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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정(2014), 스페인어 다중 초점 이동과 이차술어 구문.
초 록 본고에서는 스페인어 이차술어 구문(secondary predicate construction)에서 나타나는
다중 초점(multiple focus) 이동 현상을 다루고자 한다. 스페인어는 초점 구문을 형성할 때, 문
장의 좌향 외곽(left periphery)으로 이동하는 초점 요소가 한 문장 내에 하나만 나타나며, wh의문사 구문에서는 하나의 wh-요소만이 문두에 나타날 수 있는 언어이다. wh-의문사구와 초
점 요소 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wh-의문사구도 초점 요소로 다루어진다는 일반적인 논의
를 통해, 스페인어는 하나의 초점 요소만이 문두에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분석과는 달리, 스페인어 이차술어 구문에서는 다중 초점 요소의 이동이 가능하다. 이
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이차술어 구문의 도출 구조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구조를 바탕으로 다중 초점 요소의 이동이 가능함을 밝히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스페인어
이차술어 구문의 도출에 병렬 병합(parallel merge)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성분 통어 영역에서
두 주술관계가 형성된다고 가정하고, 각각의 도출 영역에서 생성된 두 초점 요소는 탐침에게
동시에 보일 수 있는 목표(goal)가 됨으로써 다중 초점 이동이 가능하다고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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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스페인어의 초점 구문(focus construction)에서는 문장의 좌향 외곽(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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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phery)으로 이동하는 초점 요소가 한 문장 내에 하나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되어 왔다. 그리고 스페인어는 wh-의문사 구문에서 하나의 wh-요소만이
문두에 나타날 수 있어 다중 의문사구 이동(multiple wh-fronting)이 불가능한
언어이다. wh-의문사구는 초점 요소로 다루어진다는 일반적인 논의를 따른다
면, 결과적으로 스페인어는 하나의 초점 요소만이 문두에서 나타난다고 분석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분석의 예상과는 달리, 다중 초점 요소
가 문두에서 나타나는 다중 초점 구문(multiple focus construction)이 스페인
어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물론 모든 문장에서 다중 초점 구문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별히 다중 초점 요소의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스페인어
이차술어(secondary predicate) 구문에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문장
과는 달리, 이차술어 구문에서는 어떻게 다중 초점 요소의 이동이 일어날 수 있
는지 최소주의적 관점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차술
어 구문의 도출에 대한 새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보다 설명력 있는 논의가 이루
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II. 스페인어 초점 구문과 wh-의문사 구문
1. 초점 이동과 다중 wh-의문사구 이동
정보 구조(information structure)에서 초점 요소가 문장의 좌향 외곽으로의
이동하는 구문은 화제(topic) 요소의 이동과는 문두로 이동할 수 있는 어휘 요소
의 수에 있어 두 구문에서 서로 차이가 나타난다. 다음 (1)의 예문을 살펴보자.
(1) a. A María, los libros, se los compramos en esta librería.
b. Un libro a mí Juan en Navidad nunca me lo ha regalado.
(Rodríguez Ramalle 2003, 118; Casielles 2004, 74)

(1)과 같은 화제 구문의 경우, 두 개 이상의 화제 요소가 문두에 나타나는 것

소가 도출되었고, (1b)는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 주어, 부사구가 문장의 좌
향 외곽에서 화제 요소로서 도출되어 네 개의 화제 요소가 문두에 나타난 구문
이다.
그러나 초점 구문의 경우는 문장의 좌향 외곽에 하나의 초점 요소만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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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좌향 외곽에서 나타나는 화제 구문이다. (1a)의 경우는 두 개의 화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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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 문장 내에 접어(clitic)를 동반하면서 간접목적어와 직접목적어가

날 수 있다.
(2) a. *JUAN, A MARTA dio un libro.
b. JUAN dio un libro a Marta.
c. A MARTA dio un libro J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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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예문에서 보듯이, 문장 내의 어휘 요소인 주어 ‘JUAN’, 간접목적어 ‘A
MARTA’가 문장의 좌향 외곽으로 이동하는 초점 구문을 형성할 때, (2a)와 같
이 두 개의 초점 요소가 문두로 이동한 구문은 비문이 되며, (2b, c)와 같이 하
나의 초점 요소의 도출만이 정문이 된다.
문장의 좌향 외곽에 초점으로 나타나는 요소는 (2)와 같은 명사구뿐만 아니
라, 다음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치사구, 부사구, 형용사구 등도 가능하다.
(3) a. CON POCO DINERO salía Julia de casa.
b. AYER (y no la semana pasada) nos llamó Juan por teléfono.
c. CANSADA salía Julia de casa.
(Rodríguez Ramalle 2003, 117)

