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법성과 문법관: 기능주의를 중심으로* 

조 의 연 

현대 언어학에서 운법기술의 목척은 모국어 화자들의 언어능력올 설명하 

는 것이다. 그러나 문법기술의 대상이 되는 언어능력의 대상과 범위는 문법 

학자의 문법관 또는 언어관에 따라 다르다. 이것은 연구자의 문장의 청형성 

( well-formedness)에 대한 입장에서 발견된다. Newmeyer (1980: 30과 

1983: 2장)는 생성문법의 률 내에서 이러한 정올 지척하고 있다. 이 논문 

에서 저자는 기능문법에서도 언어표현의 청형성은 문법을 기술하는 문법학 

자가 취하는 문법관에 따라 달리 나타남을 보이고자 한다. 즉 우리는 언어 

표현의 정형성을 일컬는 문장의 문법성은 문법을 기술하는 연구자가 취하 

는 문법모형에 의해 결정됨을 볼 것이다. 이 논의는 해당 언어표현의 문법 

성을 표시하는 규약￡로 쓰이는 별표 [*J의 사용과 관련되어 이루어질 것 

이다. 언어표현의 문법성이 문법을 기술하는 학자의 문법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별표의 부여 또한 해당 문법학자들의 문법관 또는 문법모형에 따라 

달라짐을 우리는 보게 펀다. 

우리는 먼저 생성문법에서의 별표 사용과 문법성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그 이유는 벌표가 생성문법 이론 내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규 

약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두번째 부분에서는 기능주의 문법이론에서의 벌 

표 사용과 문법성을 논의한다. 기능주의자언 Kuno (1987) 그리고 Kuno & 
Takami (1993)와 통합 기능주의 (integrative functionalism)의 Giv6n 

(1 993) 의 경우를 논의의 주 대상으로 삼고 이들을 자립 기능주의 (autonomy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의 29회 어학연구회에서 발표된 ‘기능주의 
문법기술과 문법성’올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에 몇 가지 유효한 평옳 해 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1 Newmeyer (1980: 62)에 따르면 [*J는 1958년 Michigan Linguistic Institute 
에서 Fred Householder가 사용하였으며 활자화된 최초의 별표는 Lees (1957) 의 
The Grammar of English Nominalization에 동장하며 비문법적인 문장올 지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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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unctionalism)와 대 비하여 볼 것 이 다 2 

1. 생성문법과 문법성 

연 

현대 언어학에서 별표 E*J는 언어표현의 비청형성( ill-formedness)을 표 

시하는 기호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생성문법에서는 문법의 제한된 범위로 

통사론을 지칭할 때， 별표는 통사척언 비정형성-즉 문장의 비문법성-을 

나타내는 국한된 범위에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생성문법에서는 통사적인 

바정형성과 의미적 그리고 화용적 비청형성을 구별하기 위하여 별표를 통 

샤척으로 비정형적인 표현에 국한시켜 사용한다. 생성문법의 최근 개론서에 

서 Freidin (1992)은 통사적 비정형성을 의미적 그리고 화용적 비정형성과 

구별하기 위하여 통사적으로 비정형적인 문장에 국한시켜 별표를 사용하며 

이로써 비문법성을 표시하고 있다. 아래의 예들이 이를 보여준다. 

n) *David slept the book. 

(2) Colorless green ideas sleep furiously. 

(3) My toothbrush is pregnant. 

특히 생성문법 내에서는 ‘용인성’(acceptability)과 ‘문법성’(grammatical

ity)은 구멸되며 특정 문장의 문법성은 화자의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 

되는 것이 아니라 문법학자가 설정한 문법규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를 들 

에， 다음 문장들의 용인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영어문법은 “하냐의 절이 또 

다른 절의 한 부분을 이루는 복합문을 청형의 문장으로 생성하는 규칙” 

(Haegeman 1991: 8)을 필요로 한다F 

(4) That Bill had left was clear. 

(5) It was clear that Bill had left. 

(6) Once that it was clear that Bill had left, we gave up. 

