFt)의 제 약이 거 나 핵 심 문법 (核心文法 : Core Grammar) 밖의 제 약으 

로 간주하기 로 한다‘ 17 

(68)과 같은 제 약이 관련되 는 다른 경 우를 다음에 살펴 보자. 다음에서 

(70)의 관계화 구문은 문법적인데， (71)의 관계화 구문은 비운법적이다. 

(70) 엽은 옷이 더러운 저 신사 
(71) ?률만든 옷이 더러운 저 신사 

그런데， (70)도 (71)도 겉으로 보기 에는 복합명사구제약을 어기고 있는 듯 

하다. 따라서， 핵심운법에서는 (70)도 (71)도 비문법적인 표현인데， 뒤에 

(70)은 (68)의 제약에 의하여 문법적 인 표현으로 채판정된다고 보기 쉽다. 

다시 말하면， “엽은 옷이 더렵다”는 말은 어떤 사람에 대한 적절한 서출이 

되 지만， “만든 옷이 더렵다”는 말은 그렇지 못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70)과 (71)의 운법성의 차이는 더 갚은 요인에 기 인한다. 즉， (70) 
의 관계화 구문의 기초가 되는 구문으로서 (72 기 ， L)을， 그리고 (71)의 관 

계화 구문의 기초가 되는 구문으로서 (73 기， L )을 고려해 보면 (70)과 (71) 
의 차이가 그들의 기초가 되는 구문에서부터 나타냥을 알 수 있다. 

(72) 기. 저 신사가 엽은 옷이 더렵다. 

L . 저 신사의 엽 은 옷이 더렵다. 

(73) 기. 저 신사가 만든 옷이 더렵다. 

L. 칸저 신사의 만든 옷이 더럽다. 

(72 기， L ) 은 모두 문법적인 반면에， (73 기)은 문법적이어도 (73L)은 비 

문법적이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해볼 수 있다. 통사적으로 

(72 기)에서 (72L)이 유도되고 (72L)에서 (70) 이 유도된다고 보고， 따라 

서 통사적으로는 (73 기)에셔 (73L)이 유도되고 (73L)에서 (71) 이 유도될 

수 있다고 가정해 놓고， 다민 (73 기)에서 (73 L ) 이 유도되는 과정은 다음의 

(74)와 같은 기능적 제약을 어기어 (73 L ) 이 비문법적 이고 따라서 (73 L )에 

서 유도된 (71)도 비문법적이라고 할 수 있다. 

11 (68) 의 제약에 대한 이 러한 결정은 (69 L , c) 의 예문들과 관련하여 한가지 문 
제카 있다. 즉， 우리의 핵심문볍은 (69L , c)도 (69 ，)처럼 복함명사구제약을 어 71 었 

으므로 비 운법척인 표현으로 판정할 수 밖에 없으나， 이 들이 후논리형태 (LF')에 가 

서 또는 핵심문업 밖에서 (68) 의 제약에 의하여 운법적인 표현으로 재판청된다고 보 

아야 한다. 그런데， 대체 로 하나의 운볍원칙 이 비문법적인 것으로 판정한 것올 다른 

문법 원칙 이 이 를 다시 운법적인 것으로 재판정하지 않는다는 갱에서 운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66) 이나 (67)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 가 생기지 않는다. 왜 냐하연， 
이들의 운장은 헥심운업에 의해 (58)이나 (61)처럼 약간 어색한 표현으로 판정되었다 
가 뒤에 E68) 의 제약에 의해 비 문법적 인 표현으로 재판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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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한국어에서 관계절이 그 선행사의 특징적 특성을 냐타낼 때， 그 

관계절의 주어 가 소유격화(所有格化 : genitivize) 할 수 있다. (The 

subject of a relative clause may be genitivized if the relative clause 

describes a characteristic property of its head NP ín Korean.) 

관계절의 주어가 소유격화하는 과정을 관계절 CP에의 부착이라고 보연， 

(72 기)→(72 1..... )→ (70)의 유도과정은 (75 기，1.....， t:)으로 나타나고， (73 기)→ 

(73 1.....)→ (71)의 유도과정은 (76 끼， 1..... , t:)으로 나타난다. 