다양한 문장 요소가 문두로 초점 이동을 할 때도 역시 하나의 문장 내에서
하나의 초점 요소만이 문두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다음 (4)를 통해 알 수
있다.
(4) a. *TEMPRANO (y no tarde) DE SU CASA (y no del trabajo) salía Julia.
(Rodríguez Ramalle 2003, 118)
b. *AYER EN MADRID visitó Juan el Museo del Pr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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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스페인어에서 다중 초점 구문은 허가되지 않으며, Cinque(1983;
1990), Rizzi(1997), Zubizarreta(1998; 1999) 등은 초점 요소가 문장의 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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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으로 이동하는 것은 하나의 요소만이 가능하다고 언급한다.1)
즉, 스페인어는 문장의 좌향 외곽으로 하나의 초점 요소만이 이동할 수 있으
며, 구조적으로 이 위치를 Spec-C 혹은 Spec-Foc라고 가정할 때 하나의 CP 혹
은 하나의 FocP만이 투사되는 언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페인어는 문두로 다중 wh-의문사구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언어에
속한다.2) 다음 (5)의 예를 살펴보자.
(5) a. ¿Quién le dio el libro a quién?
b. *¿Quién a quién le dio el libro?

(5)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장 내에 두 개의 wh-의문사구가 도출되는
경우, 이 중 하나의 wh-구만이 문두로 이동하고 다른 하나의 wh-구는 제자리
에 남아있는 문장이 정문이다. 두 개의 wh-의문사구가 모두 문두로 이동하는
(5b)는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불가리아어나 루마니아어와 같은 언어는 다중 wh-의문사구 이동이
가능한 언어이다.
1) 스페인어와 동일하게, 이태리어에서도 하나의 문장 내에서 초점 요소는 하나만 문장
의 좌향 외곽에 나타날 수 있으며, 화제 요소는 하나 이상의 요소가 나타나는 것이 가
능하다.
(i) a. Il libro, a Gianni, domani, glielo daro senz’altro.
‘The book, to Gianni, tomorrow, I’ll give it to him for sure.’
b. *A GIANNI IL LIBRO darò (non a Piero, l’articolo).
‘TO GIANNI THE BOOK I’ll give, not to Piero, the article.’
(Rizzi 1997, 290)
(ia)는 화제 구문으로 문두에 세 개의 화제 요소가 도출된 구문으로 정문이지만, (ib)
에는 두 개의 초점 요소가 이동한 구문으로 비문이 됨을 알 수 있다.
2) 영어도 스페인어와 함께 다중 wh-의문사구의 이동을 허가하지 않는 언어로 하나의
의문사만이 문두로 이동하고 다른 하나의 의문사는 제자리에 남게 된다.
(i) a. What did you give to whom?
b. *What to whom did you give?

vižda?
sees
ce
what

merge?
goes?
(Rudin 1988, 449)

(6a)의 불가리아어나 (6b)의 루마니아어는 문두로 하나 이상의 wh-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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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go
whom
cu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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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 Koj
who
b. Cine
who

동하는 다중 의문사구 이동 구문이 정문이다.
(5)와 같이 다중 의문사구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 언어의 경우에는, 하나의
wh-구만이 Spec-C로 이동하고 다른 wh-구는 제자리에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
된다. 그리고 (6)과 같이 다중 의문사구 이동이 가능한 언어의 경우에는, 모든
wh-구가 Spec-C로 외현적으로 이동하는 구조나 CP에 다중 지정어(multiple
specifier)를 설정하는 구조 등으로 분석한다.3) 즉, 다중 의문사구 이동이 일어
3) 다음 (ia)가 다중 의문사구 이동이 불가능한 스페인어나 영어의 구조를 나타내고,
(ib), (ic)는 다중 의문사구 이동이 가능한 불가리아어, 루마니아어, 세르보-크로아티
아어, 체코어 등에 적용되는 구조이다.
(i)

