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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는 프랑스어에서의 전치사 좌초(Preposition Stranding: 이하 P–S)와 

전치사구–수반이동(Prepositional Phrase–Pied Piping: 이하 PP–PP)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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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다루고, 영어의 P–S와의 비교를 통해서 프랑스어 특유의 전치사구

(Prepositional Phrase: 이하 PP)에 대한 매개변인적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영어의 P–S에 대한 분석은 Riemsdijk (1978)을 시작으로 Hornstein & 

Weinburg (1981), Chomsky (1981), Kayne (1984), Zribi–Hertz (1986)와 

Law (1998, 2006) 등에서 연구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 학자들의 분석 결과를 

프랑스어에 적용시키면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프랑스어의 P–S분석과정에 나타난 특성

들을 도출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프랑스어에서는 전치사구가, CP나 v*P처럼 분리–불가능한 하나의 

강–국면(strong phase)을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P–S는 어떠한 경우에도 적용되

지 않고 의문사 이동의 경우 반드시 수반–이동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P–S분석에서 나타난 제 문제들을 살

펴보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3장에서는 대안으로 나온 D–to–P융합분석의 문제를 

다룬다. 한편 4장에서는 프랑스어 구조의 분석을 위하여 Zribi–Hertz (1986)가 

제안한 공 복귀 대명사(empty resumptive pronoun)의 가설을 통한 분석과 그 

문제점을 도출하며 5장에서는 이제까지 제시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

고, 6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2. P–S에 대한 분석과 제 문제

Riemsdijk (1978: 160)은 적출(extraction)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P–S는 일

반적으로 핵 제약의 통제를 받는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핵 제약을 제안한다. 

(1) Head Constraint (HC)

No rule may involve Xi/Xj and Yi/Yj

...Xi... [H" ... [H' ...Yi ... H ... Yj ...] ...] ...Xj ...

(여기서 H는 음운적으로 실현된 핵이며, H"은 H의 최대 투사이다.)

PP 밖으로의 이동은 만약 핵 H가 음운적으로 실현되어 있다면, HC의 위반을 

피하기 위하여 (2a)처럼 Spec의 위치를 통해서 이동해야 한다. 

(2) a. Whoi did you talk [PP ti [ to [ ti ]]?

b. *Quii as–tu parlé [PP [ à [ t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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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emsdijk (1978: 273)은 위와 같은 구조에서, PP는 모든 언어에서 섬(island)을 

구성하지만, 영어에서만 Spec–PP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즉, (2a)에서 의문사 

who는 Spec–CP로 이동하기 전에 Spec–PP를 거쳐 가며, 그 결과 P–S가 가능하다

는 것이다. 그의 주장을 정리하면, P–S가 허락되는 영어에서는 Spec–PP가 의문사 

이동에서 탈출구(escape hatch) 역할을 하는 반면에, 프랑스어에서는 이 위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Law (1998: 223)는 다음과 같이 반대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3) a. *What time did John arrive at?

b. What conclusion did John arrive at?

(3a)의 비문법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P–S를 허락하지 않는 프

랑스어에서 나타난 단순 의문사로의 치환 가능성이 있는 PP–의문사구의 P–S에 

대한 제약과 관계되는데, (3a)는 다음과 같이 치환이 가능하다는 데에서 그 해결

책을 찾을 수 있다.

(4) a. At what time ∈ When

b. At what conclusion ∉ Where

다른 한편으로는 (3)의 두 구문에서의 문법성의 차이는 부가어와 논항 사이의 하

위적출(subextraction)의 차이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데, Huang (1982)

의 적출영역에 대한 제약(CED)을 적용해보자.

(5) Constraint on Extraction Domains(CED)

Only complements allow material to be extracted out of them, 

not specifiers or adjuncts.

즉, (3a)에서는 부가어로부터 실행된 P–S이며, (3b)에서는 논항으로부터 실행된 

P–S라고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약에 의해서도 설명되지 않은 예문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

는데, 단순히 논항과 부가어의 구별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다.

(6) a. Whoi do you like a picture of ti?

b. *Which tablei do you like a book on ti?

c. *On which tablei do you like a book ti? (Ticio 2005: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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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Hornstein & Weinburg (1981: 60–63)는 P–S에서의 언어 간의 변이는 

어떤 통사적인 위치에 대한 적용 가능성 보다는 어떤 통사적인 운용의 적용 가능

성으로부터 유래한다고 주장하면서, 사격 여과장치(Oblique Case Filter)와 재

분석 규칙(Reanalysis Rule)을 제안한다. 즉, VP영역에서 동사가 자신의 오른쪽

에 있는 연속체(여기서는 PP)와 함께 복합동사를 만든다는 것이다. 

