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제일치의 원리와 격자절* 

닙l 
「 표 0:1 

。

자연언어는 구성요소들 사이에 인칭 (person) ， 수 (number ), 성 (gender)과 

격 (case) 이 일치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 글은 일반구구조 문법에 있어서 

격자질 (case feature)과 통제일치의 원리 (Control Agreement Principle, 이 

하 CAP è-} 함)가 서로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CAP를 

적용한 결과 흔히 목적어부재 구문에 있어서 격자질의 충돌로 설명되는 구 

문의 분석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린다. 그리고 일반구구조 문법의 보편적 

자질예시 원리의 하나로 이 이론의 근간이 되는 CAP의 한계가 어디에 있 

는지를 밝힌다. 

1. 통제일치의 원리 

Gazda r , Klein, PuJlum & Sag (1985, 이하 GKPS라 함)은 통제현상과 

일치현상을 하나의 자질예시 원리에 의해서 기술하고 있다. 통사범주는 각 

각 의미유형 ( semantic type )을 가진다 이 의미유형에 따라 통사범주는 함 

수자(functor)와 논항(argument) 의 구실을 하며， 그 역할에 따라 통제자 

(controll er)와 피통제자(controllee )로 구분 결정된다. CAP는 수형도 상에 

서 통제자와 피통제자가 포함하는 자질들의 상관관계를 일관성 있게 보여주는 

원리이다. 

(1) 통제일치의 원리 (CAP) 

i) 부분수형도 내에 통제자가 있으면 통제자의 통제자질명세는 파통제 

자의 통제자질명세와 같다. 

ii) 만일 부분수형도 내에 통제자가 없으면 자벙주의 통제자질병세는 모 

범주의 통제자질명세와 같다. 

다만， 통제자철은 AGR과 직접관할규칙에 영세된 SLASH이다 

* 이 글은 전남대학교 학술진홍재단의 도움을 받은 것 임 . 

1 AGR은 일치자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agreement feature를 줄여 쓴 것이다. 

SLASH는 사선범주라고 불리우며， 미완성 (incomplete) 범주를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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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CAP는 (2)와 같은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 사이의 일치관계를 명 

확하게 보장한다. 

(2) a. Kim is happy. 

~\ | 
NP[PER 3J VP[FIN, AGR NPJ -....-l 

[PLU-J /'\、

CAP(i) 

Kim 

때
 
l 

빼
 수형도 (2b)의 주어 NP는 VP의 통제자이며， VP는 NP의 피통제자이다. 

CAP( i)은 VP 교점에 AGR이 예시되도록 한다. 또한 AGR은 HEAD의 한 

원소로셔 HFC에 의해 머리어 V에 방출되어 be는 수형도 상에서 lS로 구현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영어 문장에 있어셔 주어-동사의 일치현상을 

설명하게 된다. 

(3) NP = [ N + , V - , BAR 2, PER 3, PLU - J 

실제로 (2b) 의 [AGR NPJ는 (3)과 같이 예시 된 NP이다. 이 가운데 [ N 

+ , V - , BAR 2J는 NP가 본래 가져야 할 자질이다. [PER 3, PLU - J는 

인칭과 수에 관한 일치를 기술하기 위한 것으로 수형도에 예시된 자질이다. 

이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주어 동사와는 다르게 멸리 떨어져 있는 구성 

요소들 사이의 일치관계도 설영 이 가능하다 

(4) a. She tends to love hersel r. 
b. S 
/\\ 1 CAP(i ) 

NP VP[AGR NP[PER 3, PLU - , FEMJJ ---.J ---, 

/\\ | 
V[ 12J VP[AGR NP[PER 3, PLU- , FEMJJ ICAP(ii) 

/\ l 
V VP[AGR NP[PER 3, PLU - , FEMJJ ...J 

/\\ 
V NP[PER 3, PLU - , FEMJ 



통제일치의 원리와 격자질 523 

(4b) 의 하위 VP는 그 구성요소에 있어서 통제자가 없는 구조이다. 이 경 

우에 CAP(ii)는 모범주와 자범주의 AGR의 값이 동일하도록 한다. 이 에 따 

라 주어 NP와 하위 VP의 목적어인 재귀대명사의 인칭， 수와 성의 얼치를 

보장해 춤으로써 이들 구성요소간의 문법적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2. 두 가지 분석 

앞 절에셔 보인 CAP는 인칭， 수와 성과 관련한 통제현상과 얼치현상을 

잘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설명의 편의상 제외한 격자질은 위에 

말한 인칭과 수의 엘치를 설명하는 경우와 다르다. 

(5) Kim is easy Lo please. 

(5)는 흔히 말하는 목척어부재 구문(missing-object constructions) 의 대 

표적인 예이다. 이를 기숭하기 위한 직점관할 규칙은 (6) 이다 

(6) A' • H[ 42J. V2[INFJ/NP[ - NOMJ 

하위동사구 V2[INFJ/ [ - NOMJ의 NP[ -NOMJ은 두가지 문제를 지넌다 

GKPS (l 985) 에 따르면 격자질의 표기는 소유격을 나타내는 POSS의 경우 

에 {+. - }으로 표시할 수 있으나， [ACCJ와 [NOMJ은 + 흑은 의 값이 

없으므로 NP[ -NOMJ은 NP[ACCJ 흑은 NP[NOMJ으로 나타내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잘못을 Gazdar와 Pullum은 강의하는 도중에 발견하여 [ 

NOMJ을 [CASE ACCJ로 수정하고 있다(Gazdar & Pullum , 1987: 59) . 

(7) A' • H[ 42J. V2[INFJ/ NP[ACCJ 

그러나 FSD 10은 직접관할 규칙에 [ACC J를 명세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 

주기 때문에 이와같은 수정 자체가 일관성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격자질 

을 다루는 데 있어서 혼동을 가져다 주는 것 이다. 물론 문법체계의 다른 부 

문의 제약을 벗어나기 위하여， 혹은 예외적 인 현상을 기솔하기 위하여 (6) 

이나 (7)과 같이 직접관할 규칙에 자질명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렇 게 

할 경우에는 FSD를 무시하고 명셰해야 할 정당성이 있거나， 아니면 지정영 

세가 아닌 다른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 서 직접관할 규칙에 

명세한 NP[ACCJ는 FSD 10에 의하여 명세할 필요가 없는 것을 잉여적으 

로 보이는 컷에 불과하다 

또한 Gazdar & Pull um 의 직접관할 규칙 상의 수정은 큰 의미를 가진다. 

Z 격자질의 체계는 마음 3절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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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격자질이 자질의 방출에 의한 구성요소간의 일치를 설명하는 CAP의 

적용 대상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목적어에 대 격을 할당하는 것 

은 일견하여 표기상의 착오로 간주한다면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것처럼 보 

이게 하는 것 이다. 그러나 이후에 밝혀지는 바에 따르면 독자로 하여금 커 

다란 혼동을 초래하도록 하는 것 이다. 

