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소이론에 의한 독일어 어순분석* 

송 석 희 

o. 서 c: 
T 

여러 나라의 다양한 어순이 각 언어마다의 독특한 어휘적 속성에 관련된 

매개변수(Parameters)와 자연언어 공통의 보편원리 (Principles)가 서로 상 

호작용하여 생 겨난다는 통사이론이 최소이론이다 (Chomsky 1989, Chomsky 
& Lasnik 1991, Chomsky 1992). 이 이론에 업각하여 독일어 어순들이 어떻 

게 적절히 제시되는지 탐구해 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척이다. 

1에서는 최소이론과 독일어 문장구조를 간단히 제시하고 2에서는 독일어 

어순자료와 이들의 기폰분석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3에서는 이 논문의 

핵심으로서， 2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4는 결론 및 

요약이다. 

1. 최소이론과 독일어 문장구조 

최소이론 내에서 설득력있게 받아들여지고 었는 주창은， 동사의 모든 논 

항들， 섬지어 주어도 그 동사의 최대투영체 (VP) 내에서 생성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일명， 동사구내부주어 가설(VP-internal뉘Subject Hypothesis) 이 

다 (Fukui & Speas 1986, Koopman & Sportiche 1988, R. Larson 1988). 이 
주장은 이제 세계언어의 다양한 어순을 설명하는데 자연언어의 보편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Chomsky 1992). 그리고 매개변수들1가운데서 어순의 설 
명에 사용되어 온 것이 핵섬어매개변수 (Head-parameter) 이다 (Webelhuth 

*본 논문에서는 최소이론이 근래에 발전되어 아직 확청적이지 않고， 또한 독일 
어로 펀 그에 관한 이콘서를 아직 접하지 못해서， 개념들을 원어 그대로 콸호 속 
에 사용하였다. 그렴으로써， 우려되는 혼돈을 피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처럼 매개변수로서 강한 C, 1를 주장하는 견해는 SOV가설， V/2가설，주제화현상， 
WH-이동， Scrambling 등을 다른 기제없이도 설명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음을 
앞으로의 논문에셔 보여줄 것이다. 

1 매개변수란 언어마다 상이한 독특한 어휘척 특성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 
전의 어휘적 속성으로 기제된다. 독일어는 핵심어-매개변수의 값으로 핵이 문장 
구조의 끝에， 즉 동사구 안에서 보족어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값올 택한다(We

belhuth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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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Pollock (1988) , Chomsky (1989, 1991 , 1992) 의 제안은 두 개의 구조격 

(주격과 목척 격 )과 일치 (Agreement)2 가 똑같은 방식으로， 즉， INFL범주 
의 SPEC 위치로 이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1)에서 보듯이， 
INFL범주를 TP (Tense Phrase)와 두 개의 AGRs/0 (Agreement Subjectj 

Object Phrase)로 나누어 주어와 목적어를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3 구 
조 (1)은 종래에 독일어 문장구조로 인정되어 왔던 것을 (신수송 1988, 

Stechow & Sternefeld 1988, Grewendorf 1991, Webelhuth 1989) 그대로 최 

소이론에 업각하여 제시한 것이다. 

(1) CP 

SPEC C' 

C AGRs-P 

SPEC AGRs’ 
l 

TP AGRs 
’ 

SPEC T ’ 
’ 

AGRo-P T 
l 

SPEC AGR。’
| 

VP AGR。
’ 

Subj V ’ 
’ 

Obj V 

2 일치란 #특질， 즉 Person, Number, Gender라는 명사구와 동샤가 지니는 어휘 
특질을 말한다. 소위， 주어와 동사의 인청， 수， 성의 일치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 
서는 목적어와 동사의 φ-일치관계도 전제된다. Chomsky (1989, 1991, 1992)는 
목척어-동사얼치를 불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이라고 하고 
있다. 

3INFL올 AGRs, T, AGRo로 나누면서 AGRs는 주어와 동사의 일치를 중개하는 
역할올 하고， T는 그 고유기능으로 주격 (Nominative)을 주어에게 점검시키고， 동 
시에 동사의 시제특질을 점검하게 된다. 즉， T도 자신이 지니고 었는 주격과 시제 
특절로 동사와 주어를 각각 자기위치 (=T)와 자기의 SPEC 위치로 꿀어당겨셔 
주어와 통사의 시제 빛 격을 점검하는 기능을 한다. AGRo는 목척어와 동사를 자 
기자리와 자기의 SPEC 위치로 이동시켜서 역시 목적격과 ￠특질을 서로 점검하 
게 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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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는 통사구내부주어가설이라는 보편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핵심 

어-후치라는 혜심어매개변수의 값을 택한 독일어 문장구조이다. 그리고 

Chomsky (1992)의 제안에 따라서 기존의 INFL을 AGRs-T-AGRo로 나누 
어 각각 핵기능의 고유성을 인정해 주는 구조로 펼쳐놓았다. 이때 구조 (1) 

은 독일어의 기본어순언 SOV의 기저구조를 적절히 반영해 주고 있다. 

이제 이 구조가 주절어순 (SVO) , 종속절어순 (SOV) 및 그밖의 다양한 

어순을 원리적으로-최소이론의 업창: 기능범주 C, 1가 지난 통사특질들의 

캉도매개변수값으로 무엇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어순이 생걱난다는 

이론4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문제이다. 이때 통사특질 (syntactic feature) 이 
란 명사특질 (N-feature)과 동사특질 (V-feature) 이다. 얼명， 어휘특질 (lex

ical feature)이라고 하는 이 두 특질은 기능핵 언 AGR과 T가 각각 가지고 

있으면서 강한 특질이 었으면 그 특질을 지난 어휘를 LF 이전에 자신의 

SPEC으로 이동시켜서 SPECjHead 관계를 이루어 그 강한 특성을 만족시 

키고 약한 특질이 았으면 해당어휘를 LF에셔 이동시켜 그 특질을 점검한 

다. 