(ib)의 구조는 다중 의문사구가 외현적 이동을 할 때 의문사구 사이에 어순이 정해져
있고, 의문사구 사이에 다른 요소의 개입이 없는 불가리아어, 루마니아어 등에 적용
된다. (ic)의 구조는 다중 의문사구의 외현적 이동에서 우월성이 나타나지 않고, 의문
사구 사이에 다른 요소의 개입이 가능한 세르보-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등에 적용된
다. 다중 의문사구 이동 구문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Rudin(1988), Richard(1997),
Pesetsky(2000), Bošković(2002), Boeckx & Grohmann(2003)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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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는 스페인어는 CP에 다중 지정어를 설정한다거나 CP범주가 반복되는
구조는 허가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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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의문사구와 초점 요소의 통사적 위계
앞서 스페인어는 wh-의문사구가 함께 문두에서 도출되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는 두 개의 초점 요소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럼 wh-의
문사구와 초점 요소 사이에서 도출의 관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wh-의문사는 초점 요소로 다루어진다(cf. Rizzi 1997; Zubizarreta 1998). 다
음 (7)에서 보듯이, wh-의문사구는 이동한 화제의 요소와는 함께 도출될 수 있
지만, 이동한 초점 요소와는 함께 도출될 수 없다.
(7) a. A Luis, ¿qué le has dicho?
b. *¿Qué, a Luis, le has dicho?
c. *TEMPRANO (y no tarde) ¿quién salía de su casa?
d. *¿Quién TEMPRANO salía de su casa (y no tarde)?
(Rodríguez Ramalle 2003, 118)

의문사 ‘qué’가 나타나는 (7a)에서 화제 요소 ‘a Luis’는 의문사와 함께 도출
이 가능하다. 반면에, 의문사 ‘quién’이 나타나는 (7c)의 경우는 초점 요소
‘TEMPRANO’가 함께 도출되었고, 이 문장은 비문이다. wh-의문사구는 초점
요소로 분석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할 때, Rizzi(1997)의 CP 세분화 구조(CP
split construction)4) 에 따라 wh-의문사는 Spec-Foc로 이동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7c)가 비문인 것은 두 요소가 동일한 통사적 위치 Spec-Foc를 차지해
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화제 요소나 초점 요소와 의
문사 사이의 어순을 통해서도 증명이 된다. (7a)에서 화제 요소 ‘a Luis’가 wh의문사 앞에서 나타나는 것은 정문인 반면, 화제 요소 ‘a Luis’가 ‘qué’를 뒤따
4) Rizzi(1997)의 CP 세분화 구조는 다음과 같은 위계로 나타난다.
(i) ForceP > TopP > FocP > FinP > TP

때, wh-의문사구가 초점 요소로 기능하기 때문에 화제 요소의 뒤에서 도출되
어야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7c, d)에서 알 수 있듯이, 초점 요소
‘TEMPRANO’와 의문사 ‘quién’이 함께 나타나는 구문에서는 그 어순과는 무
관하게 모두 비문으로 판정된다. 이로써 문장의 좌향 외곽에는 초점 요소가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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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정보 구조의 화제와 초점 사이의 위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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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는 어순은 비문이 된다. 이는 CP 세분화 구조에 따라 ‘TopP > FocP’의 어

개 이상 나올 수 없으며, wh-의문사구와 초점 요소 역시 함께 도출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스페인어는 다중 의문사구 이동과 다중 초점 이동이 불가능하
며, 이는 두 요소가 이동하는 위치가 하나-즉, Spec-C 혹은 Spec-Foc-로 이 자
리를 두고 서로 경쟁하기 때문이다.

III. 다중 초점 구문
1. 이차술어 구문
이 장에서는 II장에서 살펴본 기존의 분석과는 달리, 하나의 문장 내에서 두
개의 초점 요소가 도출되는 구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스페인어 이차술
어 구문에서 초점 요소가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구문을 다루고자 한다.5)
(8) a. ¿Quién AGOTADO llegó?
b. ¿Qué CASI BORRACHA escribió Marta?
c. ¿Qué canción EMOCIONADO está cantando Luis?
d. ¿Qué plato TODAVÍA CALIENTE le sirvió Marta?

위의 (8)의 예들은 모두 이차술어 구문에 해당한다. 평서문의 경우라면 (8)
의 예들은 각각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5) (8)과 (10)의 다중 초점 구문의 예는 스페인어 원어민 5명-멕시코 2명, 스페인 1명,
콜롬비아 1명, 파라구아이 1명-의 검증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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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 Juan llegó agotado.
b. Marta escribió la carta casi borracha.
c. Luis está cantando el himno nacional emocionado.
d. Marta le sirvió el plato todavía caliente.