(75) 

(76) 

기. [IP 저 신사가 [vp t i 엽 ] VP ] 1P 은 OJcP 옷，이 더렵다. 
L-.tl t 

O- Subj Q-Subj 

1...... [CP 저 신사j의 [CP [IP t j [VP t i 업 ] VP ] 1P 은 Oi]CP ]CP 옷‘이 
• 1---.11 t 

Q-Subj O- Subj O-Subj 

더랩다. 

c. [cp tj [CP [ IP tj [vp t i 임 J Vp J 1P 은 Oi]CP JcP 옷JNP 이 더 러 
•L-J' I t ! o- Subj o- Subj O- Subj 

우] /p L Oj]CP 저 신사， 

r 

O- Subj 

• [ IP 쩌 신사가 [vp t i 만드]VP ]IP L 0‘JcP 옷‘이 더 렵 다. 
1 tl t 

o-Subj O-Subj 

1....., 싼[cP 져 신사， 의 [CP [IP tj [vP t ‘ 만드Jvp ] 1P L OJ cP J cP 
• '--_--'tl t 

o- Subj o-Subj O-Subj 

옷j 01 더렵다. 
t:, ?*[cp tj [cP [JP tj [VP t l 만드JVP J1P L OiJ CJ' JcP 옷‘ lNP 이 

t tl j 
l O-Subj o- Subj O- Subj 

O-Su bj 

더러우]IP L Qj]cP 저 신사j 

뒤에 논의할 (80)의 매개변인을 받아들인다면， (75 기， 1....., t:)의 모든 유도 

과정도 (76，긴， L ， c ) 의 모든 유도과정 도 통사적으로 모두 0-하위인접이 되 

므로 하위인정조건도 공법주원리도 모두 만족시킨다. 따라서， 이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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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적으로는 문법척이지만， (74)의 기능적 제약 해문에 (76L)이 비문법적 

으로 재판정되고， 따라서 (76 t:)도 비문법적으로 재판정된다고 보겠다. 

다음에는 어휘의 차이로 관계화 구문의 문법성이 달라지는 (77 기， L ， t:)과 

같은 경우를 살펴보자. 

(77) 기. 손이 큰 사람 

L ?옷이 큰 사람 

ζ?*연펄이 큰 사람 

(77 기， L ， t:)의 기초가 되는 운장은 다음의 (78 기， L ， t:)과 같다고 볼 수 

있다. 

(78) 끼. 그 사람의 손이 크다. 

L. 그 사람의 옷이 크다. 

드. 그 사람의 연펄이 크다. 

(78 끼， L ， t:)과 같은 구조에서 (77 기， L ， t:)과 같은 관계화 구문이 직접 

유도된다고 보변 다음 (7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2-하위인접이 되어 

모두 하위인정조건을 어기므로 비문법적인 표현으로 판정된다. 그러나 (77 

기， L)은 문법적이다. 

(79) [IP [NP ~i I 좋옷 ~ J뺑 이 크뺑 L O;]cp 사람l 
| l ?‘연펼 l • 

2-Subj 

(79)에서 NP는 L -표시 되지 않았으므로 장벽이고 IP는 차단법주인 NP 

를 관할하는 첫 최대투사법주이므로 장벽 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의 (80)과 같이 한국어를 위한 L -표시의 매개변인 (媒介變因 : 

parameter)을 설갱한다. 

(80) 한국어 에 서 는 a가 R를 의 미 역 -표시 하면 a가 R를 L-표시 한다. (a 

L-marks ß if a 8-marks ß in Korean.) 

앞서 논의한 의미역 -표시의 정의 (18)에 의하떤 술부 최 대투사법주(pre

dicate XP)가 주어를 의비역-표시할 수 있으므로， (80)의 매개변인에 따라 

한국어에서는 술부가 주어를 L-표시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어에서는 주어 

언 NP도 차단법주 또는 장벽이 아니다. 그리고 (79)와 같은 경 우에는 IP도 

장벽이 아니다. 혜 냐하면， 주어 인 NP기 차단멤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결과 

적으로， (79)에서 공뱀주 관계사의 이동은 0 하위인접 이 되므로 하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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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완전히 만족시 킨다. 