(4)-(6)의 청형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러한 문법규칙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도 정형성을 부과하게 된다. 즉， (4)-(6)에 필요한 규칙은 비 

2 ‘풍합 기능주의’와 ‘자럽 기능주의’의 용어는 Croft (1995) 에 의해 쓰여졌다. 
Kuno의 기능주의는 Prince (1991)에서 ‘생성 기능주의’라고 불리운다. ‘생성 기능 
주의’와 ‘자립 기능주의’가 통일하게 인식될 수 있으므로 Kuno롤 ‘생성 기능주의’ 
로 분류하지는 않았다. Cho (1988)는 Kuno의 분석울 담화와 기능척 요소흘 형식 
주의에 혼합시키는 ‘혼합 분석’(Mixed Analysis)라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분석은 
자럽 기능주의와 다른 것이다. 각 기능주의의 특칭은 이 논문의 2절에서 논의된 
다. 

3 이 논의에 사용되는 예들은 Haegeman (1991) 에 기초를 두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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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적인 문장 (7)을 정형척인 즉 문법적인 문장으로 생성한다. 

(7) Once that that Bill had left was clear, we gave up. 

영어 화자의 직관적 판단에 따르면 위의 문장 (7)은 비용인적인 문장이 

지만 문창 (4)~(6)의 용인적이며 동시에 정형척인 문장을 생성하는 규칙 

은 (7)에도 정형적인 문장구조를 부여하므로 문법규칙에 의해서 정형적인 

문장이 된다는 것이다. 즉 (7)은 비용인적이나 문장 (4)--(6) 의 정형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문법학자가 설정하는 문법규칙에 의해 문법적인 문창이 

되는 경우이다. 

통사자립가설을 근간으로 하는 생성문법에서의 문법규칙은 의미냐 화용 

현상을 배제한 독럽된 형식체계이다. 따라서 문법규칙에 의해서는 문법적인 

문장으로 생성되는 그러나 화자의 직관적 판단에는 비용인척안 문장들의 

비용인성은 비통사적인 요소-의미나 화용 요소 혹은 여타의 비언어적 요 

소-에서 비릇된 것￡로 간주된다 4 문장 (7)의 비용인성과 관련하여， 문장 

(4)~(6)을 문법적인 문장으로 생성하는 규칙을 가진 문법은， 혹은 이러한 

문법을 설정한 문법학자는 문장 (7)에 정형척인 문법구조를 부여할 수밖에 

없으므로 (7)의 비용인성을 문법 외의 요소에서 기인한 것으로 처리하게 

된다. 생성문법학자 Haegeman (1991: 8)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이에 해 

당한다. 

He [the linguist] may also decide, however, that (7) is gramtnatical, 

and that the unacceptability of the sentence is due to independent rea

sons. For instance, [the sentence] may be argued to be unacceptable 

because the sentence is hard to process .... [T]he unacceptability is not 

strictly due to linguistic factors but is due to the more general mecha

nisms used for processing information. 

결국 문장의 문법성은 화자의 직관에 의한 것이 아닌 문법가가 가정하는 문 

법이론과 독립척￡로 설청하는 문법규칙에 의해서 결청됨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문법성에 대한 이해와 이 맥락에서의 [*]의 사용은 Freidin (1992: 

19)에서 인용된 아래의 글에 잘 나타나고 었다. 

4 이러한 생성문법의 입장은 생성문법이론이 취하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비롯 
되고 있다(α10 (1995) 참조). 

(1) a. There is a separation between extra-linguistic phenomena and lin
guistic/ grammatical phenomena. 

b. Grammar as a self-contained system accounts for only those linguis
tic phenomena which do not follow extra-linguistic phenomena. 



480 :>:. 

-‘-
의 연 

“ grammatical" and “ungrammatical" are technical terms, referring to 

sentences that do or do not conform to the formal rules and principles 

of a grammar. A “ *" indicates that the example to which it is pre

fixed fails to conform to a generative grammar of the language in 

question, .... Thus, the “ *" is assigned in terms of a formal model of 

grammar. 

요약하자연， 생성문법에서 문장의 문법성은 화자의 칙관에 의한 판단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정형성올 설명하기 위하여 운법가에 의해서 

설청된 해당 언어 문법의 규칙이나 원칙에 의해서 결청 혹은 부여된다. 따 

라서 문장의 버문법성올 표시하는 기호인 ‘*’는 운법의 원칙이나 규칙에 

의해 문법성올 부여받지 못하는 문장들에 부여된다. 