(9)에서 ‘agotado’, ‘casi borracha’, ‘emocionado’, ‘todavía caliente’는 각각
모문의 주어 ‘Juan’, ‘Marta’, ‘Luis’, 모문의 목적어 ‘el plato’의 이차술어로 사
용되었다. 모문의 동사 술어가 모문 주어와 주어-술어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차술어는 자신의 주어와 함께 독립적인 주어-술어 관계를 형성하고
절의 의미로 해석된다.
다시 (8)의 예문으로 돌아가 보자. (8a)는 주어가 wh-구로 문두로 이동하였
으며, 주어 술어 ‘AGOTADO’가 초점 요소로서 문장의 좌향 외곽으로 이동한
구문이다. (8b)는 목적어가 wh-이동을 하였고, 주어 ‘Marta’의 이차술어인
‘CASI BORRACHA’가 초점 이동한 구문이다. (8c) 역시 목적어 wh-이동과
주어 ‘Luis’의 이차술어 ‘EMOCIONADO’의 초점 이동이 이루어진 구문이다.
(8d)는 목적어 wh-이동과 함께, 목적어 술어 ‘TODAVÍA CALIENTE’가 초
점 이동한 구문이다. 즉, (8)에서는 wh-구와 이차술어가 문장의 좌향 외곽에서
함께 도출되었으며 모두 정문으로 판정된다. wh-의문사구를 초점 요소라고
할 때, 이 예문들은 한 문장에 두 개의 초점 요소가 이동한 구문으로 앞서 II.2
에서 살펴본 논의와는 부합하지 않으며, (7c, d)에서 wh-의문사와 초점 요소가
도출된 구문이 비문이라는 분석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다음 (10)의 예문을 살펴보자. 역시 이차술어 구문이며 하나의 문장 내에 두
개의 초점 요소가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10) a. INCLUSO CRISTINA AGOTADA compró el coche.
b. SOLO EL ARQUITECTO ENTUSIASMADO diseñó la casa.
c. INCLUSO MARTA ENFADADA salió de la oficina.
d. SOLO JUAN TODAVÍA EMOCIONADO recibió a los invitados.

(10)에서는 모문의 주어와 이차술어가 모두 초점 요소로서 함께 문장의 좌

하지 않는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8)과 (10)의 다중 초점 구문들은 기존의 분석에서 한 문장 내에 두 개의
초점 요소가 문장의 좌향 외곽에서 도출되는 것이 비문이라는 논의에 반하는
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중 초점 요소의 이동이 스페인어 이차술어 구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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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외곽으로 이동하였다. 이는 앞서 II.1에서 (2), (4)의 예들을 통해, 하나의 문

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조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자.

2. 이차술어 구문의 도출
일반적인 문장에서와는 달리 왜 이차술어 구문에서는 두 개의 초점 요소가
문두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이를 위해 먼저 이차술어 구문의 도출 구
조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차술어는 모문의 주어나 직접목적어를 자신의 주
어로 하여 모문과는 별도로 또 하나의 주어-술어 관계를 형성하는 구문이다. 예
를 들어 다음 (11a)의 이차술어 구문은 의미적으로 (11b)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1) a. Marta compró el coche emocionada.
b. Marta compró el coche y Marta estaba emocionada.

모문의 주어 ‘Marta’와 모문 술어인 동사 ‘comprar’가 이루는 모문의 주어술어 관계와 함께, 모문의 주어 ‘Marta’와 형용사 술어 ‘emocionada’는 또 하나
의 주어-술어 관계를 형성한다. 이 각각의 주어-술어 관계의 도출은 그 주어와
술어 사이에 자체의 성분 통어(c-command) 관계를 형성하면서 병합되며, 독
립된 성분 통어 영역을 형성한다. 그리고 두 주술 관계는 공통된 하나의 요소,
다시 말해 (11)에서 모문의 주어 ‘Marta’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문
장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이차술어 구문의 구조를 위해 본고에서는
Citko(2005)의 병렬 병합(parallel merge)을 도출의 과정에 적용하고자 한다.
병렬 병합은 집합 병합(set-merge), 이동을 위한 쌍-병합(pair-merge)과 함께,
제 3의 병합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통사체가 서로의 내부 요소를 공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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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되는 것으로 이러한 병합의 과정을 통해 두 통사체는 다중 관할
(multidominance)의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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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arallel Merge is like External Merge in that it involves two distinct rooted
objects, but it is like Internal Merge in that it combines the two by taking
a subpart of one of them.

이러한 병렬 병합을 (11a)의 이차술어 도출 과정에 적용하면, 모문의 주술관
계의 투사 PrP와 이차술어의 주술관계의 투사 PrP가 각각의 통사체로 투사되
는 단계에서 두 주술관계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어휘 요소, 즉 ‘Marta’가 도
입되는 순간에 두 통사체는 이를 중심으로 서로 병렬 병합을 하게 된다. 이러한
도출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3)

두 주술 관계가 공유하고 있는 모문의 어휘 요소를 하나의 축으로 하여 각각
6) Citko(2005)의 병렬 병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

이러한 병렬 병합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두 VP가 하나의 공통된 요소를 공유하는 등
위 구문의 도출 구조에 적용될 수 있다.
(ii) a. John likes and Bill hates Mary.
b. Mary sold and John bought the car.
즉, (iia)에서는 두 문장의 공통된 요소 ‘Mary’를 ‘likes’와 ‘hates’가 공유하는 구조이
며, (iib)에서는 두 문장의 공통된 요소 ‘the car’를 ‘sold’와 ‘bought’가 공유하는 구조
를 형성한다.