관할규칙 (6)과 (7) 에 따라서 (5)를 수형도로 보이띤 다음과 같다. 부언 

할 것은 이후 주로 논의되는 내용은 격자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AGR의 

값으로 격자질만 표기한다.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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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 

/\ 

(A) 

lS 

CAP(ii) 

A[42 ] VP/NP[CASE -NOM] 

혹은[CASE ACC] 

/\ 
easy V VP/ NP 

/\\ 
t。 V NP[ + NULL ] / NP ~ ~STM1 

please e 

직접관할 규칙의 모든 자질은 수형도에 가감없이 투사되므로 하위동사구 

의 격은 [ACC]이다. FCR 13과 CAP( i)은 상위동사구의 격이 [NOM]이 

되도록 요구한다. 한편 통제자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CAP( ii) 는 상위동 

사구와 하위동사구의 격자질이 동일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8b) 의 수형 

도에 (A)로 표시된 부분을 본래의 규칙에 따라 [CASE -NOM]으로 명세 

하거나， 수정된 (7) 에 따라 [CASE ACC ]로 영 세하게 된다. 이 떼에 CAP 

( i ) 과 CAP(ii) 에 의해 연결되는 상위동사구와 하위동사구의 명사들 사이에 

격자질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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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격자질의 충돌은 관계절 구문에 있어셔 선행사인 명사류 핵어 

(nominal head)와 관 계사 사이에도 일어나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9) a . He whom everyone loved _ was loved by God. 

[NOM] [ACC] 

b. Everyone liked him who was a ble to make others la ugh . 

[ACC] [NOM] 

이와 같은 문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rill er와 공백 (gap) 사이에 격의 표 

기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데에서 비롯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노력은 Huka ri & Levine (l 987a, b: 이하 H & L이라 함)과 Kim (1 989) 이 

대표적이다. 이 두 가지 분석의 특징을 살펴보면 H & L은 일치현상을 설명 

하는 데 있어서 자질의 방출(percolation)을 전제한 반변에 Kim (1 989)은 

자질의 통합 ( unificat ion) 에 의한 방법을 제안하는 것이 서로 다른 점이다. 

H & L은 여러가지 유형의 목적어부재 구문과 관련되는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 분석을 간추려 요약하면， 첫째 대 격명사구는 격자질의 

명세를 포함하지 않고， 주격명사구는 유일한 값으로 [NOM]을 가지는 것으 

로 가정한다. 둘째 SLASH와 유사한 GAP이라는 자질을 설정하고 이 자질 

은 부정사형 동사구를 기술하는 데에 한정한다 또한 이 자질은 다음 (1 0) 

에 보이는 것과 같은 FCR로 나타낸다. 

(10) ~ GAP[NP[NOM]] 

셋째， 통제자가 없는 동사구 니}이l 샤 강 이1 -.'1 깐의 값은 모범주와 자범주 모 

두 동일하여야 한다는 CAP( ii ) 쓸 약회 사 Jcl 운 l섭의 다른 부문이 필요로 하 

는 경우에는 그 값이 거 의 같아지기만 하면 된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6) 의 직접관할 규칙에 격자질의 표기를 하지 않는 

다고 가정하고， (1 0)과 같은 FCR의 도움을 받아 통제자질의 값이 동일하 

지 않아도 상관없는 약화된 CAP를 적용하면 지금 문제로 지적된 (8b)를 

아무런 문제없이 해 결할 수 있다 

그러나 H &L은 대 격명사구의 격자질을 배제한 새로운 자질체계와 그에 

따라 (10)과 같은 부분적 인 국면을 위한 FCR의 설정과 CAP( ii ) 의 수정과 

같은 복합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한정된 수의 원리 혹은 규칙에 의해 

서 모든 문법적 현상을 기술하려는 것은 문법이론이 추구하는 바이다. 그러 

나 이러한 부분적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하여 복합적 인 방법을 제안하는 H 

3 그러나 이 문제는 별도의 맥락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다음 4절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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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의 분석은 문법이론의 설명력의 손상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 격명사구에 격자질의 명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질명세의 집 

합을 범주로 정의하는 일반구구조 문법의 견지에서 보면 격을 가지지 않는 

목적어로 쓰이는 명사구는 격이 없는 명사구에 불과하다. 이는 자연언어에 

있어서 모든 영사가 고유의 격을 가진다는 보편적인 가정에 배치되는 결과 

를 가져온다. 

이러한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H & L의 분석 방법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11)에서 일어나는 격자질이 충돌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는 것 

으로 지적된다(Kim， 1989 : 460). 

(1 1) a . The boy ! asked you to persuade [e] to wash himself 

is my student. 

/\\ 
N'[NOM] 

the boy 

S j NP[ACC ] 

/~ 
1 ' " persuade .. . [e}" 

(11)에 관련되는 직접관할 규칙은 N' • H, SjX2이다. (1 0) 의 FCR에 보 

인 부정사형 동사구 즉 VP[!NF]jNP가 아닌 SjNP의 경우에 선행사와 공 

백 사이에 격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생져난다. 

Kim (1 989)은 Jacobson (1 984) 의 자칠체계를 따라 명사를 [ + PRO]와 

[ - PRO] 의 두 가지로 나눈다. [PRO]는 격의 변화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경우에 + 값을 가지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 - 값을 가지는 지-질이다. 따 

라셔 [+ PROJ는 인칭대 명사와 의문대 병사‘ 에 명 세되는 자질명세이다. 

[ - PROJ는 보펀적 인 어휘명사， 재귀대영시， 상호대 영사 및 부정 대 명사와 

관련되는 자질명세이다 [PRO]에 의한 명시-구의 분류에 따라 다음 FCR을 

도입한다. 

(1 2) a . FCR 26 : [+ PRO] •• ([ + NOMJ or [ + ACCJ ) 

b. FCR 12 : [F!NJ & [BAR OJ & [AGR] • [ AGR NP[ +NOMJJ 

(12a )는 격변화를 보여주는 모든 명사구는 구체적으로 [ +NOMJ 이나 

[ +ACCJ를 반드시 기-지는 것을 의미한다. (1 2b)는 GKPS의 FCR 1 3을 수 

정한 것으로 시 제 를 나타내는 어휘동사가 일치자질을 가지연 그 격은 

‘ 특히 who의 변화를 보이는 데 그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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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J이라는 제약이다. 이는 다음에 논의할 CAP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 

진다. 

또한 - 값을 가진 격자질의 영세는 서로 상충되지 않으며， 일부 명사구 

에는 [-NOM]과 [ -ACC]를 동시에 명세할 수 있으나， 어떠한 명사구도 

[ +NOM]와 [ +ACC]를 동시에 포함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이는 자질명 

세 상호간의 양립성 (compatibility)을 허용하는 것으로 일반구구조 문법을 

포함한 어 휘 기 반 구구조문법 (Head -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등 

과 같은 변행을 이용하지 않는 문법이론에서 이용하는 자질명세의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이에 따라 CAP를 청의하는 데 있어서 자질명세의 방출이 

아닌 자질영세의 통합에 의해서 기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실제로 Kim 

(1 989)은 다음과 같이 통합에 의한 CAP흘 정의하고 있다. 