이와 같이 (79)가 하위인정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킨다고 하더라도 (77 기， 

L)의 문법성 이 아직 설명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연， (79)는 앞서 논의한 

최소성 조건 (42)때문에 공법주원리를 어기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연 ， 

(79)에서 t;는 가장 가까운 지배자의 최대투사법주안에서 고유지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18 왜냐하면， 그 어휘적 지배자인 손， 옷， 연필 등은 t;를 지 

배는 하지만 고유지배하지 옷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 

리는 다음의 (81)과 같은 가성을 설정한다. 

(81) 불가분(不可分 : inalienable)의 관계에 있는 소유자와 소유물을 냐 

타내 는 영 사구에 서 소유물을 나타내 는 어 휘 적 핵 (語葉的 核 : lexical 

head)은 소유자를 냐타내 는 소유격 NP를 고유지 배 한다. (An. inalien

able possessor NP is properly governed by its head in an NP. ) 

(81)에 따르연， (79)에서 손은 t;가 냐타내는 사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 

으므로 손은 t;를 고유지배하지만， 연필은 사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 

으므로 t ;를 고유지배하지 못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는 공법주원리를 만 

족시켜 문법적 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공법주원리를 어기어 비문법적 이 다. 한 

펀， (79)에서 옷은 사람과 붕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있지 않다 

고 볼 수도 있다. 옷이 업고 있는 사람의 속성을 특정지어 줄 해는 불가분 

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울 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 

18 최소성 조건 (42)는 지배자의 투사법주가 지배의 장벽이 펌올 규정한다. 그런데 
앞서 각주 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어와 같은 언이에서는 지배자의 어휘적 투사엄 
주(lexícal projection)를 최소성 조건에 의한 지매의 장역으로 삼고， 한국어와 갇은 언 

어에서는 지배자의 최대투사벙주흘 최소성 조건에 의한 지배의 장벽으로 삼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영어에서 지배자의 어휘적 투사범주가 최소성 조건에 의한 치매의 장벅이라고 하연 

다음 (i.，1....)의 문법성의 차이를 청확히 성영할 수 있다. 
(i) 기 • *Who i did you believe [cp t;' [ë that [IP t; loved MaryJ JJ? 

'-. Who; did you believe [cp t;' [ë that [IP Mary loved t;JJJ? 
다시 말하연， (í기)에서는 t;가 최소성 조건에 의한 장벽 c 때문에 고유지매되지 않 

아 공병주원리를 어기어 비문뱅적이고， 0，-)에서는 t;가 통사 love에게 고유지배되어 
공법주원리흘 만족시켜 문엽적이다. 한연， Ci.)에셔도 (i ,-)에서도 t/은 CP가 L-표 

시되어 장벽이 아니므로 선행사-지배펀다. 
그러나 만일 영어에서 지깨차의 최 대 투사뱅 주가 최소성 조컨에 의한 지매의 장펙이 

라고 하면， (i.)에샤 t;는 t/에개 선행사-지매 되 어 공엠주원리 를 만족시키지만 t，f은 
CP가 장벽이 되므로 공범주원리릎 어기게 되는 동시에， Cí '-)에서도 t/은 CP가 장벽 
이 므로 공댐주원리를 어 71 게 되어， 결국 ( i '-)도 (i 기)과 같이 벼 운엽적인 문장으로 잘 
못 판청하게 펀다. 
한연， 한국어에서는 지애자의 최대 투사냄주가 최소성 조건에 의한 지패의 장액이마 

고 하지 않으면 (77 t::)의 버문법성을 섣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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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따라서， (79)에서 옷이 t j를 고유지배할 가능성도 애매하다고 보겠다. 
이상에서 우리는 (78끼 L，1::)의 구조에서 (77 기， L , 1::)의 관계화 구문이 

직접 유도되는 경우를 살펴보았는데， (78 1 , L , 1::)의 구조에서 다음의 (82 

기， L , 1::)의 구문이 유도되고 후자에서 (77I , L , 亡)의 관계화 구문이 유도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19 

(82) 기. 그 사람이 손이 크다. 

L ?그 사람이 옷。l 크다. 

1::. 싼그 사람이 연펄이 크다. 