(7) a. Oblique Case Filter

*[NP   eoblique]

b. Reanalysis Rule

V ⟶ V* (여기서 V는 V*에 있는 모든 요소를 성분–통어한다.)

(8) a. John [VP [V talked ] [PP about Fred ]].

b. John [VP [V talked about ]  Fred ]].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재분석 규칙은 (8b)의 구조를 생성하게 되는데, (8)의 구

조는 각각 다음과 같은 의문문들을 산출한다. 

(9) a. About whom did John talk?

b. Who did John talk about?

이러한 재분석 규칙도 (3)의 예문들에 나타난 문법성의 차이를 설명하기는 어렵

다. 즉, (3a)에서는 반드시 V+P의 재분석이 적용되는 반면에, (3a)에서는 왜 적

용되지 않는지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특히 다음의 예문들은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직접목적어의 출현을 자유롭게 허

용하기 때문에, V+P 재분석으로는 P–S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10) a. Who did John give the book to?      (Chomsky 1981: 292)

b. Which World War did John lose his arm in?

c. Which party did John write the letter after?

d. Which park did John find the rabbit in?  (Takami 1998: 305) 

끝으로, Hornstein & Weinburg (1981: 68)는 프랑스어에서 P–S가 전혀 인정

되지 않기 때문에 재분석과 같은 통사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데, 결국

은 이것도 하나의 규정(stipulation)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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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V와 P의 격–부여 방식에 기초를 두고 있는 Kayne (1984: 116)의 분

석에 따르면, 영어에서는 구조격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V와 P가 같은 방식으로 지

배하지만, 프랑스어에서는 P는 V와 같은 방식으로 지배하거나, 격을 부여하지 않

는다. 따라서 영어에서는 P와 V의 재분석이 가능하지만, 프랑스어에서는 불가능

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특히 영어의 전치사, 동사의 차이점을 다음의 구조를 기초

로 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반대의 증거를 제시할 것이

다.

(11) ... V ... [CP  C  [IP XP...

첫째, Kayne(1984: 109)은 영어의 전치사 for와 프랑스어의 전치사 de사이의 

지배에 대한 차이점을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영어의 P–보문자 

for는 XP의 위치에서 어휘주어를 허락하지만, 프랑스어의 P–보문자인 de는 그렇

지 않다고 주장한다.

(12) a. It would be a pity for something to happen to him.

b. *Ce serait dommage de quelque chose lui arriver.

(13) a. It would be a pity for (John /*PRO) to leave now.

b. Ce serait dommage de (*Jean/PRO) lui arriver.

즉, (13)의 예문에서처럼, 영어의 for 다음에는 어휘명사가 나타나야 하고, 공범주 

PRO는 나타날 수 없는 반면에, 프랑스어에서는 de 다음에 어휘명사는 나타날 

수 없고 반드시 공범주 PRO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프랑스어의 보문자 de는 부정사절을 이끄는 요소로서 영어

의 for와 대응되지 않으며, pour/for와 de/to의 대응관계가 더 자연스럽고 타당

성이 있다는 것을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4) a.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John.

b. Il est difficile de comprendre Jean.

(15) a. Il est facile pour un journaliste d'aborder le premier minister.

b. It is easy for a journalist to approach the prime minister.

(Huot 1981: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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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Kayne (1984: 112)은 (12)–(13)에서 제시한 전치사의 분포적인 차이점에 

근거하여, (11)의 구조에서 영어에서는 C의 위치에 있는 영보문자 ø가 핵이 되어 

내포문 주어를 지배하고 격을 부여 하지만, 프랑스어에서는 이 주어 위치를 지배

하지도 못하고, 격도 부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분석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려

고 한다. 

(16) a. I believe [CP [ø [TP John [ to be the most intelligent of us ]]]].

b. *Je crois [CP [ø [TP Jean [ être le plus intelligent de tous ]]]].