우리는 앞으로 논의될 기능문법에서의 문장의 운법성과 별표 [*J의 사 

용 또한 문법기술자가 자신의 문법관에 기초하여 설정하는 문법규칙이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됨을 볼 것이다. 이러한 점은 문법모형에 대한 입장을 

달리하는 기능문법이론에서도 발견될 것이다. 한편， 잘 알려진 바와 갈이， 

생성문법과 기능문법론은 문법규칙과 원칙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 

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생성문법은 계충구조와 선형구조와 같은 형식체계 

에 기초하여 문법규칙이나 원칙을 설정하는 반면， 기능문법은 담화 기능 빛 

의미 혹은 화용성에 기능문법체계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운법성이라 

는 것이 해당 문법이론이 취하는 운법모형에 의혜 결정되는 것은 생성운법 

이나 기능문법 공히 동얼합올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2. 기능문법과 문법성 

기능문법에서의 문법성과 기호 [*J의 사용에 대한 논의는 Kuno (1987) , 

Kuno와 Takami (1 992)와 Giv6n (1 993)을 중심으로 논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문법성에 대한 입장은 Croft (995)가 “자럽 기능추의"(autonomy 

f unctionalism)라고 부르는 기능주의 입장과 비교될 것이다. 먼저 Kuno의 

경우률 보기로 하자. 그는 자신의 기능문법은 생성문법을 포함한 여타의 다 

른 형식문법과는 이론척으로 어떠한 갈풍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한 

다. 그 주창의 근거롤 간략히 기술하면， 그에 따르면， 문장의 정형성에 대한 

제약으로 기능척인 제약이 존재하며 어떠한 (형식) 문법이론 또한 이러한 

기능척 제약올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Kuno의 업창은 아래의 

인용에 찰 나타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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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theory of grammar must have a place or places where various 

functional constraintson the well-formedness of sentences or sequenc

es of sentences can be stated,. ••• Therefore, in theory there is no con

flict between functional syntax and, say, the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of generative grammar. (Kuno 1987: 1). 

다시 말하여， Kuno의 경우， 문법은 문장의 청형성에 대한 제약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문장의 정형성에 대한 제약은 형식척 제약뿐만 아니라 기능척 제 

약이 존재한다. 그러나 Kuno는 형식적 제약의 독립성울 가청하므로 형식척 

문법제약 외에 형식문법이론들은 “기능척 제약이 가지는 부분을 가져야 한 

다" 이렇게 형식문법제약과 기능문법제약 양자를 가지는 그러나 독립성을 

가정하는 Kuno 문법관의 륙징 때문에 Prince (1 991)에 의해 Kuno는 생성 

기능론자(generative functionalist)로 불리운다. 비록 그는 그의 책 Func

tioπal Syntax에서 ‘문법적’(grammatical)이라는 용어률 사용하는 대신 ‘용 

인척’(acceptable)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문장의 비청형성을 표시 

하는 기호로 [*J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 인용된 그의 글이 말해 주 

듯 Kuno의 기능제약은 문장의 청형성에 대한 것이므로 문장의 비정형성을 

나타내는 [*J의 사용과 관련하여 그의 문법성에 대한 입장을 살펴 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우리는 명사구 축출현상과 그렴/사진 명사구의 재귀사 현 

상을 살펴 볼 것이다. 

아래의 명샤구 축출( extraction) 현상과 관련하여， 

(8) a. What did you buy a book on? 

b. Who did you see a picture of? 

c. Which book did you read a review of? 

(9) a. *What did you lose a book on? 

b. *Who did they distroy pictures of? 

c. *What did John burn a large green book about? 

Kuno는 아래와 강은 기능척 문법제약이 (8)의 문장률은 용인척이나 (9)는 

그렇지 못한 대조적인 현상올 지배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10) Topichood Condition for Extraction: Only those constituents in a 

sentence that qualify as the topic of the sentence can undergo ex

traction processes (i.e., Wh-Q Movement, Wh-Relative Movement, 

topicalization, and It-Clefting). (Kuno 1987: 23) 

(8)와 (9)의 문창들은 통일한 문창구조흘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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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명사구 내의 전치사구의 목적어 축출현상과 관 

련된 용인성의 차이를 Kuno는 위에 인용된 그의 ‘주제(성) 조건’으로 설명 

하고 있다. 예를 들어 (8a)가 척합한 이유는 문두로 이통된 전치사 ‘on’의 

목적어는 구입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책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책을 사 

는 것은 책의 내용 때문이므로 전치된 전치사의 목척어는 의미척으로 주제 

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9a)의 경우， 책을 잃어버리는 경우， 책의 내용이 