(1 3) 통제 일치의 원리 (Kim (1 989): 469) 

i) 부분수형도 내에 통제자가 있으면 통제자의 통제자질영세와 피통 

제자의 통제자질명세를 통합한다. 

ii) 부분수형도 내에 통제자가 없으면 자벙주의 통제자칠영세와 모범 

주의 통제지 질영 세를 통합한다. 

다만， 통제자질은 AGR과 직접관할규칙에 명세된 SLASH이다. 

GKPS에서 제시 된 CAP에 따르면 통제자의 일치자질은 아무런 제약이 

없이 피통제자에 기감없이 그대로 방출된다. 그러나 (1 3) 의 통합에 의한 

Kim (1 989) 의 정의는 CAP를 적용할 수 있는 자질명세의 범위를 제한하여 

투사에 의해서 수형도상에 나타나는 자질명세는 직정관할 규칙이나 FCR에 

의해서 요구되는 것 이 아닌 예시되는 ( instantiated) 자질병세만을 그 적용범 

위로한다. 

Kim (1989) 의 제안에 따라 이미 예로 든 구문에서 격자질이 셔로 얼치하 

지 않는 현상을 다시 살펴 보기로 하자. 유의할 점은 Gazdar & PuJJum 

(1 987) 이 수정한 관할규칙이 아닌 본래의 직접관할 규칙 (=(6)) 이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자질 상호간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 

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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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a . N • H[ 42 ], V2[INFJ/NP[ - NOMJ 

~\\ 
NP (A) VP[FIN. AGR {+N. - V. [BAR 2J. [ PER 3J. [PLU - J 

1/\ [ - ACCJ} J 
Kim V AP 

1 1 

A ' 

/"\ • 
A[ 42J (B) VP/ { + N. - V. [BAR 2J. [ - NOMJ. [PER 3J. 

/"\ [PLU - J} 

easy V VP/NP 

1/\ 
to V NP[ + NULLJ/ NP 

수형도 (1 4) 의 (B)로 표시된 자범주의 명세 가운데 CAP의 척용을 받을 

수 있는 자질명세는 직접관할 규칙이 제공하는 [ -NOMJ을 제외한 { +N. 

- V. [PER 3J. [PLU - J } 이다. 이에 대응하는 (A)로 표시한 모범주의 일치 

자질은 {+N. -V. [ -ACCJ. [PLU - J } 이다. 따라서 (1 3ii)를 적용하여 

(A) 와 (B) 의 얼 치자 질을 통합하면 {+N. -V. [-ACCJ. [PER 3], 

[PLU- J } 이 되어 두 개의 격자질 사이의 충돌을 모면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어-동사의 일치현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1 5) a. S • X1
• H[ - SUBJJ 

b. 

~ 
NP[ - ACCJ VP[AGR NP 

[ + NOM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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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MJ [ + NOMJJ 

~ 
NP[ - NOMJ VP[AGR NP 

[ + ACC J [ + NOM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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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형도 상의 VP에 예시된 자질은 FCR에 의해 [AGR NP[ + NOM]J 

이 된다. 격자질의 양럽성을 고려하여 주어 NP의 격자질을 표시하면 위 수 

형도 (l5bi) - (l 5biv) 에 보이는 바와 같은 네 가지 가능성이 있다. 이 자 

질은 수정된 CAP에 의해 통합이 이루어진다. 이 결과 (1 5 bi)와 (1 5 bii)는 

양럽하는 명세이므로 통합이 성립된다. 그러나 (l 5biii) 와 (l 5biv ) 는 양립할 

수 없는 명세이므로 통합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수형도는 각각 

(1 G ) 에 있는 문장의 기술을 예측하도록 한다. 

(1 6 ) a . The book is expensive. (l5bi ) 

b. He is very proud of her success. (15bi i) 

c. *Him is very proud of her success. (l5iii ) 흑은 (15iv) 

그러나 (15bii)과 (l 5 biv ) 에 표시한 격자질은 척어도 두 가지 문제를 가 

진다. 첫째， 격변화를 보여주는 명사는 FCR 2 6 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1 2) a . FCR 26: [ + PROJ ‘• ([ +NOM] or [ +ACCJ) 

그러므로 (1 5 bii ) 에 보인 NP[-ACC, +NOM]는 NP가 격의 변화를 보여 

주는 [ +NOM]과 격의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 [ -ACC]로 이루어진 범주로 

서 실제로 NP [ +NOM]으로 영세해도 충분한 것이다. 또한 (l 6iv) 의 NP 

[ - NOM, + ACC ] 는 마찬가지 이유에서 NP[ +ACC]로 표시 되면 충분 

하다 둘째， 대부분의 지-연언어는 하나의 범주가 하나의 격을 가진다고 보 

는 것이 직관적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하나의 범주 안에 두 가지 격을 나타 

내야 하는 언어도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에 있어서 격 의 일치를 다루 

는 문제는 격 에 관한 어느 자질명세가 어느 명사류 멤주， 예 컨데 주어 흑은 

목적어 가운데 어느 것과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가를 보여야 하는 문제를 제 

기하는 문법이론의 다른 국면에서 논의 될 사항이다 다딴 여기에서 영어의 

현상만을 고려할 때 격변화와 관련하여 비록 양립할 수 있는 영세라 하더라 

도 하나의 범주가 두 가지 격을 가지도록 하는 영세는 직관에 맞지 않는 컷 

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잠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의 범주 안에서 

비록 양립할 수 있는 자질을 명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명세 

하띤 범주를 자질병세의 집함으로 정의하는 일반구구조 문법의 기본 정신 

에 비추어 보면 전혀 다른 범주가 될 수밖에 없다. 

5 격변화를 보이지 않는 영사의 격은 [ - NOM], [ - ACC] 혹은 [ -NOM, 
- ACC] 등 세 가지가 가능하다. 이 가운데 어느 컷을 어느 경우에 예시하는 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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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a. NP[ - ACCJ 

닝L ., 

b. NP[ - ACC, + NOMJ 

1l 영 

(17a)는 풀어서 말하면 대격이 아닌 NP이며， (1 7b)는 대격이 아니면서 주 

격인 NP이다. 만일 라틴어와 독일어와 같은 언어의 격을 양립성에 근거하 

여 여러 가지 격을 명세하려고 한다면 이보다 훨씬 복잡한 영세를 하지 않 

으면 안되는 결과를 반드시 가져온다 또한 격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것 

으로 가정하는 [- NOM, - ACCJ는 주격도 아니며 대 격도 아닌 명사의 격 

을 나타내는 명세라고 할 때 이와같은 명사가 구체적으로 영어의 어떤 영사 

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등위구조와 관련된 인칭과 수를 기솔하기 위한 Sag et a l (1 985 )와 Warn

er (1 988: 41)가 제안한 인칭에 대한 정의를 보띤 다음과 같다. 