그러나 Boskovic (1997: 63)도 언급하였듯이, 영어의 believe–구문에서 어휘주

어 DP는 croire–구문이 취하는 영 주어 PRO의 특성과는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

데, 그 이유는 예외적 격 표시(Exceptional Case Marking: 이하 ECM)의 구

조에서는 이 어휘주어가 격 부여를 준수하기 때문이다. 결국은 두 동사 사이의 하

위범주화의 차이가 (16)에서의 문법성에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Chomsky & Lasnik (1995: 112)도 believe 동사는 어휘적 특성으

로서 CP보다는 TP를 보충어로 선택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believe의 보충어에 

있는 DP가 격을 부여 받는다는 사실은 목적격 부여의 특성인 인접조건을 준수하

느냐 않느냐에 따라서도 결정된다.

(17) a. *Mary believes, of course, George to be the culprit.

b. ?Mary believes George, of course, to be the culprit.

(McCawley 1988: 131)

따라서 believe와 croire는 각각 TP와 CP를 보충어로 선택하는 동사로 구별되

어야 하며, 각 동사의 하위 범주화에 따라 보충어의 형태가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증거는 다음 예문들에 의해서도 제시될 수 있는데, 

croire–구문에서는 일종의 중량명사구전이(Heavy NP Shift: 이하 HNPS)2가 

가능하지만, believe–구문에서는 비인칭 it이 believe 뒤에 출현하여 believe가 

반드시 목적격을 부여해야 한다.

(18) a. [De faire cela] est difficile.

b. [To do that] is difficult.

(19) a. Je crois [de faire cela] difficile.

b. I believe [to do that] (to be) diffic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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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a. Je crois  (  /*être) difficile de faire cela.

b. I believe ( */ it ) difficult to do that.

결론적으로 Kayne (1984)의 분석은 보문자에 관여하는 것이며, P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두 언어 사이에 나타난 P–S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3. 통사적 D–to–P 융합 분석과 제 문제

Law (1998: 226)는 앞에서 제시한 P–S의 연구에서 탈피하면서, 많은 언어들

에서 전치사(구)가 좌초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수반–이동되는 이유에 대하

여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프랑스어에서 P–S가 없는 것은 프랑스어의 

독립적인 형태론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며, 통사적 D–to–P 융합의 독립적

인 특성에 연결시킨다.

Law (ibid.: 227)는 통사론과 형태론 사이의 도상화는 다음과 같은 축약의 통

사적 제약을 따른다고 제안하고 있다.

(21) Syntactic constraint on suppletion

Elements that undergo suppletive rules must form a syntactic 

unit X°.

(22) [PP [P° + D°i [DP [ ti [NP [ N° ]]]]]

(23) Jean a parlé du sujet le plus difficile.

John talked about the most difficult subject.'

(21)의 D–to–P 융합규칙을 적용해보면, (23)의 du sujet는 다음과 같이 분석

된다.

(24) [PP [de + lei [DP [ ti [NP [ sujet ]]]]] 

(24)에서 de와 융합된 le는 뒤따르는 NP sujet와 통사적인 구성 요소를 형성할 

수 없으며, 따라서 DP(D+NP)를 이동시킴으로써 P를 좌초시킬 수가 없다. 또한 

의문사 요소들도 D라는 가정 하에 핵 D와 융합될 수 있기 때문에 P–S는 나타나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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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 *Le sujet a été parlé de.

b. *Quel sujet as–tu parlé de?

Law (1998: 228)는 P–S가 D–to–P 융합의 부재와 상호 연결된다면, D가 P에 

융합되지 않을 때 P의 보충어가 wh–이동이나 NP–이동에 의해서 적출되는지에 

상관없이 P는 좌초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전치사들은 따로 분리해서 다루어야 하는지, 아니면 한 

언어에서 D–to–P 현상이 보이기만 하면 모든 P에도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다루

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프랑스어에서는 축약의 형태를 취하지 

않는 à나 de 외의 전치사가 더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래의 예문들에서도 

예외 없이 PP–PP가 적용되어야 한다.

(26) a. Sur quelle table a–t–il mis le roman?

‘On which table did he put the novel?’

b. *Quelle table a–t–il mis le roman sur?

‘Which table did he put the novel on?’

(27) a. Vers quelle direction est–il allé?

‘Towards which direction did he go?’

b. *Quelle direction est–il allé vers?

‘Which direction did he go towards?’

(28) a. Pour qui as–tu voté?

‘For whom did you vote?’

b. *Qui as–tu voté pour?

‘Whom did you vote for?’

위의 예문들에 나타난 sur, vers, pour 등의 전치사들은 뒤의 핵 D와 융합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수반–이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Law (1998)가 제시한 통사적 D

–to–P 융합의 분석은 프랑스어의 전치사 à와 de에 국한된 분석이다.