(78 끼 ， L , 1::)에서 소유격의 NP가 IP에로 이동 • 부착되어 (821 , L , 드)이 

유도된다고 보연， (82 기， L , 1::)에서 관계사 이동에 의하여 유도되는 (77 기， 

L ，1:: )의 관계화 구운은 다음의 (83)과 같이 될 것이다. 

l 손 l 
(83) [IP t/ [IP 따웅 t j 1 _Z 옷 t ]NP 이 크][p JIP L OJcP 사람i 

t - .J l 샤연훨 l • 
| l-Subj 

O-Subj 

총스키 (1986)의 장벽이론에 따르연， (83)에서 보는 바와 같이 (78 끼， L ， 

1::) 에 서 (82 기 , L , 1::) 을 유도하는 주어 화(Subjec디vization)과정 에 서 1-하위 

인접이 된다. 이것을 0-하위인접으로 바꾸려면 역시 (80)의 애개변인이 필 

요하다. 다시 말하면， 주어인 NP가 장벽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주어암 

NP의 핵이 손과 옷일 때는 문법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시 (81)의 가 

설이 필요하다. 결국， (77 기， L , 1::)을 (79)와 같이 유도하든， (83)과 같이 

유도하든， (80)의 애개변인과 (81)의 가설은 똑같이 필요하다. (81)의 가설 

은 고유지배의 조건에 관련된 제약이므로 (68)과 같은 기능적 제약과는 달 

리 처리되 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로남는다. 

다음에는 (84 기， L , 1::)과 같은 관계화 구문을 살펴보자. 

(84) 기 . 내가 손을 잡은 사람 

L. ?내가 옷을 장은 사람 

1:: .?*내가 연펄을 잡은 사람 

(84 끼， L , t:.)의 기초가 되는 구문을 각각 (85 끼， L , 1::)으로 보연， 츰스키 

19 (78 ì. L , 1::)의 구운에서 (82 기， L ， c) 의 이충 주어구문(二重主語構文 : double 
subject construction)을 유도하는 통사과정 은 많은 학자들에 의 해 제 안 • 논의 되 었 으며 
주어화(主語化 : Subjectivization) 라고 불렌다 특히 최현숙(1986)올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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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의 정-벽이론에 따라 (84 기， L , t:)의 관계화 구문은 (86)과 같은 구초 

가된다. 

34 

손을 잡았다. 

옷을 잡았다. 

연필을 잡았다. 

기. 내가 그 사람의 

L . 내가 그 사람의 

t: . 내 가 그 사람의 

(85) 

장] VP ] IP은 Qi]CP 사람l 

j l t 
O-Sub j 

(86) [IP 내 가 [VP [N P t i ’ 
?옷 HNP을 
~연펼 l 

(86)에 서 목적 어 인 NP는 L-표시 되 므로 장벽 이 아니 고 VP는 부착될 수 

있으므로 장벽 이 아니다. 따라서， (86)은 (80)과 같은 매개변인의 설정 없 

이도 하위인정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86)에서 목적어인 NP안의 t i가 

최소성 초건 (42)때문에 공법주원리를 어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NP의 

핵이 손이나 옷일 때는 문법적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81)의 가설이 필요 

하다. 

만일 (85 기， L ， 亡)에서 소유격의 NP가 VP에로 이동 • 부착되어 (87 기， L ， 

ζ ) 이 유도되고 후자에서 (84 기， L , t:)의 관계화 구문이 유도된다고 보면， 

그 결과 유도되는 구조는 (88)과 같을 것이다 20 

O-SU:bj 

(87) 'l. 내가 그 사람을 손을 장았다. 

L. ?내가 그 사람을 옷을 잡았다. 

t:. ?*내 가 그 사람을 연필을 장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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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IP 내 가 

O-Subj 

(88)에서 보는 바와 같이， (85 기， L , t:)에서 (87 기 ， L , t:) 이 유도되는 과 

갱에서 하위인정조건은 만족되지만 tj가 최소성 조건 (42) 때문에 공범주원리 

를 어기는 문제는 역시 남는다. 이 문제를 해결히-기 위해서 (81)의 가설 이 

여 전히 필요하다. 결국， (84 기 ， L , t:)을 (86)과 갇이 유도하든， (88)과 같 

사람l 

20 (85" '--, c)의 구문에서 (87" '--, c) 의 이 중목척 어구문(二重目的폼構文 : 
double object construction)을 유도하는 통사고}정 은 많은 학자플에 의 해 제 안 • 논의 되 
었다. 특히 최현숙(1986)을 창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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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도하든， (81)의 가설은 똑같이 필요하다. 