잃어버리는 행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9a)에서 ‘what’은 주제로 

쉽게 해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8)-(9) 문장들의 청형성 차이에 대한 원인으로 (10)과 같은 기능적 제 

약을 설청하는 Kuno의 기능문법에서 기능제약 (10)은 형식제약과 함께 문 

법올 구성한다. 즉 기능제약 (10)은 (9) 의 문장들을 비정형적인 문장으로 

판정하고 이들 문장에 [*J를 부여하는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다? 
Kuno의 기능문법에서 기능문법의 제약을 준수하지 못하여 비정형적인 

문장으로 판정되어 이 문장들에 [*J가 부여되는 경우의 예를 사진명사구 

5 Kuno (1987)의 기능문법의 한 특정은 기능제약이 ‘주제’와 갈은 당화요소를 가 
지고 있기 때문에 맥락이 바핍에 따라 주제가 달라지는 경우， 기능제약이 척용되는 
통일한 문장의 청형성이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능적으로 비 
정 형 적으로 판청 된 (9b) ‘*Who did you destroy a picture of?’가 아래와 같은 맥 
락에서는 주제로서 작용하여 전치사의 목척어가 전치될 수 있다는 것이다. 

Speaker A: Right after Chairman Mao died, they started taking pictures of the 
Central Committee members off the wall. 

Speaker B: Who did they destroy more pictures of, Chairman Mao or Jiang 
Qing? 

따라서 이 경우 문장 (9b) 의 청형성은 발화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본문에서도 거론되겠지만， Kuno는 문장의 정형성이 담화맥락에 영향을 

받아， 즉 탐화와 관련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문법성’이라는 용어를 

쓰지 아니하고 ‘용인성’ 또는 ‘청형성’이라는 용어롤 사용하고 있다. 

한편， 박숭윤(1990: 19)은 위의 예롤 언급하면서， ‘문법적’ 혹은 ‘정형척’이라는 
용어 대신 문맥에 따라 벌표를 부여받은 문장이 “좋은 문장”이 훨 수 있다고 한 
다. 그리고 수통문의 기능척 특징을 언급하면서 박숭윤(1990: 8)에서는 별표롤 

부여받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비문법척 혹은 비정형적이라고 언급하지 아니하고 
“적절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한다. 

( i) *The bridge was walked under by the dog. 

박숭윤(1990)에서는 ‘청형척’ 혹은 ‘문법적’이라는 용어의 쓰엄은 생성문법이론 내 

에서 쓰여지듯 통사적 현상에 국한된 표현에 한청되어 있는 듯하다. 즉， 기능문법론 
에서도 형식문법에서와 갈이 ‘비운법적’ 그리고 ‘비정형적’이라는 용어롤 형식적 제 

약올 어긋난 표현에 적용시키는 것￡로 이해된다. 문법모형에 관계없이 ‘비문법척’ 

이라는 용어롤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3절을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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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재귀사 현상에서 보기로 하자. 생성문법론자 Belletti와 Rizzi가 버문법 적 

인 문장으로 다룬 (11)과 같은 재귀사 구문올 Kuno와 Takami ( 1993 : 5 

장)는 용인적이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그플은 (11)과 통일한 동사와 통 

일한 구조를 가지는 (12)의 “None of the pictures of himself by the 

artist portray him wel1"이 척절한 화액이 주어지면 용인척이며 따라서 정 

형의 문장이 되는 것을 들고 있다. 

(11) *Pictures of himself i don’t portray Johni well. 

(12) John is very unhappy with the artist he hired. 

None of the pictures of himself; by the artist portray him; well. 

(1 2) 에 나타난 재귀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능주의자인 Kuno & 

Takami는 아래와 같은 그렴명사 재귀사에 대한 제약조건을 기능적인 측면 

에서 제안한다. 

(13) Awareness Condition for Picture Noun Reflexives: Use of a picture 

noun reflexive is obligatory if the referent of the reflexive per

ceived/perceives/will perceive the referent of the picture noun as 

one that depicts him. Use of a picture noun nonreflexive pronoun is 

obligatory othetwise. 