이와 같은 과정， 즉 기능핵이 지닌 강약의 어휘특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순이 생겨나게 된다. 특히， 3에서 보게 되지만， 폭얼어 어순은 C, 

I가 모두 강한 어휘특성 (아래의 도표)을 지녔기 때문에 생겨난다고 제안할 

것이다. 

(2) 독일어 

다음은 구체적으로 이 이론을 척용할 단순한 독일어 문창과 그에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 보겠다. 

4 예를 들어 다음은 다른 나라 언어의 기능핵이 지난 어휘특질의 강도이다 
(Bobaljik & Carnie 1992). 

영 어 (SVO) 불 어 (SVO) 아일랜드어 (VSO) 
AGR N 약 약 약 

V 약 강 강 
Tense N 강 강 강 

V 강 강 약 

이 표에서 보면 영어와 불어의 차이는 AGR의 V밖에는 없다. 즉， 영어는 AGR의 
V-특질이 약해서 LF에서 동사이동야 얼어나고， 불어는 그것야 강하므로 LF 이 
전에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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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일어 어순과 문제들 

다음의 예문에서 보이듯이 독일어는 표면상으로 다양한 어순을 보여주고 

였으나 대부분의 독어학자들은 독일어의 기저어순이 SOV라는 것에 일치한 

다 (L. Haegeman 1991, 신수송 1988, Stechow & Sternefeld 1988). 

(3) a. daß Karl das Buch kaufte (SOV) 

b. Karl kaufte das Buch (SVO) 

c. Das Buch kaufte Karl (OVS) 

d. Was kaufte Karl? (OVS) 

e. Kaufte Karl das Buch? (VSO) 

즉， 위의 견해는 (3a)가 기저어순이고 그 나머지 (3b-e)는 SOV에서의 이동 

에 의한 유도어순이라고 공통적으로 주장한다. 문제는 왜 SOV가 독일어의 

기본어순이며， 또한， 이동이 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들이 적절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L. Haegeman (1 991)은 독일어에 특수한 제약으로 접속사범주 

COMP가 주격할당능력이 있어서 이 능력이 있는 핵섬어는 반드시 어휘로 

채워져야 한다고 제안한다. 따라서 접속사 daß 등으로 COMP가 채워지게 

되면 SOV 어순이 생기고， 만일 채워지지 않으면 같은 성질의 통사가 이통 

해와서 SVO 어순이 생긴다고 한다. 그러나 L. Haegeman (1991)에서 접속 

사법주 C가 주격을 준다는 주창은 굴절소범주 I가 주격에 관련이 었다는 

일반적인 견해에 비해서 특이하다. 더욱이 동사가 C로 이동한 후에 주어， 

목적어， 의문사 등의 최대투영범주에 해당하는 XP어구들이 그 동사 앞으로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신수송 (1988)은 종속절 C와 주절 C의 내용을 달리 보고 있다. 즉， 전자 

는 C: [土Tempus， 土WH]를 지니냐， 후자는 C: [:!::Tempus]만이 있다고 

한다. 그 논리에 따르면 주절동사의 보족어로 오는 종속절어순은 잘 설명이 

되나 주절에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3d)같은 유형은 C에 [土WH]이 없 

으므로 의문사이동의 이유가 설명이 안 된다. 따라서 신수송(1988)에서는 

주문장 C와 부문장 C의 특질이 상이함이 문제가 된다. 

Stechow & Sternefeld (1988) 에 서는 절구조 CP에 서 C나 혹은 SpecC 중 

에서 어느 하나는 반드시 어휘로 채워져야 하는 언어가 독일어라고 가청한 

다. 그리고 독일어종속철 C가 [ 土WH， :!::Tempus]라는 증거자료를 제시하 

면서 주절의 경우에는 통사가 C로 이통해 오는 경우에만， 주절의 SpecC에 

의문사가 이통해 오게 하는 동인언， [+WH]-특질이 생겨난다고 한다. 그 

러나 이들의 문제는 왜 독얼어는 C나 SpecC 중 최소한 하나는 어휘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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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져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고 또한 주절 C에 동사가 이통해 와 

야만 그 앞의 XP어구들이 이동해 온다면 (3b-d), 예문 (3e)는 왜 동사이 

동만으로 이동이 멈추었는지가 설명이 안 된다는 점에 었다. 

3. 독일어 :C， I 의 강한 어휘특질 

2에서 제기된 문제들， 즉， 왜 독일어는 기본어순이 SOV이고， 그밖의 유 

도어순이 생겨나는가라는 두 가지 의문에 대한 해탑으로， 독일어의 기능범 

주들， 즉 접속사범주 C와 시제 및 일치범주-C: [N, V]과 1: [N, V]-가 

다른 나라 언어와는 달리 강하기 때문이라고 제안한다. 실제로 이 견해가 

구조 (1)과 예문 (3)을 통해서， 위 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구체척으 

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 보는데， 그전에 필요한 전제는， 독일어의 C와 I 

가 명사특질과 동사특질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경험적 

으로나 이론적으로 증명되어서 지금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 

최소이론의 시각으로 볼 때， 명사특질이 강하면 명사구([ +WH]어구， 혹 

은 [ +Top]어구)를 가시적으로 이동(overt Movement)시켜서 각 기능핵의 

강한 어휘특질을 만족시킨다 6 그리고 만일 이 기능핵들이 지닌 어휘특질의 

강도가 약하면 경제원리상으로 지연성원리 (Procrastinate Principle)7.에 따라 

LF에서 이동시키는 비가시적 이동(covert Movement) 이 얼어나게 된다. 편 

의상 아래 (4)와 (5)에 되풀이되고 있는， 구조 (1)과 자료 (3) 에 위에서 제 

안한 견해를 직접적으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5 S. Vikner (1991)에 보면 자세히 나타나 었다. 그리고 L. de. Travis (1991)에도 
역시 총괄적으로 C， I의 [N, V] 특성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다. 
6가시적/비가시척 이동이란 종래의 SS이동/LF이동을 말한다. 
7 지연성원리란 되도록 LF에서 이동해야 경제척이므로 유도과정에서(즉， Spell 