(1 9) 1st person : rþ( = 니nspeci f i ed ) 

2nd person : [ + XSPJ 

3rd person: [+XSP, + THPJ 

([ +XSPJ = eXcluding SPeaker, [+THPJ = THird Person) 

이처럼 각 인칭이 가지는 특정을 배타적 자질에 의하여 하나 혹은 두 개 

의 자질영세를 통하여 정의하는 것은 지-질의 양렁성을 인정하고 이러한 자 

질의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나， 각 자질의 정 의와 그에 따른 명 

세는 각각 독럽성을 가진 것으로 타당한 자질영세의 방법으로 받아들여진 

다. 

변형에 의하여 구조를 도출하지 않는 대부분의 문법이론은 통합에 의하 

여 구조를 기술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Shieber : 1986) . 이 통합은 그 

전제로서 두 개의 범주가 양립할 수 있는 자질영세를 가져야 하며 통합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반드시 적법한 범주를 나타내야 한다. 

(20) a. NP[singJ NP[per 3J =수 NP[sing, per 3J 

b. NP[singJ NP[pluJ 후 NP[sing, pluJ 

(20a )는 통합이 가능하고 3인칭 단수 영사구라는 법주를 만든다. 그러나 

(20b) 에 있어서 통합은 딘수임과 동시에 복수인 영사구가 되아 이 리한 범 

주는 척 아도 영 어에 있어 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NP[singJ과 

NP[plu J는 서로 양립하지 않는 영세로 통합이 불가능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1 4b)와 유사한 자질영세를 가진 문장이 통합에 의 

하여 설명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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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2J (8) VP/ {[ + N, - V, [8AR 2J, [ - NOMJ, • (6) 

[PER 3J, [PLU- J) 혹은 [ACCJ • (7) 

/\ 
easy V VP/NP 

/\ 
to V NP[ + NULLJ/NP 

통함될 두 벙주는 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먼저 자질병세기- 주어지게 

된다. 이를 전제로 FCR 1 3에 의해서 주어에 [NOMJ이 주어지지만 VP/NP 

에는 관할규칙애 의해 [ -NOMJ 아니면， GKPS의 수정된 관할규칙이나 

FSD 10에 의하여 [ACCJ가 6 주어진다. (A)와 (8) 의 격자질은 두 가지 측 

면에셔 통합이 성립되지 않는다 첫째 FCR과 관할규칙에서 제공하는 자질 

은 CAP의 적용 영역에서 제외되는 제약에 따라 위 수형도에 나타난 모든 

격자질의 표기는 통합될 자격이 없다. 또한 통합에 의한 결과는 상충되는 

두 가지 격자질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민들어 버 린다. 둘 

째 이러한 제약을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A)와 (8) 의 격자질은 양럽할 수 

없는 자질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H & L( 1987a, b)은 격자질을 통제자질의 일부 

로 보아 자질의 방출에 의한 부정사형 동사구 내의 공백인 NP의 격자질과 

주어 NP의 격자질 사이의 충돌을 피하는 부분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있으냐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반면에 Kim (1 989)은 설명의 편의상 

n 격자질은 몇가지로 표기하고 였으나 근본적인 변에서는 차이가 없다. 

[ ACC] , [CASE ACC]와 [+ ACC]는 모두 대 격을 나타낸다. 
1 실제로 통합에 의한 일치현상의 설명과 자질의 방출 (혹은 복사) 에 의한 설 

명은 크게 다른 문법 이론의 접근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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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다른 부분을 포함하여 더 많은 부분을 기술하기 위 

하여 격자질의 양립성을 인정한다. 이어서 CAP의 적용영역을 한정하고 이 

를 자질방출에 의한 기술이 아닌 자질의 통합에 의하여 설 명을 시도하고 있 

으나 역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보여 주지는 못한다. 이 두 가지 분석방법의 

공통적 인 특정은 기솔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르나 [CASE]를 통제자질 (con

trol feature ) 의 일부로 가정하고 이를 소위 근원범주 (source category)와 

목표범주(target category )를 연결하고 있는 점이다. 

3_ GKPS ( 1985)의 분석 

격자질을 통제자질의 일부로 보아 주어와 공백 사이의 격자질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두 가지 분석이 적절하지 못하며， 문제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 

롯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GKPS를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두의 CAP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편의상 제외한 격자질은 앞에서 말한 인 

칭과 수의 일치를 설명하는 경우와 그 성격에 있어서 다르다. 먼저 영 어의 

격지질이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를 보면 그 체계는 다음과 같다. 

(22) 격자질의 체계 

자질 자질값 

CASE {ACC, NOM} 

POSS {+, - } 

명사의 격은 세 가지로 주격 (NOMinative ) ， 대 격 (ACCusative )과 소유격 

(POSSess ive )으로 나누어 진다 POSS는 그 값을 {+, -}로 나타내어 소 

유격을 나타내는 명사에 [ + POSS]로 예시하기 위한 조처로 직접관할 규칙 

에 표기된다. 소유격 명사를 제외한 모든 영사는 어떠힌 명사라도 

[ CASE ACC J나 [CASE NOMJ을 가져야 한다. 

(23) 격과 관련된 FSD 및 FCR 

i) FSD 4: ~ [NOM] 

ii ) FSD 10 : [+ N, - V, BAR OJ 드 [ ACCJ8 

iii ) FCR 13: [FIN, AGR NP] 그 [AGR NP[NOM]] 

FSD는 자질영세를 경 제적으로 헬 수 있도록 미리 지정하는 것이다. 

b (23i)에 따르면 NP가 아닌 범주 N에 [ACC]를 부여히 고 있어 문법의 체지l 

상 문제를 제가한다， 이 정은 현재의 논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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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i)과 (23ii ) 와 같이 지정되면 직접관할 규칙에 나타내 보얼 필요가 없는 

것이다. (23i)은 모든 명사의 격은 주격을 가질 수 없는 것을 보여주며， 

(23ii)는 모든 명사가 대격 CLACC])을 가지도록 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칙으로부터 수형도로 투사한 결과 수형도에 나타나는 모든 명사구의 교 

점은 대 격명사구[NP[ACC]] 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주어 인 명사구의 격 

또한 예외없이 [NOM] 이 아닌 [ACC]를 가지게 되어 언어 직관에 어긋나 

는 결점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23iii)은 수형도 상에 [FIN, AGR NP]로 영세되는 VP의 격과 관련 

된 명세는 반드시 [NOM]이라는 제약으로， 자질예시 원리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VP[FIN, AGR NP] 의 통제자는 주어인 명사구이고， CAP는 통제자와 

피통제자의 통제자질의 값이 동일할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주어인 명사구 

의 격은 여타의 명사구의 격 이 [ACC]로 지정된 것과는 다르게 [NOM]이 

된다. 이러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첫 째 모든 명사구는 [ACC]를 가 

진다. 둘째 주어인 NP는 다른 명사구와 다르게 FCR과 CAP( i ) 에 의해서 

그 격 이 [NOM] 이 된다. 