영역은 서로 구별된다.7) 즉, 서로 별개의 도출 영역에서 어휘 요소의 병합과 주
어-술어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병합의 구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차술어 구문에서 다중 초점
구문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다음 4장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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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rP범주는 다중 관할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두 통사체의 공통된 요소

IV. 초점 이동과 초점 뭉치
1. 이차술어 구문의 초점 이동
탐침이 탐색 가능한 하나의 성분 통어 영역 내에 두 개의 초점 요소가 존재
하는 경우, 이 두 요소는 동일한 탐침(probe)과 일치할 수 있는 합치하는 목표
(matching goal)가 된다. 이때 탐침이 하나의 목표를 탐색하여 일치한 후에는
목표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탐침과 일치할 수 없게 된다. 이는
Chomsky(2000)의 결여 성분 간섭 제약(Defective Intervention Constraints)
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14) Defective Intervention Constraints
α>β>γ
Where α c-commands β and γ, β and γ match the probe α, but β is
inactive so that the effects of matching are blocked.
(Chomsky 2000, 123)

구체적으로, 하나의 문장 내에 두 개의 초점 요소를 갖고 있는 (15a)의 구조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8)
7) 이차술어 구문에서 병렬 병합을 통한 다중 관할 구조로의 도출 분석은 유은정
(2012b)을 참고할 수 있다.
8) wh-의문사와 초점 요소 사이의 도출 관계에 대한 논의는 유은정(2012a)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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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 *ESTE LIBRO ¿quién ha leído?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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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초점 요소 ‘quién’과 ‘ESTE LIBRO’는 하나의 탐침-C 혹은 Foc-과 일치
해야 하는 요소이다. Chomsky(2001)의 국면 불가침 조건(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 이하 PIC)에 따라 초점 자질을 갖고 있는 ‘ESTE LIBRO’는 V의
보충어 위치에서는 탐침에게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국면 PrP의 외곽 지정어
(outer-spec)자리로 이동하여 상위 국면 CP의 핵 C에게 보이는 위치로 이동해
야 한다. 하나의 탐침과 초점 자질을 점검할 두 요소 ‘quién’과 ‘ESTE LIBRO’
는 탐침이 점검할 수 있는 합치하는 목표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C는 더 가까이
에 위치하고 있는 ‘ESTE LIBRO’와 자질 점검을 하고 Spec-C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여 성분 간섭 제약에 따라 ‘quién’은 탐침과의 일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이 문장은 파탄되는 것이고, wh-의문사구와 초점 요소가 함께 문두
로 이동하는 것은 비문이 된다. 따라서 하나의 도출 공간에서 도출된 두 개의
요소가 서로 성분통어 관계에 있을 때, 탐침은 두 개의 요소 가운데 더 가까운
요소를 목표로 하여 자질을 점검하므로 또 다른 요소는 결여 성분 간섭 제약에
의해 탐침과의 일치가 금지된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성분 통어 영역에서 도출
된 두 초점 요소는 하나의 탐침과 동시에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초점 요소
의 이동은 비문이 되는 것이다.
이제 다중 관할 구조로 도출된 이차술어 구문에서 다중 초점 구문을 살펴보