Out이전) 보다는 그 이후에 움직이라는 경제원리이다. LF이동이 경제적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게 이동하거나 활동하는 것이 비용이 덜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Chomsky 199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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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P 

SPEC C' 

C 

SPEC 

SPEC 

SPEC 

Subj 

Karl 

석 

꾸
 

e 
。

R 
I 

M 
i 

AGRo-P 

Obj 

das Buch 

회 

I 
mu 
i 

AGRs' 

AGRs 

mi 
i l 

T 

I 
P 

l 

V 
‘ 

AGRo' 

AGR。

V' 

v 

kaufte 

(5) a. daβ Karl das Buch kaufte (SOV) 

b. Karl kaufte das Buch (SVO) 

c. Das Buch kaufte Karl (OVS) 

d. Was kaufte Karl? (OVS) 

e. Kaufte Karl das Buch? (VSO) 

각 기능혜이 지닌 어휘특질이 강하므로， 관련특질을 지난 단어를 통사구 

안으로부터 자신의 SPEC 위치로 LF 이전에 이동시켜서， SPEC/Head관계 

를 유지하여， 그 강성을 만족시킨 결과가 유도어순 (5b--B)이다. 즉， (5b)와 

(5c)는 [ +Top]-특질을 지닌 주어， 목적어가 각각 C의 SPEC으로 이통해 

가서 C의 강한 명사특질을 만족시켰고， 동시에 C의 강한 통사특질올 만족 

시키기 위해서 C위치로 통사구 안의 핵심어-끝위치에 있는 정형통사가 핵 

이통해서 생긴 문창이다. 그리고 (5d)같은 의문사 의문문은 C의 [ +WH]

특질이 강하고， 동사특질이 캉하므로 역시 C자리에 청형동사， C의 SPEC 

자리에 의문사구가 이통해 와서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통 

사구 안에 [ +WH]-어구나 [ +Top]- 어구들이 없을 경우는 (5e)와 같은 

직접의문문어순이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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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절어순은， 즉 기저어순의 토대가 되는 (5a)는， 통사가 동사구의 핵위 

치에서 I까지， 즉 AGRs까지 각 기능핵의 강한 동사특질을 만족시키기 위해 

서 이통하는데， 이때 C는 이미 접속사 daß로 채워져서 그 강한 어휘특질이 

만족된다. 사전에서 직접 접속사 삽입에 의한 강한 C의 만족은 가장 경제적 

으로 C의 어휘성질을 만족시키게 된다. 그 이유는， 본래 C란 접속사범주이 

고， C의 강한 어휘 속성의 만족이라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한 

접속사삽업， 어휘삽입활동 (Lexical Insertion Operation)은 동사구 안으로부 
터의 단어이동(Move-α)에 의한 C의 어휘성 만족과는 달리 비용이 안드는 

활동이기 때문이다P 종속절어순을 독일어의 기본어순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 
에 있다. 독일어 화자는 독일어 문장 형성시에 C범주를 접속사 daβ 유형으 

로 채우는 문장형태， 즉 SOV어순을 기본문장유형으로 보는데， 그 이유는 

다른 문법 활통 (즉 Move-α)보다도 접속사 daβ 유형의 삽입이， 강한 C의 

어휘요구를 만족시키는， 가장 경제척인， 즉 노력과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손쉬운 문법활동이기 때문이다. 

강한 C가 접속사 삽입으로 만족되었기 때문에 종속절 어순에서는 동사의 

이동이 AGRs에서 멈추게 된다. Chomsky (1992)에 의하면 이러한 이동을 
이기성의 경제원리 (Economy Principle of Greed)에 의한 이동이라고 한다? 
즉 이익， 요구가 있어야 움직이고 그러한 요인들이 만족되면 더 이상의 이 

통은 없게 된다. 따라서 각 기능핵이 지닌 어휘특질들이 이기가 되어 이동 

내지는 문법활동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으로， 각종 명사구들 이를 

테면 주어， 목척어， 의문사구， 주제화구틀도 통사구 안에 었다가 자신들이 

지닌 어휘특질들， 즉 #특질， 격]특질 (주격， 목적격)， [+WHJ-특질， [+ 
TopJ-특질 따위를， 구조적으로 점검받아야 하는 이기성이 았기 때문에 관 

련 핵들， 즉 자신의 어휘특질을 지난 핵을 찾아서 그 핵의 SPEC으로 이동 

하여 그 성질을 점검받는다. 따라서 (5a)는 주어와 목적어가 동사구 안에 

았다가 주어는 TP SPEC을 거쳐서 AGRs SPEC으로， 목적어는 AGR。의 

8 어휘삽업활동은 전혀 비용이 안드는 문법활동으로 Chomsky (1992)는 전제한 
다. 발음활동 (Spell Out Operation) 이전에， 즉 구조가 PF/LF로 분할되기 이전의 
유도과정 중에는 언제든지 어휘삽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동-α는 이미 

동사구 안에 삽입시킨 단어를 옮기는 활동이므로 비용이 드는 문법활동이다. 

9 이기성의 경제원리란 이동의 직접적언 원인이 되는 원리로서 움직이는 자의 이 
익이 있어야 이동이 시작되고， 다른 요소틀을 이익되게 하는 움직엄은 절대로 있 
어서는 안 되며， 움직이지 않으면 유도과정이 진행되지 않게 되는， 최후수단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경제원리이다 (Chomsky 1992: ch. 47).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 
은， 동사가 I를 지나 C까지 이동하는 독일어의 동사이동의 경우， 동사의 이익， 즉 
동사의 형태소 점검에 의한 것이 아니라 (C，I)체계의 특성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 

논문에셔 주장하는， 강한 (C，I)의 어휘성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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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으로 각각 동사와 짝을 이루면서‘이동하여 생겨나게 된다. 