특히 Zribi–Hertz (1986: 602)에서는, V+P의 재분석뿐만 아니라 D–to–P 융

합의 분석도 불가능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의 예문들은 V와 P사이에 

직접목적어 DP가 출현하는 구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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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a. Ton cahier, Pierre a renversé du lait dessus.

‘Your notebook, Pierre spilled milk on–it.’
b. La boîte métallique, Pierre range ses chaussures dedans.

‘The metal box, Pierre arranges his shoes in–it.’
c. Le champ de blé, on a mis du grillage autour.

‘The wheat field, we put the fence around–it.’
d. Les vacances de Noël, Pierre a trouvé un travail depuis.

‘The Christmas vacation, Pierre found a job from then.’

e. Cette machine, j'ai tapé plusieurs articles avec.

‘This machine, I typed several articles with(–it).’
위의 예문들에서 동사들은 모두 목적어(이탤릭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V+P의 

재분석은 적용될 수 없으며, 전치사가 à나 de의 형태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한정

사 D와의 축약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ECP, 공복귀  대명사의 분석과 문제점

최소주의 이전의 분석에서 Kayne (1984: 47–48)은 Chomsky (1981)의 공

범주 원리(Empty Category Principle: 이하 ECP)를 도입하여  프랑스어의 P–
S분석에 적용한다.

(30) ECP 

An empty category [ß e ] must be properly governed, where α 

properly governs ß if and only if α governs ß and

a. α = [±N, ±V] or

b. α is coindexed with ß.

위의 원리에서 α는 조합에 의해서 N, V, A, P가 되며, Kayne (1984: 51)은 

이 ECP를 적용하여 다음 예문들을 설명하고 있다. 

(31) a. *Jean n’a pas parlé à  ß de linguistes.

‘John didn’t talk to ß linguists.’

b. *Jean n’a pas voté pour  ß de communistes.

‘John didn’t vote for ß commu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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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 *Elle a trop compté sur ß d’amis.

‘She excessively counted on ß friends.’

b. *Combien a–t–elle été applaudie par ß de spectateurs?

‘How many was she applauded by ß spectators?’

(30)의 원리에 따르면 위의 예문들에서의 ß는 어휘범주인 전치사 à, pour, sur, 

par에 의해서 각각 지배되기 때문에 비문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모두 비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Kayne은 전치사를 고유지배자의 그룹에

서 제외시킴으로써 (31), (32)의 비문법성이 설명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즉, 

ECP는 공범주가 어휘 범주의 지배 또는 선행사(상호–지시된 어휘범주)의 지배를 

받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프랑스어에서는 전치사가 어휘범주지배에서 제외

되기 때문에 P–S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33) a. *Qui a–t–elle voté pour t?

‘Who did she vote for?’

b. *Qui courait–elle après t?

‘Who did she run after?’

c. *Quel garçon a–t–on tiré dessus t?

‘Which boy did we shoot above?’

즉, (33)에서 이동된 의문사의 공범주 t는 전치사에 의해서 지배되지 못하기 때문

에 (33)은 모두 비문이다. 이처럼, Kayne (1984)의 분석에서는 프랑스어의 P는 

영어의 P와는 달리 어휘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매개변인의 차이가 제안되고 

있다. 

한편 Zribi–Hertz (1986: 589–599)는 프랑스어의 P–S에 대한 분석을 다루면

서, 프랑스어 구문에서 홀로 문장 뒤에 남겨진 전치사는 영어의 좌초된 전치사

(stranded preposition)와는 달리 고립 전치사(orphan preposition)라고 주장

하고 있다. 이 두 전치사의 차이는 전치사 뒤의 범주의 차이로 설명되는데, 영어

의 전치사 뒤에는 이동된 DP의 흔적이 존재하는 반면에 프랑스어의 구조에서는 

이러한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어 구문에 대응하는 영어 

구조는 모두 비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34) a. Je connais bien cette valise, car je voyage toujours avec.

b. Chaque fois qu‘il trouve un arbre, Pierre se cache derriè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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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endant que Marie visitait Notre–Dame, Pierre passait de-

vant en autocar.

(35) a. *I know this suitcasei well, for I always travel with ti.

b. *Every time he finds a treei, John hides behind ti.

c. *While Mary was visiting Notre–Damei, John was driving 

past ti in a bus. (Zribi–Hertz 1986: 596)

 

(35)에서는 DP가 하위절 CP 밖으로 이동되어 비문이 도출된다. 그러나 한 문장 

내에서도 이동의 개념으로 고려되는 영어의 P–S는 하위인접조건으로 제외될 수 

있지만, 그에 대응하는 프랑스어의 고립전치사 구문은 문법적이다.