이러한 GKPS의 자질체계와 CAP를 바탕으로 격 이 수형도 상에 구현되 

는 컷을 좀 더 알기 쉽 게 보이면 (24)와 같다 

(24) a. She loves him. 

/껴\ ] ] CARl) 

/\ l FCR13 

she loves m L ” 

CAP(i) , FSD 10과 FCR 13은 주어 인 명사구의 격을 예외적으로 주격을 

가지도록 하고， 그 밖의 명사구의 격은 대격을 가지도록 하여 아무런 문제 

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GKPS의 분석이 왜 H & L (1 987a , b)과 Kim (1 989) 이 지적한 

바와 같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앞 절 마지막 부 

분에서 위 두 가지 분석이 가지는 공통점은 근원범주와 목표범주를 설정하 

고 [CASE]를 CAP의 적용을 받는 자질병세로 가정하고 있다는 것을 지 

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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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Feature 

AGR 

Va\ue (GKPS: 245) 

CAT 

AGR은 머리어자질로서 HFC의 적용을 받는다. CAT는 범주를 가랴킨다. 

범주는 자질병세의 집합으로 정의된다. (25) 의 일치자질의 값으로 되어있는 

CAT은 일치관계에 관여하는 자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해 

당언어 의 일치 현상에 관여하는 필요한 자질의 집협 으로 볼 수 있다. 

(26) 통제자질(GKPS: 89) 

i) f = CONTROL and f E DOM( C;) , or 

ii) SLASH 후 DOM(C,) and f = AGR 

(26) 에 따르면 SLASH와 함께 AGR은 통제자질 가운데 하나이며， 통제 

일치의 적용을 받는다. AGR은 그 값으로 CAT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CAT은 구체적으로 일치와 관련된 자질과 자질값으로 이루어진 자질병셰이 

다. 일반적으로 구성요소 간의 일치현상을 설명할 때 고려되는 우선 순위는 

인칭 (PERson) ， 수 (NUMber) ， 성 (GENDer)과 격 (CASE) 이라고 보는 것이 

통례이다. 따라서 CAT을 이 네 가지 자질만 고려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명 

세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효는 44 이다. 그 가운데 가장 단순한 네 가지 

가능성을 보이면 (27) 이다. 

(27) CAT 
a . = {[PER, #]} 

b. = {[PER, #], [NUM #]} 

c. = {[PER, #], [NUM #], [GEND #]} 

d. = {[PER, #], [NUM #], [GEND #], [CASE #]} 

[NUM #]는 영어의 경우를 생각하변 실제로 [PLU + ] 혹은 [PLU - ]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자연언어 기-운데 인칭의 일치만을 보여주는 언어가 

있다고 가정히-자. 그러띤 AGR의 값으로 (26a) 이기만 하면 된다. 같은 맥 

락에서 (26b)는 인칭과 수의 일치를 나타내는 언어의 자질명세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26c )는 인칭， 수와 성의 일치를 보이는 언어를 기술하기 위 

한 자질명세이다 (26d)는 인칭， 수， 성과 격의 일치를 보여주는 언어를 기 

술하기 위한 자질명세이다. 그러므로 CAP의 적용을 받는 AGR의 값으로 

(26a) - (26d)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해당 언어의 일치현 

9 수형도 상에 [AGR NPJ로 표기하는 것은 실제로 표기의 편의상 기능한 것 
으로 구성요소 사이의 일치를 (27)과 같은 일치자질의 공유이어야 한다， 이는 관 

계절의 선행사와 관계사의 일치를 다루는 곳에서 재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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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합당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H & L (l987a, b)과 Kim (1 989)은 영어를 (27d) 에 보인 자질병세를 필 

요로하는 언어로 간주하여 일치자질 가운데 하나로 [CASE]를 포함하고 있 

다. 이는 물론 CAP가 HFC와 FFP와 더불어 일반구구조 문볍의 보편적인 

자질예시의 원리의 하나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언어에 적용 가능한 원리로 

서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영어는 물론 예컨테 라틴어와 독일어와 같은 언어 

의 격의 일치현상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한 데에서 비롯한 

다. 반띤에 GKPS의 체계는 (22) , (23) , (25)와 (26)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27c ) 의 영세만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의 정 

당성을 입증하려면 해당 언어의 일치현상을 각 입장에 따라서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문제로 제기펀 부분이 GKPS에 제시된 체계로 설영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자. (28b)는 관할규칙 V2[INFJ/NP[ - NOM]을 앞의 논의에 따라 격 

을 제외한 것이다. (28a )를 수형도로 보이연 다음과 같다. 

(28) a. Kim is easy to please. 

b. A ' • H[ 42].V2[INFJ/ NP 

/\\ l 
NP VP[FIN, AGR NP[NOMJ (A) --FCR 13 I 

/\ F歸ASC] 」
Kim V AP 

A' 
~\、

A[ 42J VP/ NP[ACC J (8) -- FSD 10 

easy 
/ \ [GEND MASC J 

L f지P[ + NULLJ/ NP 

CAP(i) 

CAP(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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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수형도의 (A)로 표시된 부분의 VP[FIN, AGR NP[NOMJ은 FCR 13 

에 의한 것으로 주어 NP의 격이 [NOM J이 되도록 하여 영어의 주어-동사 

의 일치를 보여준다. (B)로 표시된 부분의 VP/NP[ACCJ는 FSD 10에 의 

하여 [ACCJ를 지정받은 것으로 구태여 이렇게 나타낼 펼요가 없으나 설명 

의 편의상 보인 것이다. 격자질은 통제자질의 영역에 들어있지 않아 CAP 

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수， 인칭과 성을 나타내는 자질들은 CAP의 

적용을 받아 소위 근원범주인 주어 NP와 실현되지 않은 목적어 NP 사이의 

일치현상을 잘 포착하고 있다. 따라서 격자질을 통제자질의 일부로 보지 않 

으므로 자질의 흐름을 막는 이 방법은 격자질의 방출에 의한 H & L 

(1 987a, b)과 격자질의 통합에 의한 Kim (1 989) 에셔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아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은 채 설명 이 가능하다. 

이어서 흔히 격자질의 일치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는 관계절 구문 

을 보기로 하자. (9) 의 예를 여기에 반복한다. 

(30) a . He whom everyone loved _ was loved by God. 

[NOMJ [ACCJ 

b. Everyone liked him who was able to make others la ugh. 

[ACCJ [NOMJ 

(30a)와 (30b)는 각각 (31a)와 (31b)로 나타낼 수 있다. 