다음은 위의 설명순서대로 (5b)부터 기저/유도구조와 이동시에 지켜야 

할 경제원리를 어떻게 준수했으며 이동후의 결과연 연쇄 (Chain)를 처리하 

는 방식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6) (5b) 의 기저 및 유도구조 10 

CP 

AGR。의 
N-greed 

SPEC 
’\ r-

C의 \ C •-- AGRs•P 
N-greed \\ | 

τ， SPEC AGRs' 

AGRs의 TP AGRs 
N-greed \ 이 

、 SPEC T' 

AGRo--P T ‘ 

SPEC AGRj l 

VP AGR。

NP V ’ \ 
\AGRo의 V-greed 

Karl NP V I 
[+TopJ I I / 

das Buch kaufte 

C의 V-용reed 

T의 
N-greed 

AGRs의 
V-greed 

T의 V-greed 

(5b)의 기저 및 유도구조-최소이론에서는 이를 통틀어 PF/LF로 나누어 

지기 이전까지의 유도 (Derivation)라고 한다. 즉 사전에서 단어를 가져오는 

어휘삽업과정부터 PF/LF표지 (Representation) 이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에서 각 화살표방향대로 각 단어들이 움직이는데， 이때 동사구내부주어가 

셜과 핵심어-후치라는 매개변수값， 그리고 사전에서 단어를 통사구 내에 

10구조에서 Greed란 feature와 똑같은 의미이다. feature가 이기， 요구로 작용해 
서 이동이 유발되었으므로 feature=Greed라는 등식이 성렵한다. 그래서， (5b) 의 
구조에서 Greed라는 단어를 feature 대신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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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할 때， 필요한 모든 어휘척 특질을 지닌 채11 삽입시킨다는 최소이콘의 

일반성을 그대로 (5b)의 기저/유도구조는 보여주고 었다.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는 원언은 그 좌우에 나타나 있는대로 각 기능핵들의 어휘척언 이기 

성의 만족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그 이기성들이 강하기 때문에， 즉 C, 1의 

어휘특질이 강하기 때문에， 소리와 음운 부문(PF Component) 이전에 움직 

여야 한다. 이 말은 강한 특질이 어휘를 필요로 하므로 발음활동 (Spell Out 

Operation)하기 전(PF/LF로 갈라지기 이전)에 그 요구가 충족되어야 하 

며， 그렇지않고 그 강한 특질이 PF/LF에 남게 되면 그 PF/LF표지가 언접 

해 있는 해석체계로부터 소리해석/의미해석을 받을 수 없다는 돗이다. 

(7) (5b) 의 표충구조 

CP 

Karl j 

1 
C 
l 

n
π
 

R 
I 

와
 

i Kauftek 

tl// AGRs' 
I 
T 
i 

tl/ 

Ti 
l 

객i
 

I 

熾 i 

AGR。’das Buchj 

ι 

I 
P 

l 

v 

t, 

V’ 

l 

熾!
ψ
 
l 
T 
| 

ψ
 
1 

빠
 
! 

ι
 
l 
V 
| 

μ
 

11 예를 들어 명사구라면 문장유형에 따라서 등장하는 (통사적인 특철， 내지는 화 
용론적 특질 등의) 문법적 특질인 [+ WH], [+Top], [+Focus], [+Ø], [+ 
Case], [+Scopal] 등의 특질을 지난 채 통사부에 들어와서 이들 각 특질들을 각 
관련핵들에게서 점검받는다. 통사도 역시 시제와 일치특질을 지닌 굴절된 단어로 
동사구 내부에 들어와서 핵。l동에 의해서 각 기능핵에 연접되어 그 특질들을 점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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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의 기저/유도구조에서 (5b)의 표충구조로 이통해 오는 과정에서 네 번 

의 SPECjHead 관계가 생겨난다. 먼저 (SpecAGRo, AGRo)에서 (das 

B따h， kaufte) 인데 여기서 점검되는 어휘특질은 ([ +AKKJ, [+AKKJ)과 

([ +<ÞJ, [+φJ) 이다. 이 특질들의 순서쌍에서 앞짝은 das Buch가 지니고 있 

는 특질이고， 뒤짝은 동사가 지니고 있는 특질이다. 다음은 (SpecT, T)에서 

(Karl, kaufte) 인데 이때의 관련특질은 ([ +NOMJ, [+NOMJ) 인데 앞짝은 

Kærl이 지니고 있는 어휘특질이고 뒤짝은 기능핵 T가 지니고 있는 어휘특 

질껴l 다. 세 번째 SPECjHead 관계는 (SpecAGRs, AGRs) 인데 (Karl, kau

fte)라는 어휘순서쌍에서 ([ +<ÞJ, [ +φJ)라는 주어와 통사가 지닌 일치특질 

이1 점검되고 마지막 SPECjHead 관계로서는 (SpecC, C) 인데 여기에서 최 

종적으로 (Karl, kaufte)쌍이 이루어지면서 ([ +TOPJ, [ +TOPJ)이 점검되 

에 문장이 형성된다. 

이러한 네 번의 SPECjHead 관계는 향상 동사가 이동하면서 차례로 단 

계적으로 얼어나야 한다. 즉， xo-이동과 xp-이동이 맞물려서 얼어나야만 

7f，창 경제적인 이동이 되는데， 이것을 최소이론으로는 최단거리이동경제원 

리‘~Economy Principle of the Shoπ.est Movement)라고 하는 유도경 제 (Econ

omy of Derivationy2의 원리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각 기능핵과 각 단어들 

의! 이기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움직여야 할 때는 반드시 최단거리로 이통 

해야만 하며， 절대로 같은 성철의 단어나 위치를 지나쳐 념어갈 수 없고 오 

직; 핵이 움직여서 열어준 위치로만 이통해 가야 한다. 