(36) a. *This booki, I accept the agreement that John should look at ti.

b. *This booki, I hate the thought that everyone steps on ti.

(37) a. Cette valise, j’ai conçu l’hypothèse que Marie pouvait voyager 

avec.

b. Ce banc, je déplore le fait que Marie refuse de sauter par–dessus.

이러한 구문의 대조로부터, 우리는 프랑스어의 고립 전치사 뒤의 빈자리는 영어

에서 표현되는 좌초된 전치사 뒤의 빈자리와는 다른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Zribi–Hertz (1986: 598)는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프랑스어의 고

립전치사 뒤의 빈자리는 흔적의 특성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조응적 복귀 대명사

의 일종인 공 복귀 대명사(empty resumptive pronoun) 인 ‘pro’의 특성을 나

타낸다고 주장한다. 

pro도 NP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속하는 운용자(선행사)도 NP가 되어야 한다. 

영어의 경우에 명사구 이동과 비명사구 PP의 이동에 나타난 문법성의 차이를 살

펴보자. (강명윤 1998: 257)

(38) a. ?Who do you believe the claim that John spoke to [e]?

b. *To whom do you believe the claim that John spoke [e]?

(38)에서 의문사–이동은 모두 복합 명사구(the claim...) 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위인접조건을 위반하고 있다. 그러나 NP의 의문사구가 선행사인 (38a)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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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자리가 공 복귀 대명사인 pro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who와 [e]의 관계는 하위

인접조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문법적인 문장을 산출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PP의 의문사구가 선행사인 (38b)에서는 [e]가 PP범주이며 이동의 결과이기 때문

에 공 복귀 대명사가 될 가능성은 없으며, 하위인접조건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비문을 도출한다. 앞에서 분석된 모든 경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선행

사와 흔적, 선행사와 공 복귀 대명사 사이에는 반드시 선행관계가 유지된다는 것

이다. 

5.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과 제안

끝으로, 앞장에서 분석된 방법들에 대한 문제점들의 해결책과 매개변인적 특성

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Law (1998, 2006)가 제안한 통사적인 D–to–P 융합 분석에서 주로 다

루어진 프랑스어의 전치사 à와 de로 구성된 PP 내에서는 어떠한 보충어 DP의 

이동이나 탈락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à+DP와 de+DP는 중성대명사 

y와 en으로 각각 환언될 수 있기 때문이다.

(39) Parti pour le Québec en janvier, il Y est resté plus de deux 

mois et il EN est revenu à Pâques. (Grevisse 1986: 1509)

‘(Having) left for Quebec in January, he IN–THERE stayed 

more than two months and he FROM–THERE returned in 

Easter.’

특히, 중성 대명사 y는 다른 전치사들 – dans, derrière, sur 등– 과 함께 표현된 

PP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D–to–P 융합분석과는 무관하며 따라서 중성대명사 

y, en으로 치환 가능성이 있는 PP도 수반 이동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의문사 

이동에서도 전치사 à와 결합된 의문사 외에도 위의 전치사들과 결합된 DP의 의

문사로의 환언도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40) a. Le gouvernement l’a enfermé dans une pièce, et il Y est 

resté tout l’hiver. 

‘The government him–locked up in a room, and he IN–
THERE has stayed all through the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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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ù as–tu mis le livre? – Je l’ai mis SUR la table.

‘Where did you put the book? – I put it on the table.’

따라서 프랑스어의 수반–이동이 불가능한 것은 D–to–P 융합과 관련되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단일 중성 대명사로의 치환, 단일 의문사로의 치환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프랑스어에서 고립 전치사 다음에 나타나는 빈자리의 공범주의 지위에 

대하여 Zribi–Hertz (1986)가 제안한 공 복귀 대명사의 출현 가능성은 희박하

다. 왜냐하면 선행사가 없어도 전치사가 단독으로 출현가능하며, 선행사인 운용

자와의 선형 관계도 준수되지 않고 결속관계도 유지되지 않는 문장들도 관찰되기 

때문이다.

(41) a. Tui viens avec tj?  (Ø > t)

‘Do you come with?’

b. Il court derrière ti pour lai rattraper.   (t > la)

‘He runs after (her) in order to (her) overtake.’