위의 제약조건은 그렴/사진 명사구에 나타나는 재귀사는 재귀사의 지시인 

인 자신이 그 사진의 대상이 자신을 묘사하는 것으로 인식/의식하는 경우 

에 문법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Kuno의 기능문법은 채귀사 지시 

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재귀사의 발생이 이루어지는 경 

우 그러한 문장들을 비정형적인 것으로 판명할 것이다. 실제로 Kuno & 

Takami (1 993)에서 그들은 아래의 문장올 비정형적인 문장￡로 [*]를 부 

여하는데 이는 (13) 의 기능제약조건에 어긋나고 있기 때문이다. 

(14) *In Mary’s eyes, those nude pictures of himself; ruined her boy

friendi. 

문장 (14)는 재귀사의 지시인의 관점이 아닌 Mary의 관점을 나타낸다. 즉 

위 문장은 재귀사에 의해 지칭되는 자신의 사진을 재귀사 지시언이 아닌 

Mary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14)는 기능문법의 기능(문법)제 

약인 (13)을 어기고 있다. 따라서 기능운법제약 (13)에 의해서 (14)에서 

재귀사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지는 기능제약을 문창의 

정형성에 대한 제약으로 보는 기능문법의 륙정에 의한 것이며 (14)에 부여 

된 [*]는 이러한 기능문법에 의해 판정된 비청형성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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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o의 경우 ‘문법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문장의 

문법성은 문법에 의해서 결정되며 비문법적 혹은 비정형적인 문장은 기호 

[*J로 표시된다고 볼 때 (3절 참조)， 문장 (14) 에 부여된 [*J는 문법의 

한 부분을 이루는 기능척 제약조건을 어낌으로써 부과된 것이므로 문장 

(14)는 (기능)운법제약 (13)올 어긴 버문법척인 푼장이라고 규청할 수 있 

다F 따라서 기능운법에서 문장의 정형성 여부를 나타내는 ‘*’는 기능문법 

올 이루는 문법제약에 의해 부여되므로 문장의 ‘청형성’ 혹은 ‘문법성’은 

(운법학자가 설정한) 문법에 의해 결청됩을 보여준다. 

이제 자렵 기능주의의 관점에서 (14)의 현상을 보기로 하자. 자렵 기능주 

의는 문창의 정형성을 다루는 문법의 형식척인 규칙은 자립체계로 이루어 

져 있다는 생성문법의 기본 가정인 자립가설올 수용한다. 이것은 문법에서 

답화 화용척인 요소는 배제되고 통사형식이 가지는 기능적언 요소는 언어 

사용에 관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Kuno의 (13)과 같은 

담화 화용제약은 사용과 관련된 담화상의 적절조건(felicity conditions)으로 

본다. 따라서 자립 기능주의자인 Prince (1 991)는 Kuno의 기능문법의 제 

약을 어기는 (14)와 같은 문장들은 형식적으로 정형척이나 담화 화용적으 

로 적절치 붓한 표현으로 간주한다. 결국 자립 기능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14)의 문장은 통사적으로 정형척이다. 그러므로 운장의 버정형성을 표시하 

는 별표는 부여되지 않는다. 이것은 문장의 청형성 혹은 문법성은 문법 연 

구자의 문법관/모형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준다. 

끝으로 통합 기능론자인 Giv6n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통합 기능혼자로 

분류되는 Giv6n, Hopper, 그리고 Thompson의 문법관올 간략히 기술하면， 

그들은 인지척 그리고 담화-화용척 현상운 언어의 문법현상에 통합되어 

있다고 본다. Thompson (1992: 37)은 “개별언어의 문법올 결정하는데 언 

어가 가진 인지척 그리고 사회척 기능은 중심척인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 

며， 유사하게 Hopper (1992: 364)는 “문법구조는 담화 기능과 밀접히 통 

합되어 있으며 아마도 담화 기능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기능문법 

의 특칭을 기술하고 있다. 아래에 인용된 Giv6n (1993: 1)의 문법관 또한 

문법올 정합적인 의사소통을 제약하는 담론의 요소들과 관계짓고 있다. 

8 이 글의 심사자 한 분이 지척하듯이， Kuno의 문법윤 ‘순수 흉사부’와 ‘탑화부’ 
로 구성되어 었다. 따라서 Kuno의 문법판에서 보면， 한 문장의 정형성은 문법의 

이 두 구성부에 의해 결청된다. 즉， Kuno의 경우， 별표가 부과되는 비청형척인 문 
장은 순수 풍사제약옳 어기는 경우 또는 담화조건에 의한 기능제약율 어기는 경우 
이다. 이 논문의 본문에서 논의되는 문장 (14)의 비청형성은 문법의 담화부에 속 

한 (기능문법) 제약조건언 (13)율 위배한 컷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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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mmar is not a set of rigid rules that must be followed in order to 

produce grammatical sentences. Rather, grammar is a set of strategies 

that one employs in order to produce coherent communication. 