이상의 이통과정， 즉 최단거리이통이라는 경제원리를 준수하면서 각 기능 

핵f의 강한 어휘척 특성을 만족시킨 후에 발음(Spell Out)이라는 기제 (Mech

anism)를 통해셔 PF로 전환되어 (5b)의 표충구조가 되었다. 이제 (5b)의 

LF부문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2최단거리이통경제원리란 이동의 최종목적지와 같은 성격의 자리를 단계적으로 
빠짐없이 거쳐서 와야지 그냥 지나가버리면 그 흔적에 ‘*’이 붙케 되어 유도과청 
에서뿔만 아니라 유도과정이 끝난 LF에서도 그 흔적들의 모엄연 연쇄를 점검할 

때 방해흔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유도과정에서 목적지가 A(논항)-위치이면 A
위폐를 모두 들러서 와야 하고 Ã-(비논항위치)가 최종목척지이면 Ã-위치를 중간 
과정에 모두 들러와야 최단거리이동경제원리를 준수하게 된다 (Chomsky 1992: 2, 
21, 24, Chomsky & Lasnik 1991: 4, 51,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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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b) 의 의미구조 

VP(=CP) 

Karl j V’ 

V 

kauftek 1." 

VP( =AGRs-P) 

V' 

VP(=TP) 

tl/ 

VP(=AGRo-P) 

das Buch, 

L 

I 
Wi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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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 t ... " , k 

V 

V' t k" 

V 

V 

V' 

의미구조란 엄밀히 말해서 문장의 의미가 파악되는 구조이다. 그러나 최 

소이론에서는 의미구조(즉， 논리형태， LF)를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문장의 해석에 필요한， 척합한 대상들로 구성되어 있는가만을 

점검하는 구조로 간주한다. 이것을 소위， 일관성 연쇄조건(Unifonnity 

Chain Condition)l~을 준수해야 하는 표지경제 (Economy of Representation) 

13 일관성 연쇄조건이란 이동 후의 결과물언 연쇄가 형성된 과청을 확인함으로써 
일관성을 지년 연쇄에만 의도 • 개념체계에 의해 의미해석을 부여하게 되는 조건 
이다. 즉， 방해흔적이 었으면 삭제시켜서라도 일관성을 유지시켜야 의미해석을 받 

게되므로 연쇄가 해석되기 위해서는 일관성， 즉 유도과청에서 최단거리이동경제원 

리를 준수해야 하고， 설령， 준수하지 못하여 ‘*’을 받은 흔적이 연쇄의 구성원에 

있을 때는 삭제기제를 이용하여서라도 연쇄의 일관성을 유지시킨다(예: 연산자(논 

항변항 연쇄에서 가능). 이 논문에서 다루는 연쇄는 논항-연쇄， 핵-연쇄만 다루고 
있다. 일관성의 기준은 어휘관련성 (L-relatedness) 이다. 핵이 어휘특질이 있거나 

어휘로 직접 채워지변 그 핵의 Spec과 Compl. 위치는 A-위치로 간주한다. 따라서 
논항-연쇄와 핵-연쇄는 A-연쇄이다(Chomsky 1992: 41, Chomsky & Lasnik 
1991: 58,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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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다. 그리고 문장의 진정한 의미해석은 표지경제원리에 해당하는 일 

관성 연쇄조건을 준수한 후에 얼어난다. 그러나 이때의 해석은 수행체계 

(Performance System)의 원리가 담당한다샌 따라서 일관성 연쇄조건을 준 

수했는지 점검하기만 하면 통사적 분석은 그 엄무를 다하게 된다. 

(5b) 의 의미구조를 보면 통사구가 반복되는 구조이고， LF로 오기 전에 

해당하는 구조를 괄호 안에 표기해 놓았다. (5b) 의 표충구조와 달리 LF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구조이므로 동사구로 변형되었다15 즉 각 기능 

핵위치는 동사가 거쳐왔으므로 LF에서는 각각 기능핵의 투영체가 동사구 

VP로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이는， LF에서는 어휘들의 투 

영체로만 구성된다는 의도이고， 또한 문장구조의 출발이 VP에서 시작되었 

으므로 의미부문(=LF)에서도 어휘가 들어있는 투영체로 끝이 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중간의 유도과정은 기능핵들에 의한 단어의 어휘특질 

의 점검과정이기 때문에 LF에서는 그 기능핵들의 기능이 다하여 아무런 역 

할이 없게 된다. 따라서 기능투영체들(특히， 동사가 거쳐온 것들)은 동사구 

로 나타난다. 

이제 (5b) 의 의미구조에서 일관성 연쇄조건， 즉， 표지경제원리를 준수하 

였는지 점검해 보면， 아래와 같이 세 개의 연쇄가 생걱난다. 이때 연쇄 밑 

에 쓴 것은 유도과정에서 거쳐온 자리와 그 자리의 어휘성격이다. 

(9) 1. 동사연쇄 (kauftek, tk'" tk", tk' , tk) 

(C, AGRs, T, AGRo, V) 

(A, A , A , A , A) 

2. 목척 어 연쇄 (das BuchJ, t J) 

(SpecAGRo, Compl. V) 

(A, A) 

14구체척으로 LF충위와 언접된 수행체계란 의도 · 개념체계를 말한다. 인간의 두 
뇌구조기관으로 존재하는 언어능력이 수행능력체계이다. 이 수행능력체계 안에 문 
장구조생성능력(소위， 1- 언어)이 있는데 이 능력이 만들어낸 내면언어충위가 PF 
/LF이고 이 두 충위는 각각 발음 • 지각체계와 개념 • 의도체계라는 수행능력체계 
에 인접되어 었다. 그래서 척합한 PF/LF가 유도되면 거기에 동시에 소리/의미해 
석이 되면서 이 물간에 연결이 이루어진다(Chomsky 1992: ch. 1). 
15 이 견해는 Epstein (1992: 53-60)를 따른 것이다. 물론， 영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약간 다르지만 기본적인 생각， LF표지는 VP구조의 반복이라는 점에는 변 
함이 없다. 다른 점은 TP투영체인데 독일어는 영어와 달리 동사가 유도과청중에 
T를 거쳐서 AGRs 및 C까지 이동하고， 또한 TP의 SPEC도 점검위치로 유용된다 
는 것이다 (Bobaljik & ‘Jonas 1993). 따라서 LF에서 TP도 동사구로 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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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어연쇄 (Karlj, t(', νt) 

(SpecC, SpecAGRs, SpecT, SpecV) 
(A, A, A, A) 

이 세 개의 연쇄를 각각 보면 (5b)의 기저/유도구조에서 (5b)의 의미구 

조로 오는 과정에서 유도경제원리(즉， 최단거리이동경제원리)를 준수하였기 

때문에， 즉 같은 성격의 자리를 모두 거쳐왔기 때문에 각 연쇄는 일관성이 

었다. 따라서 (5b)의 의마구조는 수행능력에 의해 의미해석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대상들로만 구성된 LF구조이다. 