다. 이후 단일 통사체(single syntactic object)를 형성하기 위해 두 PrP범주가
합쳐지고 다음과 같이 기능 범주의 투사를 통해 하나의 문장으로 투사된다.9)
(16) a. ¿Quién, EMOCIONADO compró el coch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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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분 통어 영역을 형성하는 이차술어 구문은 서로 별개의 통사체로 투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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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두 PrP범주가 하나의 공통된 요소를 중심으로 병렬 병합되어 독립된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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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b)의 두 초점 요소 ‘Quién’과 ‘EMOCIONADO’는 서로 성분 통어 관계
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결여 성분 간섭 제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합치하는
목표가 될 수 있는 두 요소가 서로 다른 도출의 영역 내에 있고 그 목표가 탐침
이 점검할 수 있는 탐색 영역 내에 있다면, 하나의 탐침에게는 각 도출 영역에
있는 초점 요소가 동시에(simultaneously) 보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탐
침은 이 두 요소와 동시에 일치하여 자질 점검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두 초점 요소 ‘Quién’과‘EMOCIONADO’는 하나의 탐침과 동시에 일치하여
9) 두 통사체가 서로 별개의 공간에서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도출이 합치(convergence)
되기 위해서는 Chomsky(1995, 226)의 단일 통사체 조건에 의해 하나의 통사체로
합쳐져야 의미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i) Single Syntactic Object Condition
At the LF interface, Σ can be interpreted only if it consists of a single syntactic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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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 점검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서로 다른 독립된 성분 통어 영역에
서 도출된 요소가 하나의 탐침이 탐색할 수 있는 영역 내에 있다면, 탐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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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유인될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하나의 탐침이 두
목표와 동시에 일치하는 다중 일치(Multiple Agree)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
이라고 볼 수 있다.10) 서로 독립된 성분 통어 영역을 이루는 이차술어 구문에서
는 두 영역 내에 포함된 각각의 요소에는 결여 성분 간섭 제약이 적용되지 않으
며, 하나의 성분 통어 영역 내에 있는 두 요소에는 결여 성분 간섭 제약이 적용
되어 두 초점 요소의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2. 초점 뭉치
이제 이차술어 구문에서 두 초점 요소를 점검할 탐침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두 초점 요소를 점검할 탐침은 C (혹은 Foc)이며, C와의 일치를 통해
Spec-C (혹은 Spec-Foc)로 두 초점 요소가 모두 이동해야 한다. 결국 두 초점
요소는 하나의 탐침과 일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동일한 위치로 두 개의 요소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Grewendorf
(2001), Sabel(2001)의 뭉치 가설(Cluster Hypothesis)을 가정하고자 한다.
(17) Cluster Hypothesis
A feature F that is attracted by K attracts a feature of the same type F.
(Sabel 2001, 533)

(17)의 뭉치 가설에 따라, 초점 요소인 wh-의문사구는 자신이 갖고 있는 것
과 동일한 자질, 즉 초점 자질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초점 요소인 이차술어를 유
인할 수 있다. 그리고 wh-의문사구에 이 초점 요소 부가하여 이를 wh-구로 투
10) Hiraiwa(2000)는 성분 통어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점검 가능한 목표를 찾아 동시에 일
치하는 다중 일치를 주장한다. 본고에서 주장하는 다중 일치는 이와는 다른 개념이
다. 하나의 성분 통어 영역에서 도출된 두 개의 초점 요소는 하나의 탐침과 다중 일치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른 성분 통어 영역에서 도출된 두 개의 초점 요소가
동일한 탐침의 영역 내에 있을 때 다중 일치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
이다.

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통해 증명된다.
(18) a. *¿Quién, ayer, AGOTADO llegó?
b. *¿Qué, en casa, CASI BORRACHA escribió Marta?
c. *AGOTADO ¿quién llegó?
d. *CASI BORRACHA ¿qué escribió Ma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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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초점 요소가 초점 뭉치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은 다중 초점 이동 구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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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는 초점 뭉치(focus cluster)를 형성하게 된다.