통합 기능론자로 불리우는 이러한 급진적 기능론자들의 언어관과 운법관올 

Cho (1995)는 아래와 갈이 요약하고 있다. 

(15) a. Discourse and cognitive functions and grammatical phenome

na are integrated. 

b. Grammar is designed to show how grammatical phenomena are 

motivated or determined by cognitive and discourse functions. 

생성문법 풍의 형식문법과는 달리 통합 기능문법의 원칙이나 제약은 인지 

척 그리고 담화척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통합 기능주의 문 

법관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기반흐로 Givõn에서 문창의 비청형성을 결정하 

는 요소는 무엇인가 보기로 하자. 

Givõn (1993 vol 1: 280)은 그의 책에서 접속 명사구 현상을 논의하면 

서 (16)과 같은 자료를 제시한다. 

(16) a. *We saw a man and the woman there. 

b. We saw a man and a woman there. 

c. We saw the man and the woman there. 

그에 따르면， 접속 명사구의 지시 대상체들은 담화에서 단일한 주제롤 형성 

하며 따라서 각 명사구는 한청성의 측면에서 통얼한 자격을 가지게 펀다. 

즉， 지시 대상자들이 당화에서 단얼한 주제를 형성하고 있기 위해서는 통퉁 

한 정보성올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접속 명사구로 나타나는 지시 

대상자들의 동퉁한 정보성은 각 명사구가 한정성의 측면에서 같은 값을 가 

지게 한다. (16b)와 (16c)에서는 두 명사구가 한청성에서 통퉁한 앓올 가 

지고 있으므로 용인척이며 (16a)는 그렇지 않으므로 용인척이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 한정성과 관련된 접속 명사구의 형식을 지배하는 제약성을 통 

합 기능주의 운법이론의 측면에서 기술하면 ‘단일한 주제’에 관한 인지원칙 

은 (17)과 갈이 그리고 문법적 제약은 (18)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17) 접근성 (accessibility) 이 통일한 대상들은 단일한 주제냐 단위를 형 

성하기 쉽다. 

(18) 단일한 주제롤 형성하는 명사구들은 륙청성 (definiteness)의 측면에 

서 통일한 앓올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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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16a) 의 경우， 접속된 명사구의 하나는 비한정척이며 다른 하나는 

한정적이므로 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일한 주제를 형성할 수 없으며 정보 

적인 측면에서 동등한 대상체들이 아니다. 이것은 (17)의 인지원칙에 어긋 

나며 이에서 비롯된 기능제약인 (18)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17)과 (18)은 정합적인 의사소통을 제약하는 원칙과 규칙으로 통합 기능 

문법의 내용올 이루고 있다. 결국 (16a)는 이를 위반하므로 기능문법에서 

담화상에서 정합적이지 못한 형식， 즉 버정형적인 표현으로 판정되며 [*J 
가 운장 (16a) 에 부여되었다. 

Giv6n은 문법을 “청합척인 의사소통을 발생시키는 일련의 의사소통 전략 

들”로 보기 때문에 비정합적인 표현 “ We saw a man and the woman 

there"을 비정 형적 인 표현￡로 규정하는 (17)과 (18)은 통합 기능문법을 

구성하는 담화-인지적 제약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담화-인지적 제약은 

(16a)와 같은 형식을 담화적으로 버청합적 인 것으로 처리하여 이러한 형식 

을 문법은 배제한다. 따라서 Giv6n의 기능문법은 (16a)의 표현을 비정형적 

인 것으로 보고 비정형성율 표시하기 위해 이 문장에 [*J를 부여하게 된 

다. 이 문장은 통합 기능문법 모형이 수용하는 (17)과 (18) 의 기능문법제 

약에 의해 비정형적인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Kurio와 마찬가지로 Giv6n의 

기능문법에서의 [*J의 사용은 해당 문법을 구성하는 규칙이나 원칙에 의 

해서 결청되며 따라서 [*J가 부여된 문장의 비정형성 혹은 비문법성은 문 

법학자가 설정한 문법모형에 의해서 결정됨을 보여준다. 