다음은 예문 (5c)의 기저/유도구조이다. 예문 (5b)와 다른 점은 이번에 

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가 [ + Top]-특질을 지닌 채 동사구에 삽입되었다 
는것이다. 

(10) (5c) 의 기저/유도구조 

CP 

SPEC 

C의 
N-greed \ C의 V-greed 

(~관 : Af& | TP AGRs 

SPEC T’ AGRs의 

T의 
N-greed 

AGR。의 
N-greed 

1/ V-정reed 
AGRo-:P T 

AGRo 
r----'-------,I / T의 V-greed 

VP AGR。

‘ V' \ 
IAGR。의 Vτ~eed 

NP V I 

das Buch kaufte 
[ + Top] 

(5c)의 기저/유도구조에서도 각각의 어휘들이 이동하는 원언이 각 기능 

핵이 지닌 강한 동사특질과 명사특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이다. 이동을 하 

는 과청에서 준수해야 할 유도경제원리인 최단거리이동도 동사가 각 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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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움직이면서 함께 명사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위반흔적이 발생하지 않 

는다. 그리고， 유도과정에서 (5b) 의 유도과정과 마찬가지로 네 번의 SPEC/ 

Head 관계가 형성되어 서로간에 어휘특질의 점검이 차례대로 일어나는데 

간단히 보면 다음과 같다. 

(11) 1. (SpecAGRo, AGRo) 

(das Buch" kauftek) 

([ +Iþ], [ +Iþ]) 
([ +AKK], [+AKK]) 

3. (SpecAGRs, AGRs) 

(Karl" kauftek) 

([ +Iþ], [ +Iþ]) 

2. (SpecT, T) 

(Karl" kauftek) 

([ + NOM], [+NOM]) 

4. (SpecC, C) 

(das Buch" kauftek) 

([ +Top], [+Top]) 

이상의 어휘특질점검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네번째의 위치에 도달하게 되 

면 (5c)의 유도구조는 발음활동이 일어나서 (5c)의 표충구조(PF)와 의미 

구조(LF)로 갈라지게 된다. 

(12) (5c)의 PF 

CP 

Das Buch, C' 

kauftek 

Karl, 

AGRçP 

TP 
i 

ti/ 

AGRo-P 

tl , 

VP l 

ti 

「
t j 

AGRs’ 1 

않l
ψ
 
l 
T 
|V 

l 

熾|
κ1 
V 
| 

μ
 

T 
l 

AG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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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로 넘어온 소리구조는， 앞서 LF’로 넘어온 의미구조에 적용되는 LF‘표 

지경제원리언 일관성연쇄조건에 상응하는 PF표지경제원리로부터 소리해석 
을 받을 자격이 있는 적합한 대상으로 구성되었는지 점검받게 된다. 그리 
고， 이 점검과정을 통과한 적합한 PF의 어구들이 두뇌구조의 일부언 소리 

지각 • 발음체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 언 소리구조의 연구는 음성 • 
음운학의 부분이고 통사적 분석의 임무는 앞의 (5b)냐 (5c) 의 표충구조처 
럼 왜 그러한 순서로 어구들이 배열되었는가에 국한된다. 즉， 독일어의 경 
우， 표충구조로 넘어오기 이전에는 앞서 말한대로 (5b)냐 (5c)의 기저구조 
상태에 었다가 C, 1가 지닌 강한 어휘특질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각 어구들 
이 이동하기 때문에 그것의 만족과정， 즉 유도과정을 통과한 결과가 바로 
(5b)나 (5c)의 표충구조로 나타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부연한다면， 그 이론적 배경으로는 경제이론， 즉 최소이론을 사용하고 었 

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구이동원인으로는 어구들이 지년 어휘적 특질의 만 
족이 목적이라는 이기성원리와 이동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유도경제원리 
인 최단거리이통원리 그리고， 이동결과언 표지에 적용되는 경제원리언 일관 
성연쇄조건， 이 세 가지 경제원리와 독일어의 고유한 어휘적 속성， 즉， 이 
논문의 주장언 C, 1가 지닌 어휘특질이 강하다는 기능범주매개변수가 어우 
러져서 나온 결과가 바로 (5b, c)의 어순이다. 
계속해서， 이제 (5c)의 LF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R j 
t 

l 

R V 
대
 

껴
 

F b / 
l 
l 

、페
 

/ ’ 
l 

、

Das Buch j 
V/ 

kauft~ VP(=AGRs-P) 

Karlj 

VP(=TP) 

L’ 

VP(=AGRo-P) 

t j ’ 

ι 

I 
Wi 

t j 

l 
Vl 

v 

tk" ’ V’ l 
V|| 

μ
 l 

V
|
|
μ
 I 

V
|
|
μ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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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LF구조에셔 점검해야 할 일은 표지경제원리인 일관성 연쇄조건의 준 
수여부이다. 다음은 (5c)의 LF가 적합한 대상들로 구성되었음을 보여준다. 