(18a, b)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초점 요소 사이에 ‘ayer’, ‘en casa’와 같은 다
른 요소가 끼어들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18c, d)에서와 같이 두 초점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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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어순이 정해져 있어 항상 ‘wh-의문사구 + 이차술어’라는 어순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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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며, ‘이차술어-wh-의문사’의 어순은 비문이 된다. 이러한 특징은 wh-의문
사가 다른 초점 요소와 하나의 구성성분(constituent)을 형성한다는 초점 뭉치
의 형성을 뒷받침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17)의 뭉치 가설에 따라, 초점 요소인 wh-의문사구는 자
신이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자질, 즉 초점 자질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요소인 이
차술어를 유인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이때 초점 뭉치는 항상 ‘wh-의문사구 +
이차술어’라는 어순으로 나타나 wh-의문사구가 이차술어를 유인하는 것이지
그 반대의 과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초점 뭉치의 형성은 C
와의 점검이 이루어지기 전에 정해진 어순의 하나의 구성 성분이 형성되어야
한다. 다중 초점 구문의 초점 요소들은 Spec-C로 이동하기 전에 미리 SpecAsp에서 초점 뭉치를 형성한다고 가정한다. Chomsky(2001)의 PIC에 따라
제자리에 있는 초점 요소는 C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Spec-Asp로 이동하여
초점 뭉치를 형성하는 것이다.11) 이러한 초점 뭉치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은 두
요소가 공유하는 공통된 자질, 즉 초점 자질이 뭉치 구조를 형성할 수 있게 하
11) Chomsky(2001)의 PIC에 따라, 탐침 C에게는 CP가 투사되는 시점에 하위 국면 PrP
의 보충어 위치에 있는 이차술어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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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그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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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Spec-Asp로 이동한 ‘Quién’의 초점 자질은 동일한
자질을 갖고 있는 이차술어 ‘EMOCIONADO’를 유인하여 초점 뭉치를 형성
한다.12) 이 초점 뭉치는 wh-의문사구 ‘Quién’으로 투사되고 이 초점 뭉치는 탐
침 C와 일치하여 자질을 점검하고 Spec-C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Sabel(2001)은 뭉치를 형성할 때 wh-의문사구가 동일한 자질을 갖는 요소를
유인하면서 그 자질이 점검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뭉치 가
설을 재해석하고자 한다. 하나의 명사구는 기능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요
12) 익명의 심사자는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도 이차술어 구문에서 다중 초점 구문이 가능
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필자는 영어의 이차술어 구문도 병렬 병합을 통해
서로 다른 도출의 영역을 구성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영어의 경우에는 이차술어의
초점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는 도출의 과정에 있어서 두 언어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
기 때문이라고 본다. 초점 요소인 이차술어의 이동은 상위 국면의 핵에게 보이기 위
해 국면의 외곽 지정어 자리를 거쳐 이동한다. 그런데 스페인어와는 달리, 영어는 Vto-T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19)와 같은 구조에서 PrP 자체가 국면으로 기능한
다. 두 PrP범주가 서로 공유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병렬 병합된 이후에는 이차술어가
이루는 PrP범주의 외곽 지정어 자리는 이동할 수 없는 자리라고 가정할 때, 상위 국
면 CP의 핵 C에게 제자리에 있는 이차술어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영어는 이차술
어 구문에서 술어의 외현적인 초점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에, 스페인어는 Vto-T이동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PrP 국면이 AspP로 확장된다고 가정한다. 따라
서 Spec-Asp로의 초점 이동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각 언어의 매개변
인적 요소를 고려하여 초점 이동을 분석해야 하는 것이며, 병렬 병합이 이루어진다
고 해서 다중 초점 이동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초점 뭉치 형성을 위한 Spec-Asp로의 이
동은 Chomsky(2000)의 간접적인 자질 이동(indirect feature-driven movement)
이라고 보며 Spec-C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초점 뭉치의
형성을 하나의 초점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가정하고자 한다. 따라서 앞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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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요소와 뭉치를 형성한다는 것이지 Spec-Asp에서 자질의 일치와 점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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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자질을 점검한다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본다. 즉, 같은 초점 자질을 갖고

의 문장에 wh-의문사구와 초점 요소가 있는 (15a)와 같은 문장이 비문이 되는
것은 초점이 두 개이기 때문이며, (16a)의 경우는 별개의 두 성분 통어 영역에
서 도출된 두 초점 요소가 하나의 초점으로 뭉치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정문
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초점 뭉치를 형성할 때 wh-의문사가 이차술어를 앞서는 어순
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8)에서 살펴보았듯이, 초점 뭉치는 항상 wh-의
문사가 앞서는 어순으로 나타난다. 사실상 wh-의문사와 이차술어는 서로 다
른 성분 통어 영역에서 도출되기 때문에, 두 요소 중 어떤 한 요소가 Asp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인접성(closeness)에 따라 먼저 이
동해야 하는 요소가 정해진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초점 뭉치의 어순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초점 요소를 유인할 수 있는 주체(host)는 논항이라고 주장한다.13)
이는 Grewendorf(2001), Sabel(2001)가 다른 초점 요소를 유인할 수 있는 자
질은 지시성(referentiality)을 갖고 있는 DP범주이며 그 핵인 D가 다른 초점
요소를 유인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초점 뭉치는 DP로 투사되는 범주인 것이다. 따라서 (8)에서는 DP인 wh-의문
사구에 다른 초점 요소인 이차술어가 부가되는 것이다. (10)에서도 명사구 DP
가 주체가 되어 동일한 자질을 갖는 다른 초점 요소를 유인하는 것으로, 모문의
13) 초점 뭉치에서 주체가 되는 요소가 논항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비논항이 주체가
되는 초점 뭉치가 비문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i) a. *¿Cómo EMOCIONADO cantó Luis?
b. *¿Por qué EMOCIONADO cantó Lu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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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항 DP에 이차술어가 부가되는 어순으로 초점 뭉치가 형성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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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문사구 뭉치
이차술어 구문에서는 두 개의 초점 요소, 즉, ‘초점-초점’, ‘wh-의문사-초점’
의 도출이 가능함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5)에서 스페인어가 다중 wh-의문사
구 이동이 불가능한 언어라고 언급한 것과 동일하게, 이차술어 구문에서도 다
중 의문사구 이동은 불가능하다.
(20) a. *¿Quién, qué tan agotado llegó?
b. *¿Qué, qué tan borracha escribió Marta?
c. *¿Qué canción, qué tan emocionado está cantando Luis?