(31) ~ S 

N~---------- VP[F!N, AGR[NP[NOMJJJ 

N ’ /-.............. 

N[NOMJ 
[PER 3J 
[PLU- J 

-----------------N’ S[ + RJ 

~ 
NP[ACCJ S/ NP 

[PER 3J /\ 
[PLU- J / \ 

whom NP 

was loved by God 

| 
| 

때
 

VP/ NP 

/\\ 
V NP[ + NULLJ/ NP 

[ACCJ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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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everyone 셔
 이 

l 
l k 

/\\\ 

魔 /\
fFESf3/~ 
who was able to make others laugh 

관계사의 일치형태는 언어에 따라서 선행사와 일치하거나， 공백과 일치히

거나， 흑은 선행사와 공백 모두와 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영어는 분명히 선 

행사와 일치하는 언어이다 

(32) a. The volcano who just left the room was 8ill ’s kid. 

b. The soldiers which were made of lead were thrown away. 

(8arlow: 1988) 

선행사와 관계사는 그 지시 (ref erence )가 동일하므로 위와 같은 예문의 

문법성을 예측할 수 있다. (32) 의 예문은 선행사와 관계사 사이에 있어서 

그 일치의 행태가 두 범주 모두 격의 변화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지시성 (referentiality)을 가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다. 이러한 견지에셔 볼 때 격의 일치를 보이지 않는 이 관계를 구태여 선 

행사와 관계사가 격의 일치를 보이는 것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우리이다. 이 

에 따라 격자질을 CAP의 적용 영역에서 제외하면 목적어 자리에 오는 

(31a) 의 NP는 당연히 FSD에 의하여 [ACC]를 부여받으며， 주어의 자리에 

오는 (31b) 의 NP는 FCR 1 3에 따라서 [NOM]을 부여받아 영어의 격현상 

에 관하여 합당한 결과를 얻게된다. 

관계절의 일치를 설명하는 바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의문대명사 who의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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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 현상을 포착할 수 있어 다음 문장이 문법적 임을 예측할 수 있다. 

(33) a . Who does he t hink is ta ller? 

b. Whom CWho) does he expect __ to come? 10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H & L Cl 987a , b)과 Kim (1 989) 에서 지적된 문제 

를 GKPS는 비록 (7)과 같은 관할규칙의 수정으로 마치 격자질이 CAP의 

적용으로 방출되는 듯한 혼동을 가져다 주기는 하였지만， 현재의 자질체계 

와 관련된 FSD， FCR과 CAP는 적어도 격의 일치를 보이지 않는 영어의 경 

우에 있이셔 무리없는 설명을 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자연언어 가운 

데는 라틴어와 독일어와 같은 통제지-와 피통제자의 격의 일치를 보이는 언 

어을이 있디'. GKPS의 체계를 따라 이런 언어의 일치현상을 기솔하기 위해 

서는 먼저 근원벙주와 목표범주를 설정하고 (27d)와 같이 격자질을 일치자 

질의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 또한 근원범주로부터 목표범주로 일치자질이 

흘러기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영어의 목적어부재 구문에서 관찰된 바와 같 

은 문제가 제기되어 이 방법이 통용되지 않는다면 영어의 격과 관련된 현상 

을 흘륭하게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가l 별언어에 국한되는 설명 

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설영력의 한계는 다음절에서 논의할 

내용이다 

4. 일치현상의 면모 

모든 문법이론의 보편적인 원리는 척아도 대부분의 자연언어의 현상을 

예외없이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이론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목표이거나， 현재 이러한 이론의 원리는 

잠정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있는 것￡로 보는 것이 타당히-다 형식문법이 

론의 발전 과정에셔 볼 수 있는 호편적인 원리들의 수정 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 젤에서는 CAP가 보편성을 가지지 못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그 한 

계가 어디에 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CAP는 의미론과 통시-론이 자럽( autonomous) 적 이지 않고 상호 접속 (in 

terr ace)을 통하여 일치현싱과 통제현상을 섣벙해 주는 문법척 장치로서 흘 

륭하다는 평가를 받은 부분이디 이를 간추려 요약하면 일치를 보이는 문장 

내의 구성요소는 각각 의띠유형유 할당받아 논항과 함수자로 구분된다. 논 

항은 근원범주로서 여기에 에시뭔 통제자질은 가감없이 목표범주의 통제지 

111 C33b) 의 ?Who does he expecl __ 띠 come?는 방언적인 변이로 보아 

Whom does he expec t to come?플 운법 적 인 문장으로 분다， 



통제일치의 원리와 격자질 539 

질로 방출된다. 따라서 근원벙주와 옥표범주 사이에는 항등함수 (identity 

function)관계가 성렴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논의의 전개는 첫째 격자질 

은 일치자칠의 일부로서 CAP의 적용 영역에 포함시키느냐의 문제이다 둘 

째로 자질의 방출에 의한 근원범주와 목표멤주 사이의 항등함수가 성립하 

느냐의 문제이다. 

라틴어와 독일어의 격은 엄격하게 일치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와같은 언 

어의 일치현상을 설영하는 데 격자질을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관 

점에서 2절의 두 가지 접근방법이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된 문제의 성 

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CASE:와 나머지 AGR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34) a . We, 

[PER 1J 

[PLU + J 

[NOMJ 

can’ t stand for people to disagree with us,. 

[PER 1J 

[PLU + J 

[ACCJ 

b. She, claims her, bike has been stolen. 

[PER 3J 

[PLU- J 

[FEMJ 

[NOMJ 

[PER 3J 

[PLU- J 

[FEMJ 

[POSSJ 

(34) 에서 대 명사와 선행사 사이에는 격을 제외한 소위 모든 일치자질은 

항등함수의 관 계에 있다. 이는 공지표(coindex) 된 대명사와 선행사는 지시 

( ref erence) 대상이 동일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담화수준 (discourse 

l eve l ) 에서 명사구는 어느 특정한 실체 (ind ividua l entity)를 가리킨다. 

(35) The Mayor’s off ice a pproved the proposa l. 

(35) 의 주어 NP는 의미적으로 볼 때 지시대상이 사무실이 아니라 그 사 

무실에 일하는 공인된 개인을 가리킨다. 위에서 인용한 (32) 또한 의미적인 

분류자질(semantic sorta l f eature ) 인 정의성 (animacy) 에 따른 지시대상의 

전이들 인정할 때 받아들여지는 문법적 인 문장이다. 

(32) a . The vo lcano who just left the room was BilI’s kid. 

b. The soldiers which were made of lead were thrown away 

위 여|문은 둘째로 살펴 보아야 힐 사항과 관련되는 내용 을 보여준다. 선행사 

NP는 이러한 정보를 포함히-는 근원범주이어야 한다. 그러나 정의성에 대한 정 

보는 통제지-인 NP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사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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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persen (1 965 : 207)은 통사의 복수표지 (plura l marking)는 복수인 사 

건이 아니라 그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라고 한다. 