(14) 1. 동사연쇄 (kauft~， V" t낀， tk’ tk) 
(C, AGRs, T, AGRo, V) 
(A, A, A, A, A) 

2. 목척어연쇄 (das BuchJ, t/ , t) 
(SpecC, SpecAGRo, Compl. V) 
(A, A, A) 

3. 주어 연쇄 (Karli, νt;) 
(SpecAGRs, SpecT, SpecV) 
(A, A, A) 

이 세 개의 연쇄에는 모두 일관성이 유지되는데， 그 이유는 이미 유도과 
청에서 즉， LF로 넘어오기 전 과정에서 최단거리아동경제원리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동사가 먼저 이동하여 어휘성격이 부여된 자 
리 (Argument 위치들)을 일관되게 거쳐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척합한 어휘 
연쇄구조를 지닌 (5c) 의 LF는 이제 수행능력이 담당하는 두뇌구조의 의미· 
언지체계로부터 의미해석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문장구조에 의한 사고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다음은 예문 (5d)의 PF와 LF를 직접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15) (5d) 의 PF 

T 

AGR。’ t/' 

CP 

WasJ C' 

kauftek 대
 

‘ c 
9 

1 

않
 

i 

A 

Karli AGRs' 

TP 

‘ 
셔
 

’ 
I 

i ‘ 
I ‘ 

객
‘
 

·j 

O 
i 

p“ G A 

L 

I 
P 

l 

v 

t J 

T 
i 

AGRs 

t/' ’ 

AGRo 

V’ 4'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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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d) 의 PF로 오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네 번의 SPEC/Head 관계 속 
에서 쌍방간에 어휘특질의 점검이 일어나는데 물론 이동과정에서 최단거리 

이동원리가 준수된다. 그 이유는 동사가 이동하면서 목척어와 주어가 단계 

척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16) 1. (SpecAGRo, AGRo) 
(WaSj, kauftek) 
([ +φ]， [+qS]) 
([ +AKK], [+AKK]) 

3. (SpecAGRs, AGRs) 
(Karlj, kauftek) 
([ +qS], [+φ]) 

R j 
t 
i 

m … 대
 

의
 삐

 

/ ’ 
l 

、

m / , ‘ 
、

Was, 

Karl j 

2. (SpecT, T) 

(Karl" kauftek) 
([ + NOM], [+NOM]) 

4. (SpecC, C) 
(Was" kauftek) 
([ +WH], [+WH]) 

VP(=TP) 

L’ 

V’ 
1 

V
l
ψ
 1 
Vl 

V/ 

kauf따 VP( =AGRs-P) 

V’ 

VP(=AGRo-P) 

V' t k " 

V 

V' t k’ 

V 

t k 

(5d)의 LF에서는 세 개의 연쇄가 일관성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t ,/ 

L 

I 
Wl 

L 

(18) 1. 동사연쇄 (kauftek' tk" ’ tk", tk' , tk) 

(C, AGRs, T, AGRo, V)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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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어연쇄 (Was" t.' , t)) 

(SpecC, SpecAGRo, Compl. V) 

(A, A, A) 

3. 주어연쇄 (Karl" t ,', t) 

(SpecAGRs, SpecT, SpecV) 

(A, A, A) 

위에서 보는 것처럼 이미 LF로 념어오기 전에 최단거리이동원리를 준수 

하였기 때문에 이동결과언 세 개의 연쇄가 LF에서도 일관성을 그대로 유지 

하는 적합한 LF구조를 이루었다. 따라서 (5d)의 LF구조는 의미 • 인지체계 

로부터 의미해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직접의문문인 예문(5e)의 PF/LF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 (5e) 의 PF 

CP 

C’ 

kauftek AGRs-P 

R 
l 

때
 

i Karl j 

TP 

ι T' 

VP 

AGRo' 

R 

” 

끼
 

% 

’ 

l 

쩌
|
샤
 

l 

T
|
μ
 l 

짜|
μ
 

AGRo-P 

das Buchj 

ι V' 

t j V 

이와 같은 직첩의문문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즉， SpecC에 그 어떤 단어도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유도과정에서 동사구 내부로 동사의 논향들을 삽업 

할 때 그 논항들에 아무런 문법적 특질， 특히 문체론적 특질들 (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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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Focus], [+Thema], [+Rhema], ... )이 부착되지 않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C의 강한 어휘성질이 통사가 이동되는 것으로 만족된다. 이것이 

직접의문문이 생겨나게 되는 이유이다. 

다음은 (5e)의 PF로 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SPECjHead 관계이다. 

(20) 1. (SpecAGRo, AGRo) 

(das Buch" kauftek) 

([ +<þ], [ +φ]) 
([ +AKK], [+AKK]) 

2. (SpecT, T) 

(Kart, kaUftek) 

([ +NOM], [+NOM]) 

3. (SpecAGRs, AGRs) 

(Karlj, kauftek) 

([ +<þ], [ +<þ]) 

이상 세 번의 어휘특질점검과정에서 차례대로 동사가 V에서 AGRs까지 

올라가면서 각 핵의 Spec위치로 즉， 목적어는 AGRo의 Spec으로 주어는 T 

의 Spec을 거쳐서 AGRs의 Spec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즉， 경제원려상 (= 

최단거리이동원리)， 최소의 비용이 들면서 각 기능핵의 강한 어휘특질을 만 

족시킬 수 있는 이동이 단계척 이동이다. 그러나 (5e)의 PF에서는 C의 강 

한 통사특질의 만족만으로 이동올 멈추어야 할 상황이다. 즉 SpecC으로 끌 

어올， 그래서 C의 명사특질을 만족시킬 어구가 통사구 안에 없는 상황이다 16 

이 상황이 바로 직접의문문으로 표출되게 된 것이다. 

다음은 (5e)의 LF이다. 

16접속사 범주 C를 접속사로 채우는 것이 통사의 이동을 차단시키는 것， 즉 C의 
강한 N, V-특질이 동시에 만족되는 방법이라는 것과 유사하게， 직접의문문 (5e) 
의 경우에 통사만 C로 이통해서 C의 강한 N, V-Greed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결 
과를 낳는 것도 이기성경제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즉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는 

그 방법으로 만족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V 

v 

f , lkl 
•---, 

V 

(5e) 의 LF에서는 세 개의 연쇄가 일관성 있게 정해진 같은 성격의 위치 

를 거쳐왔음이 확인된다. 다음의 연쇄형태를 보면 이 점이 드러난다. 