초점 요소가 두 개 도출되는 구문이 정문이라면, 초점 요소로 분석되는 wh의문사가 두 개인 구문도 정문이 되어야 한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차술어 구문에서 다중 의문사구 이동은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
문이다. 그렇다면 왜 다중 wh-의문사구 이동이 불가능한 것인지 생각해 보도
록 하자. 초점 뭉치를 형성할 때, wh-의문사는 동일한 자질의 요소를 자신에게
부가하는데 그 동일한 자질은 초점 자질이다. 즉, 다중 초점 구문에서는 SpecAsp에서 초점 뭉치의 형성을 통해 하나의 초점 요소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렇
다면 (20)과 같은 다중 의문사구 이동을 위해서는 두 개의 의문사구가 뭉치를
형성해야 한다. wh-의문사구가 동일한 자질, 즉 초점 자질을 갖는 wh-의문사
구를 자신에게 부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사구가 초점 뭉치를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20a)의 경우, wh-의문사구 ‘Quién’이
‘qué tan agotado’를 유인하여 이를 ‘Quién’으로 투사하면서 wh-의문사구가
갖는 공통된 초점 자질을 통해 초점 뭉치를 형성한다면, C와 초점 자질은 점검
하지만 ‘Quién’에 부가되어 있는 ‘qué tan agotado’에 남아있는 wh-자질은 점
검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이러한 도출은 파탄될 것이다. 이는 다중 의문사구 이
동이 불가능한 언어에서는 의문사구 뭉치의 형성이 금지된다는 것을 논의한

의문사구 뭉치의 형성은 불가능하며, 다중 wh-의문사구의 이동은 비문이 되
는 것이다.

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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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스페인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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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yanova(2008)에 따라, wh-의문사구는 다른 wh-의문사구를 유인할 수 있

스페인어는 다중 wh-의문사구 이동이 허가되지 않는 언어이며, 문장의 좌
향 외곽에서 하나의 초점 요소만이 도출 가능하다. wh-의문사구가 일종의 초
점 요소라는 분석에 따라, wh-의문사구와 초점 요소는 하나의 탐침과 일치해
야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히 스페인어 이차술어 구문에서는 두
개의 초점 요소가 문장의 좌향 외곽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이차술어 구문의 도출에 다중 관할의 구조를 가정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도출의 영역에서 생성된 초점 요소는 탐침에게는 합치하는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도출 영역 내에 초점 요소가 두
개 이상 있다면, 이는 결함 성분 제약에 따라 탐침에게 가까이 위치한 하나의
요소만이 이동하여 탐침과 일치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분석에서 하나의 문
장 내에서 문두로 초점 이동한 요소는 하나만 가능하다는 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면에, 도출의 영역이 두 개로 이루어진 이차술어 구문에서는 두 개
의 초점 요소가 모두 탐색 가능한 목표로서 동시에 탐침에게 보인다고 가정한
다. 이때 다중 초점 구문은 초점 요소 사이에 정해진 어순을 갖는 하나의 구성
성분을 이룬다는 점에서 초점 뭉치를 형성한다고 보았고, Spec-Asp에서 형성
된 초점 뭉치는 Spec-C로 이동하여 자질의 점검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차술어 구문의 다중 초점 이동은 서로 다른 성분 통어의 영역에서 두
초점 요소가 도출되어 하나의 탐침과 일치함으로써 다중 일치가 이루어지는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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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Spanish Multiple Focus
Movement and Secondary Predicate
Construction
Eun-jung You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You, Eun-jung(2014), An Analysis of Spanish Multiple Focus Movement and
Secondary Predicate Construction.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treat the multiple focus movement in Spanish
secondary predicate construction. Only one focus element can move to the left
periphery within a clause in focus construction. Moreover, one wh-element can
appear in clause-initial position in Spanish wh-construction. According to the
similarities between wh-element and focus element, it is argued that wh-elements
could be treated as focus elements. Therefore, in Spanish one focus element
appears in the left periphery of the sentence. However, two focus elements can
move to the left periphery in Spanish secondary predicate construction. To
explain this phenomenon, I will propose a novel structure of derivation for
secondary predicate construction and I will argue that multiple focus movement
is possible under this structure. Concretely, I will apply the parallel merge to the
derivation of secondary predicate construction. Based on this structure, two
focus elements derived in different c-command units could be matching goals
for the same probe.
Key words Multiple focus construction, Focus cluster, Secondary predicate
constru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