(36) a . Two walks 

b. They wa lk. 

따라서 (36b )는 한 사람이 몇 차례 걷는 상황이 아닌 걷는 사람이 한 사 

람 이상인 상황을 지칭한다 이 처럼 일치자질은 의미적 국연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자연언어의 일치현상의 페러다임은 인칭， 수， 성의 순서로 되어있 

다. 이를 의미척 자질이라고 가정할 때 공지표된 표현의 일치는 의미상의 

일치를 뜻하는 것으로 통사상에 서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구현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격은 통사구조 상에서 그 기능에 따라 부여 

받는 역할을 표시하는 것으로 단순히 주격 ， 대 격， 소유격 등이 주어지는 순 

수한 통사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두 가지 다른 성격의 자질을 분리 

하여 11 설명하려 하지 않고 하나의 통사원리로 묶어서 설명하려는 것은 결 

국 통사적 측면에서 완벽한 설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의미론적인 측 

면에서도 완벽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격의 일치를 보여주는 

Classical Greek을 분석 대상으로 삼은 Chaski (1988) 에 서도 CASE와 AGR 

을 다른 기제 (mechanism) 에 의하여 다루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Pollard & Sag (1988)은 CASE와 AGR을 각각 통사자질과 의미자질로 분 

리하여 이 두 자질을 통합이라는 문법적 연산을 통하여 일치현상을 설명하 

고 있다 1 2 

이제 근원범주와 목표범주 사이의 항등함수 관계를 보자. CAP는 자질의 

방출을 위하여 논항과 함수자 역할을 하는 근원범주와 목표범주가 반드시 

펄요하다. 예컨데 일치자질은 근원범주인 주어 NP의 목표범주인 VP에 방 

출되어야 한다. 

(37) NULL naam-uu 

s leep[PAST, [PER 3J, MASC[PLU + JJ 
‘ they slept' 

" GB이론은 이를 분리하여 다룬다 
" Case concord a rises from language-specific constra inls requiring that a 

noun ’s case coincide with the case of another sign, e.g., a determiner or adjective, 
that the noun selecls. Agreement and case concord must be treated by distinct 
mechanisms, for , ... , we can have agreement between elements with differing case 
specifications in situa tions, such as antecedent- pronoun relationships, wh ich in. 
volve coindexing but not Lhe selection of one sign by anolher (Pollard & Sag, 
198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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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은 Modern Standa rd Arabic의 예로 근원뱀주인 NULL로 표시된 주 

어 NP는 논항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일 뿐 아무런 영세를 갖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통사구에는 일치자질이 구체적으로 명세되어 있다. 

(38) a. ein roter Mantel eine rote Bluse ein rotes Hemd 

‘ a red coat' ‘ a red blouse 
, 

‘a red shirt ’ 

b. ein Roter eme rote em rotes 

‘ a red one ’ ‘ a red one 
, 

‘ a red one 
, 

위 (38a)와 (38b) 는 서로 대비되는 구조이다. (38b)는 (37) 의 예와 같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부분이 명세되지 않더라도 관사와 형용사는 일치하 

는 것을 보여준다 이 두 언어의 예는 통제자가 없는 채 관련된 AGR은 

피통제자에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39)는 통제자에 없는 일부의 정보가 

피통제자에 나타난다. 

(39) a. ana kabiir -un 

old[MASC, NOM, INDEF]' 

b. a na ka bi ir-aT -un 

old[FEM, NOM, INDEF]' 

대부분의 언어와 마찬가지로 Arabic은 1 인칭대명사에 성을 표시하지 않 

는디 그러나 이 정보가 형용사에는 나타난다 13 

위 서1 가지 예문은 크게 하냐로 묶어 보면 통제자에 없는 자질명세가 파 

통제지에 예시되는 결과이다. 그렇다면 근원범주에 영세된 자질이 목표범주 

로 방출되도록 하는 CAP는 (37)과 (38) 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전혀 불가 

능해 진다 (39) 또한 항등함수이 기를 요구하는 CAP는 적용이 불가능해진 

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은 각각의 경우에 목표범주에 예시되는 

모든 자질을 가지는 부재요소 (null e l ement ) 인 통제자를 가정하는 컷이다. 

그러나 이는 각 경우에 해당하는 부재영사구(nu lI NP)를 어휘사전에 모두 

나열해야 하므로 어휘사전의 크기는 대단히 커지며 복잡해 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어휘정보는 순수한 이론의 추상적 실 체 일 따름이다. 이러한 어 

려움을 무룹쓰고 CAP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이는 어휘사전 내부에 동음어 

(homophonous word)를 많이 나열하여 어휘사전에 대한 일반화를 포착하지 

못하는 결점을 가지게 된다. 

Zwicky (1 986)는 문법의 원러나 규칙에 의해서 영세되는 부과된 자질 

IJ 이러한 현상은 Polish 의 동사에도 나티난다. Pollard & Sag (1 988)을 참조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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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sed feature )과 본래 그 범주가 가지는 본시자질 ( inherent feature )로 

나누어서 이를 형식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비록 GKPS의 틀에 적절한 

형식화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그 목표하는 바가 다르지만 현재의 우리 

의 논의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다 14 

(40) a . me 

[PER 3J 

[PLU+ J 
[SUBJJ 

neCl 

[PER 1J 

[PLU - J 
[DOBJJ 

‘They are killing me' 

b. ni 

[PER 1J 

[PLU - J 
[SUBJJ 

wa 

[PER 3J 

[PLU+ J 
[DOBJJ 

‘1 a m killing them' 

mlenI 

[PLU - J 

qU Inl 

[PLU + J 

(Zwicky, 1986 : 87) 

Huich이어 의 ‘ki ll ’을 나타내는 동사는 위에 따르면 목저어의 수와 일치하 

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언아의 동사는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어느 대 

상과 일치하는 것 이 아니라 시-건( event) 이1 일치힌다. 따라서 한 사건얼 떼 

에는 단수인 mlenI로， 다수의 사건일 때에는 복수인 qUIn l를 사용한다. 그렇 

다면 주어나 목적어 가운데 이느 하냐가 통제지 의 역할을 해야 하는 현재의 

CAP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진다. 

동사는 주어 흑은 목적 어 등과 같은 일치히 는 이느 하나의 범주와 일치자 

질을 공유해야 한다. A lgonquian은 두 개 이상의 논항을 지시히-는 다동사 

의 접사가 있다. 인도의 한 언어인 Maithili 의 동사는 

(41) .. . agree in person a nd honori fi c g rade not onl y with their subject, 

but with any one of their oblique objects, or with a genitive noun 

phrase mod ify ing one of these'. 