616 송
 

석 

(21) (5e)의 LF 

VP 

V’ 

Kauftek VP 

Karl, 

VP 

tl/ 

VP 

das Buch, 

VP 

L 

t, 

희 

V' 

V 

V' 

1V 

i 

(22) 1. 동사연쇄 (Kauftek' tk" " tk", tk’ tk) 
(C, AGRs, T, AGRo, V) 
(A, A, A, A, A) 

2. 목적 어 연쇄 (das Buch" t j ) 

(SpecAGRo, Compl. V) 
(A, A) 

3. 주어 연쇄 (Kart, ιt) 

(SpecAGRs, SpecT, SpecV) 
(A, A, A) 

따라서 적합한 (5e)의 LF구조는 논리 • 사고체계로부터 의미해석올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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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마지막 문장으로 독일어의 기본어순으로 보이는 종속철예문 (5a) 이 

다. 이 문장도 예외없이 앞의 셜명과 똑같이 이루어진다. (5a)의 PF/LF는 

다음과같다. 

(23) (5a)의 PF (24) (5a) 의 LF 

CP CP 

C’ 
C’ 

daβ AGRs-P daß VP 

KarL A악많 
Karl; V’ 

TP AGRs 
VP kauftek 

ι ’ T' kauftek 
~' V' 

AGRo-P T VP V 

das Buchj AGRn' tk" 
das Buchj V' tk" 

L 
VP AGR。

VP V 

ι V’ tk' 
ι V' tk’ 

tj V tj V 

tk 
tk 

(5a)의 PF/LF는 C, 1의 강한 어휘특절올 만족시키는 유도과청에서 모든 

이동이 최단거리이동원리를 준수하므로 이러한 PFjLF’는 인간의 두뇌기관 

속에 있는 소리체계와 의미체계에 의해서 소리해석과 의미해석올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5a)는， (SOV어순이라는) 독일어의 기본어순으로 간주되 

게 하는 요인언 사전에서 직접척인 접속사의 삽입활통이 통사이동이나 명 

사구의 이동-a 활통을 이용한 C의 어휘성 만족보다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 

C의 강한 어휘특질올 만족시켰다는 점에서 (5H)와 다르다. 따라서 (5a) 
는 I범주(=AGRs， T, AGRo)의 강한 어휘성 만족을 위한 이동-a 활통만이 

얼어나게 된 구조이다. 

이상에셔 볼 때， 구조(1)(=(4))에서 표총어순(3)(=(4))야 유도되는 근 

본척언 이유는 독일어 C, 1의 강한 어휘특질올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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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d경제원리에 의거하여) 생겨난 것이다. 그리고 독일어 기본어순 (5a) 
까 생겨난 이유도 위계구조상 제일 높은 위치인 C범주를 가창 경제적으로 

만족시키는 방법으로서 C에 접속사라는 어휘를 삽입시키는 최척의 경제적 

푼법활동을 택한 데서 생겨났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독일어 

Cr 1의 강한 어휘특질(명사특질， 통사특질)을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기본어 

순인 SOV 및 유도어순인 SVO, OVS, VSO 등이 생겨났다고 제안한다. 
이런 견해에 따른다면 앞서 세 사람의 문제점을 피할 수 있다. 즉， 첫째 

독일어 접속사 범주 C가 주격을 준다는 특이한 주장을 택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주장대로 주격은 INFL(여기서는 T) 이 점검하게 되고， 둘째， 독일 

어 주철 C와 종속절 C가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주철 C나 

종속절 C가 [N, V]라는 특질을 갖고 었다고 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 

로 독일어의 C나 SpecC 중 하냐는 반드시 어휘로 채워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강한 C, 1의 어휘성질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게 되었다. 

4. 결론 및 요약 

독일어는 접속사와 형태소가 발달한 언어이다. 이는 독일어의 기능범주 

C와 I가 지닌 어휘특질이 강해서， 경제이론상으로는 이 특질을 지닌 어휘를 

훨요로 하여， 끌어오게 하는 이기성 (Greed)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 어휘 

특질의 만족과정， 즉， 강한 C, 1의 Greed 만족과정이 기본어순 및 유도어순 
을 낳게 되었다. 이때 접속사를 사전에서 직접 C로 어휘삽입하는 어순이 동 

샤구 내부에서 어구를 이동시키는 어순보다 경제적이다. 그 이유는 원리상， 

어휘삽업 활동은 비용이 안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SOV에순이 SVO어순， 

OVS어순， VSO어순보다 경제적 어순이므로 독일어는 SOV;어순이 기본어순 

웰수밖에 없다. 

독일어의 C, 1가 캉하다는 말은 독일어 화자의 언어두뇌구조를 함수-논 

향구조(function-argument structure)로 볼 때， 논항이 아니라 함수， 즉 기 

능핵 C, 1라는 연산자들의 역할이 독일어 언어현상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 

는 두뇌구조라고 볼 수 있다. 아주 간단히 직관척으로 말환다면， C가 강하 

다는 것은 첩속사가 필요하다는 말이고 I가 강하다는 말음 형태소 (특히， 

성， 수， 시제， 격， 언칭에 따라 변화하는 활용어미들)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꼭 필요한 어휘를 제때에 (유도과정에서) 삽입시키커나 이동시켜서 

깨장 경제적인 어순을 만들거나 그밖의 어순을 만들게 된다. 

사실， 독일어는 접속사 (Complementizer)가 풍부한 언어;이고， 또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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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유럽어에 비해서 명사， 동사， 형용사， 관사， 심지어 방언에서는 접속사 

까지도 굴절되는 언어 (inflexionallanguage)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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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회 

ABSTRACT 

A Study on the German Word Order 
in Terms of the Minima1ist Theory 

Seok-Hee Song 

lt is proposed in this paper that C and 1 in German have strong lexical 

features as parameters. With relation to these strong (C, 1) parameters in 

terms of the Minimalist Theory, or the Economy Theory, this paper runs as 

follows: the Minimalist Theory and German sentence structures are treated 

very briefly in section 1. ln section 2, some problems of German word order 

are explained. In section 3, 1 have answered the questions-why should the 

subordinate word order (SOV) be the underlying word order in German 

and, why and how the derivational word orders (SVO, OVS, VSO) are gen

erated from it. The answer is that the German language has a strong (C, 1) 

system in its lexicon‘ In the final section, there are the conclusion and the 
res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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