끝으로， 다음의 (89 기 , L) 을 비 교해 보자. 

(89) η ?[IP 철수가 몰래 [VP 날먼vr웰평11 JcP 소운 행 이 

O-Subj O-Subj l-Subj 
널리 퍼져 ]IP L Oi]CP영회 

T 
L. ?[t다· 몰래 영회를 만났다 JIP는↑， JcP 소운 행이 낼리 퍼지 

O-Subj l-Subj 
J IP L Oi] CP 캘수‘ 

t 

(89 기， L)은 다 같이 약간 어색한데， 앞서 논의한 최소성 조건을 원용한 

(43)의 조건에 따라 다 같이 1-하위 인접으로 정확히 판명된다. 그러나 총스 

키(1986)의 장벽이 론에 따르면， (89 ，)의 ti는 동사 만나에게 고유지배되고 
그 중간 흔적들은 a-처리로 삭제되묘로 공법주원리를 만족시키지만， (89L) 
의 t ;는 고유지배되어도 중간흔척이 a-쩌리로 삭제되지 못하으로 공법주원리 

를 어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9L)은 (89 기)과 같은 갱도로 운법적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의 (90)과 같은 한국어를 위한 

고유지배의 매개변인을 제안한다. 

(90) 한국어에서는 a가 P를 의미역-표시하연 @가 g를 고유지배한다. 

(a properly governs ß if a 8-marks ß in Korean.) 

(90)에 따르면， (89L )에서 ti는 VP에게서 의미역 -표시되묘로 VP에게 고 

유지배된다. 따라서， 그 중간흔적도 a-처리로 삭제되므로 공법주원리를 만 

족시킨다. 매개변인 (90)은 매개변인 (80)과 갚은 연관이 있다. 다시 말하 

면， 한국어에서는 의미역표시하면 L-표시도 하고 고유지배도 한다. 

3. 맺는 말 

이 논문에서 츰스키(1986)의 장벽 이 론이 관계화 현상을 원만히 설명 할 수 

있기 위하여 어떠한 조정 또는 수정이 펼요한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 

어의 관계화의 경우에도 s-구조에서 공법주 관계사가 a-이동된다고 가갱하 

고 또 한국어도 최소한 s-구조에서 영어와 같이 VP가 있는 형상언어(形狀 

言語 : conngurational language)의 구조를 갖는다고 가정 함으로써 , 한국어 의 

관계화 현상도 몇가지 조건 또는 매개변인의 설정으로 총스키의 장벽이론의 

헤두리 안에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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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흔적으로， 이 논문은 관계화에 있어서의 장역이론의 타딩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어의 관계화 현상의 설명을 위하여 이 논문에서 설갱한 가설들， 

특히 공법주 관계사의 설정과 그 이동， S-구조애서의 VP를 포함하는 핵계 

충구조(核階層構造 : X-structure)의 설정 등에 대한 타당성을 어느 정도 입증 

한 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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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rriers and Relativization 

Dong-Whee Yang 

This paper examines how Chomsky’s(1986) theory of barriers is to be 

refìned, parameterized or modified in order to properly account for relativi

zation phenomena in English and Korean. 

1t is proposed that Chomsky’s(1986) condition (1) be replaced by 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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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tension of the Minimality Condition. 

(1) A CP assigned oblique Case by N is an inherent barrier. 
(2) A projection of N that is a barrier for government due to the Mini

mality Condition functions as a barrier for the Subjacency Condition. 

The notion of segment is refìned such that one of the two segments of 

a category must immediately dominate a trace. 

1t is argued that Chomsky’ s(1986) condition (3) should be replaced by 

(4). 

(3) Only NP may adjoin to PP. 

(4) P does not L-mark its complement CP. 

The following parameters are proposed for Korean. 

(5) a L-marks ß if a 8-marks 엉 in Korean. 

(6) a properly governs ß if a 8-marks ß in Korean. 

It is a1so shown to be necessary to assume for Korean the configuratlona1 

structure includlng VP and the empty operator movement at S-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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