특히, Zribi–Hertz(1986)에서 제안된 고립 전치사는 수의적인 보충어 역할을 하

거나, 부사의 기능을 한다고 고려할 수 있는데, 실제로 부사의 의미적 기능과 통

사적인 범주 지위 사이에는 일대일의 대응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

사적 기능은 PP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DP, AP, CP에 의해서도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42) a. Paul est rentré [PP en voiture].

‘Paul returned by car.’

b. Paul est rentré [DP la semaine dernière].

‘Paul returned last week.’

c. Paul est rentré [AP très déçu].

‘Paul returned very dispointed.’

d. Paul est rentré [CP lorsqu'elle partait].

‘Paul returned when she was going to leave.’

끝으로, Chomsky (2001: 13–14)의 국면 불가침 조건(PIC: 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을 도입하면 프랑스어의 P–S운용의 불가능성은 더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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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PIC)

The domain of H is not accessible to operations at ZP; only H 

and its edge are accessible to such operations.

[ZP Z … [HP α [H’ H YP]]] (with ZP the smallest strong 

phase)

(43)의 구조에서 HP가 PP라고 가정한다면, H’가 접근 불가능한 영역

(inaccessible domain)을 구성하기 때문에, 보충어인 YP(즉, DP)는 독립적으

로 HP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프랑스어에서는 P–S의 적용이 불가능하

다. 다음의 예문을 비교하면서 두 언어간의 매개변인을 도출해보자.

(44) a. Who did you speak to?

b. To whom did you speak?

(45) a. *Qui as–tu parlé à?

b. A qui as–tu parlé?

Radford (2004 : 213)는 수반–이동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서, 영어의 자질–복
사(feature–copying)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영어에서는 어떤 전치사가 wh–
보충어와 병합될 때는 이 전치사도 보충어로부터 wh–자질을 계승할 수 있다는 것

이다. 따라서 wh–자질을 계승할 수 있을 때에는 수반–이동이 실현되고(44b), 그

렇지 않을 때에는 보충어만 wh–이동을 실현하는 P–S구조를 선택적으로 취한다

(44a). 이 분석을 프랑스어에 확장–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매개변인을 도출할 수 

있는데, 프랑스어의 전치사는 뒤따르는 보충어로부터 반드시 wh–자질이나 phi–
자질을 계승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따라서 (45a)에서 전치사 à도 의문

사 qui로부터 wh–자질을 계승하기 때문에, 이동의 경우 à qui는 분리될 수 없어 

비문이 도출되며, 반대로 (45b)는 문법적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는데, 프랑스어는 

영어와 달리 PP가 하나의 강–국면을 구성한다는 매개변인적 특성 때문에 국면의 

보충어인 DP가 단독으로 국면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치사 

좌초는 나타날 수 없다. 부수적으로 프랑스어의 전치사는 뒤따르는 보충어로부터 

반드시 wh–자질이나 phi–자질을 계승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반–이동이 실현

되어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 해결책을 통해서 프랑스어와 영어의 전치사 좌초에 나타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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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어에서 전치사구 수반이동의 의무적 

실행과 전치사 좌초의 부재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6. 결 론

본 연구는 영어와 프랑스어의 전치사–좌초에 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우선 기

존의 분석들에서 제안된 대안들을 다시 검증하면서, 그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매

개변인의 차이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의 결과를 제시한다. 

프랑스어에서는, 영어와 달리, 전치사와 뒤따르는 DP와의 결속력이 강하게 표

출되기 때문에, 대명사화, 단일 중성대명사화와 단일 의문사로의 환언이 비교적 

자유롭다. 따라서 P–S가 이러한 구조적인 특성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P–S의 적

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Kayne (1984)의 주장인, “프랑스어의 전치사는 영어의 전치사와는 달

리 어휘범주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범주적 관점을 통사적인 관점으로 확장한다

면,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즉, 프랑스어는 영어와 달리, PP가 CP나 v*P

처럼 하나의 강–국면을 구성하기 때문에, 국면 불가침 조건의 제약에 의해서 국면

의 보충어인 DP가 단독으로 국면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만, PP의 

국면적 특성에 대해서는 단지 규정이 아니라, 이 구조가 국면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근거를 차기 연구에서 더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전치사 좌초, 전치사구–수반이동, 적출, 예외적 격 표시, 공 범주 원리, 고

립 전치사, 공 복귀 대명사, 환언, 강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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