한편 통사의 자립성을 수용하는 자립 기능주의 (autonomy functionalism) 

의 관점에서 (16)의 현상을 보면 Giv6n과 달리 (16a) “ We saw a man 

and the woman ther상’에서 “ a man and the woman"은 통사적으로 명사 

구 결합원칙을 위반하는 표현이 아니므로 문법적으로 생성되어야 한다. 그 

리고 (17)과 (18) 의 담화-인지적 인 제약은 자립문법 외의 제약으로 다루어 

진다. 따라서 자립 기능주의에서 (16a)는 문법적이나 화용적으로 척절치 

못한 문장으로 다루어져 별표를 부여받지 않는다 (Ariel 1994 참조). 문장 

(1 6a) 의 청형성 여부에 대한 문제와 그 문제가 문법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지 여부 또한 자립 기능주의와 통합 기능주의의 문법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기능주의 이론에서 해당 문장의 분법성 여부는 연구 

자가 취하는 문법관 혹은 언어관에 의해 영향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 

다. 

3. 문법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 

생성문법이론 내에서 문법성은 통사적 청형성에 국한되어서 적용되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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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다. 그러나 특정 문법이론에 국한시키지 말고 ‘비문법척’이라는 용어 

는 개별 문법의 원칙이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혹은 허용되지 않는-언 

어형식을 지칭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J는 이러한 언어표현에 부여된다 

고 가청하여 보자. 이때 문법학자가 모형으로 제시한 개별문법은 해당 문법 

학자가 수용하는 혹은 전제하는 문법이론에 따라 자렵문법체계얼 수도 었 

으며 통합 기능주의와 같은 기능문법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담화 기능과 

의미를 형식과 분리된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 그 문법은 인간의 인지 그리 

고 담화상황과는 독립된 혹은 무관한 원칙이나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 

이다. 반면에 의미는 물론 담화 기능과 언지적 기능은 문법과 통합 혹은 상 

호연관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루어진 문법은 ‘전경과 배경’， ‘관심’， ’주 

제’ 혹은 ‘도상성’과 같은 인간의 인지와 담화전략을 지배하는 담화 범주와 

화용 기능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연구자가 어떠한 문법모형을 취하든， ‘비문법적’이라는 것이 개별문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언어형식을 지칭한다고 할 때， 우리는 기호 [*J는 해당 문 

법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는 특정 언어형식에 부여됨을 보았다. 결국 문법모 

형에 관계없이， 문법기솔에서 [*J는 해당 문법의 제약이나 원칙에 의해서 

허용되지 않는 언어표현에 부과되므로 별표가 부착된 표현은 그 문법모형 

에서 허용하지 않는 비정형적 혹은 비문법적 표현엄을 의미한다. 위에서 논 

의한 문장 06a) “ We saw a man and the woman there"를 이 논의와 관 

련시켜 말하자면， 비록 이 문장의 용인성이 화용척 요소와 관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표현은 통합 기능주의 문법모형에서 설정하는 문법 내의 담화 

언지적 원칙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문장이므로 통합 기능운법에서는 비문 

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문법기술에서 기호 [*J의 사용과 관련하여 ‘문법 

성’이라는 용어는 생성문법에서 사용하는 바와 같이 통사척인 비용언성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문법이 규정하는 용인성’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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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unctional Grammar and Grammaticality 

Euiyon Cho 

The grammaticality of a sentence is taken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view of grammar that the linguíst takes in describing linguistic phenorn

ena. Newrneyer (1983) rnakes thìs point in the context of generative grarn

mar. This paper shows that in functional linguistics as well, functional 

grarnrnarians' grarnmaticality judgment of sentences is also deterrnined by 

their conception of a grarnmar. For this purpose, functionalists K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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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Kuno and Takami (1993) and Givõn (1993) will be discussed with 

regard to how they use the symbol ‘ * ’ in their linguistic description. A 

comparison is made between their grammatical description and autonomy 

functional (Prince, 1991) description of certain linguistic phenomena such 

as picture noun reflexives and definiteness in conjoined NPs. In addition, it 
will be proposed that we use the term ‘ungrammatical’ to ref er to the lin

guistic phenomena which do not follow from the rules or principles of a 

grammar: be they derived from autonomous grammar or functional gram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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