(Stump, 1980: 5) 

이러한 상황에 서는 통제자를 아느 것으로 정할 것 이 띠 ， 하냐의 뱀주 안이l 

두 가지 이상으로 명 세 된 일치자질을 아떻게 일치시키냐의 문제기- 제 기된 

다. 또한 히- 위 범 주화되 지 않는 도구격 ( ins trumenta l ) 이 나 수혜 격 ( bene fa 

c tive ) 이 동사와 일 치히 는 그런 언어기- 확인되띤 마찬가지 국변에 이르게 

14 Zwicky (1 986 ) 에는 여 기 에 예를 드는 경우 외에도 많은 자료기- 제 시되。1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 87 - 89페이지를 찬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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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은 GKPS (1 985: 107, fn20) 의 

지적처럼 AGR로 하여금 일련의 범주를 그 값으로 갖도록 허용하는 것이 

다. 그러나 이 방법은 일치의 순서를 정해 주어야 하며， 하위범주화 틀을 

다시 정 비하는 이론적 인 수정을 가해야 한다. 

5. 결 론 

일반구구조 문법 이론에서 통제현상과 일치현상은 하나의 원리에 의하여 

기술된다. 이 보편적인 원리는 자연언어의 일치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 

때 설득력을 가진다. 구성요소 사이의 격의 일치도 이 원리에 의하여 설명 

되어야 하지만， H&L (1 987)과 Kim (1 989) 은 목적어부재 구문에서 격의 

일치는 현재의 CAP로 설명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문제는 영어의 

AGR에서 CASE를 제외하여 CAP의 적용영역을 벗어나도록 하고， 이에 따 

라서 자질의 방출을 막는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물론 격의 일치를 언 

어개별적인 특성의 하나로 간주하여 이러한 언어는 CAP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 

격의 일치를 설명함으로써 CAP가 모든 일치현상을 설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절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상황은 결국 현재의 CAP에 의해서는 

기솔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원리가 수정이나 보완을 거치지 않 

으면 안되는 처지에 놓이게 하는 것들이다 비록 이 글은 그 방법을 제시하 

지 못하고 있지만 CAP가 보편적인 자질예시 원리의 하나로 그 지위를 유 

지하기 위해서 더욱 다듬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8 a rlow, Michael (1 988) Unification and Agreement , CSLI Report 88 - 120. 

8 a rlow , Michael & C. A . F'erguson (eds.) (1 988) Agreement in Natural 

Language: Approaches, T heories , Descriptions , Stan ford: CSLI 

Chaski , Carole (1988) ‘GB, GPSG and the Separation of Agreement and 

Case,’ CLS 24: 28 - 40. 

Gazda r G. , Ewan Klein , Geoffrey Pullum & Ivan Sag (1 985)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mmmar , Oxford: 8asil 8lackwel l. 

Ga zda r G. & Geoffrey Pullum (1 987) Basic Concept 0/ GPSG , Draft. 

Hukari , Thomas E. & Robert D. Levine (1 987a) ‘Rethinking Connectivity 

in Unbounded Dependency Construction ,’ Paper presented in sixth 



544 

WCCFL. 

"j. 
「 효 여 

。

Hukari, Thomas E. & Robert D. L.evine (1 987b) ‘Parasitic Gaps, Slash Ter

mination , and the C-Command Condition ,’ NLLT 5 : 197- 222. 

Hukari, Thomas & Robert D. Levine (1 990 ) ‘Jacobson on GKPS: a Rejoin

der ,’ L & P 13: 363-381. 

Jacobson Pa uline (1 984 ) ‘Connectivity in Genera 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 NLLT 1: 535-581. 

Jacobson Pauline (1 987) ‘Review: Genera lized Phrase Structure Gram 

mar,’ L & P 10: 389 - 42. 

Jespersen , Otto (1 965 ) The Philosophy of Language, New York: A llen & 
Unwin. 

Kim Yong-Bum (1 989) ‘Feature Clashes in GPSG ,’ WCCFL 8: 457-470. 

Pollard C. & l. Sag (1 988) ‘An lnformation -Based Theory of Agreement,’ 

CSU Report: 88 - 132. 

Pollard C. & 1. Sag (1989) Anaphors in English and the Scope of Binding 

Theory, Draft. 

Sag, 1 & C. Pollard (1 989) ‘An Integrated Theory of Complement Control,’ 

Paper Presented in Kyung Hee International Conference, Draft. 

Sag, Ivan , Gerald Gazdar , Thomas Wasow , & Steven Weisler (1 985) ‘Coor

dination and How to Distinguish Categories ,’ NLLT 3 : 117 - 171. 

Shieber S. M. (1 986) An Introduction to Unification-Based Approaches to 

Grammar, CSU Lecture Notes 4 ‘ 

Soames, Scott (1 989) ‘Subject-Auxiliary Inversion and Gaps in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L & P 12: 373-382. 

Stump, Gregory T. (1 980) ‘An Inflectional Approach to French Clitics,’ 

Ohio State U niversity W orking Papers iπ Linguistics 24 : 1- 54. 

Warner , Anthony (1 988) ‘Feature Percolation , Unary Feature, a nd the Co

。rd ination of English NPs,’ NLLT 6 : 39-54. 

Zwicky Arnold (1 986) ‘Imposed Versus lnherent Fealure Specifications, 

a nd Mult iple Feature Markings ,’ Twentieth Anniversary Volume of 

IULC: 85- 106. 



통제일치의 원리와 격자질 545 

ABSTRACT 

Control Agreement Principle and Case Feature 

H yomyong Park 

In GPSG a lJ agreement and control phenomena a re explained together by 

the single feature instantiation principle, i.e., the Control Agreement Princi 

ple, which requires the total identi ty of feature specifications between the 

source caLegory and the target one in terms of feature percolation. 1t has 

often been pointed out that the case feature clash between the source cate

gory and the target one occurred in the missing-object construction like the 

easy - to-please construction. Hukari & Levine (1 987a, b) and Kim (1 989) 

tried to solve this problem but fa iled. 1n this paper we have shown Lha t this 

problem could be easily solved by Lhe a lready established framework of 

GKPS (1 985) , under the assunmption that the case specification of English 

is not a member of AGR, hence such specification is exc\uded from the do

main of CAP, and that case concord between the constituents is rega rded 

as language-specific. 

We have a lso observed that the features of person, number and gender, 
unlike case features,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semantic aspect of their 

own. This suggests tha t the AGR should be treated separa tely from the 

CASE feature. CAP should be tena ble in the ana lysis of agreement phe

nomena of natura l \anguages in order to keep the sta tus of universal fea

ture instantia tion principle. The total identity between two relevant catego 

ries presupposes tha t both conLroller ( = source category) and controllee 

( = target one) sho비d be represented in any structure. Examples such as 

Modern Standard Arabic, null element in the adjective-noun agreement 

construction in German, A ra bic, and Huichol show the limita tion of descrip 

tive power of CAP and result in the proli fera tion of homophonous words in 

the lexicon and fail to capture the genera lization of lexicon. 

500- 757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님 대학교 인문대학 d ferences between Control and Predication 

영 어 영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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