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수량샤 구성의 구조와 의마: 

비속격형을중심으로* 

최기용 

1. 머리말 

한국어 연구에 있어 영어로 대표되는 인구어에 나타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연구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온 분야들이 몇 가지 있다. 경동사 구문， 장형 부정 

구문， 격중출 구문 등이 그 대표적인 예들인데， 명사， 수사， 빛 분류사로 이루어진 

수량사 구성1 또한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 구성은 몇 가지 점에서 인구 

어의 수량 표현과 다른데 그 중 하나로 우선 분류사의2 사용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의 ‘three apples’에 대응되는 한국어 표현으로 ‘사과 세 개’를 들 수 있 
는데， 이 표현에는 ‘three’에 대응되는 ‘세’， ‘apple’에 대응되는 ‘사과’ 외에 영어에 

는 없는 ‘개’라는 표현이 들어 있는 것이다} 

* 본 연구의 일부분이 2000년 1월에 있었던 토롱토 대학의 Syntax project 모임 그라고 같은 해 4월과 
12월에 있었던 생성문법학회 월례 발표회와 서울대 어학연구소 연례 발표회에서 각각 발표된 바 있다. 
발표 당시 많은 관섬을 보이고 적절한 질문 및 논평을 해 주신 이정민 교수님， Diane Massam 교수1 김 
선웅 교수， 윤항진 교수， 홍용철 교수， 손근원 교수， 정대호 교수， 박명관 교수， 운귀선 교수 등 여러분께 
감사 드린다. 또 수량사 구성의 의미와 관련하여 자문에 응해주신 김용범 교수에게도 감사드리며， 마지 
막으로 자세한 논평을 통해 본 논문의 내용 및 형식의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익병의 두 논평자에게 
도 감사의 말을 드리고자 한다. 물론 논문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필자의 것이다. 이 논문은 2000년도 광 
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몇몇 기존 연구(노대균(1977)， 채완{1983}， 이필영(1994) 등)에서는 “수량사구”로 볼리기도 했으며 시 
정곤(2000)에서는 “수량사구”라은 용어와 “수량사 구성”이라는 용어가 자유롭게 교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무슨 무슨 구’라는 용어의 사용은 논의 대상이 되는 표현의 범주적 성격에 대한 일정한 
주장을 담고 있는데 반해， ‘무슨 무슨 구성’이라는 용어는 해당 표현의 “이름”으로만 사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수량사 구성”이 더 적절한 용어로 보인다. 

2 분류사 자체에 대해서는 채완(1983， 199이 및 임홍빈(19917}， 나〕를 참조할 것. 

3. 다음 예들은 일본어 및 Mandarin Chinese의 경우도 마찬가지엄을 보여준다. 
(i) 7}. Gakusei ga hon 0 3-satu katta. 일본어 

학생 이 책을 -권 샀다 
‘학생이 책을 세 권 샀다.’ 

나'. You sange xuesheng zai xuexiao shoushang le M. Chinese 
have 3+CL student at school hurt P AR 
'There are three students hurt a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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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영어에서는 수사가 병사 앞에 오는 어순만이 가능한데 반해， 한국어의 경 

우는 ‘세 개의 사과’에서처럼 속격조사의 도움이 있다변 “수사+분류사"(이후 “수

분류사”로 줄여 부르기로 한다)가 앞에 올 수 있으며， 또한 ‘사과 세 개’에서처럼 

수-분류사가 뒤 에 올 수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후자의 경우에는 격조사의 출 

현 양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표현이 가능하다. 

(1) 가. 철수가 사과를 세 개 먹 었다. 
나. 철수가 사과 세 개를 먹었다. 

다. 철수가 사과를 세 개를 먹었다. 

(2) 가 책상 위에 사과가 세 개 놓여 있다. 
나. 책상 위에 사과 세 개가 놓여 있다. 

다. 책상 위에 사과가 세 개가 놓여 있다. 

즉 (1가， 2가)에서는 격조사가 명사 성분 뒤에 오고 있으며{앞으로 이를 명사에 

격이 붙였다 하여 “명사-격형”이라 부르기로 한다)， (1나， 2나)에서는 격조사가 분 

류사 뒤에 오고 있고〔앞으로 이를 분류사 뒤에 격이 붙였다 하여 “분류사-격형”이 

라 부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1다， 2다)에서는 격조사가 양 쪽에 나타나고 있다 

{이를 “이중격형”이라 부르기로 한다). 결국 수-분류사와 병사간의 어순 및 조사 

의 분포에 따라， 앞서 언급한 속격의 경우까지(이는 “속격형”으로 부르기로 한다) 
포함하면 모두 네 종류의 표현이 가능한 셈이 되어，4 “수사+명사”의 한 종류만을 

허용하는 영어와는 아주 다른 특이한 양상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5 

이런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수량사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있 

어 왔으며， 여러 가지 주제 및 다양한 주장들이 논의 및 제기되어 왔었다. 주요한 

몇 가지 예를 들자면P 먼저 수-분류사의 통사적 지위 빛 명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와 관련하여， 부사로 보는 견해(최현배(1971 : 781-782)), 명사에 대한 부가 

4‘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이 분류사없이 쓰이는 경우를 포함한다변 그 총류는 더 늘어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 가 네 사람 나. 사람 넷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한 네 종류의 표현이 대부분의 병사에 대해 가능한 반면， 분류사가 없는 경우 
는 채완(1983: 33)에서 지적되었듯이 그 쓰임새가 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한정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 
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5‘ 영어에서도 ‘three apples'라는 표현 외에 ‘three of the apples’와 같은 표현이 았다. 그러나 이 표 
현은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three apples’와는 의미가 다르다. 한국어의 대웅 표현으로는 ‘그 
사과 중 세 개’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 각 유형의 해석에 대해서도 여러 분석들이 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채완(1983)， 김영희(1984)， 박금자 
(1985), C. Lee(1989), 이정민(1992) 및 임홍빈(1996) 등을 참조할 것. 여기서는 주로 통사적 차원에서 
의 논의만을 정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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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 보는 견해(K.-W. Sohn(1993)), 명사에 대한 서술어로 보는 견해(김영희 
(1976), Miyagawa(1989), Y.-J. Kwon(1991), S.-W. Kim(1996) 등)， 대용어로 보는 
견해(임동훈(1991)) 및 동격으로 보는 견해〔이익섭(1973)， 이익업 · 임홍빈(1983)) 

등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어 왔다.7 그리고 각 유형 간의 통사적 관계도 주된 

논의 중의 하나로 주로 속격형과 비속격형 간의 관계가 논의의 주된 대상이 되어 

왔는데， 이들 간에 변형 관계를 설정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김영희(1984)， H.-S. 
Han(1989) 등)， 별도의 구문으로 보는 견해들도 있었다(엄홍빈(1996)， S.-W. 
Kim(1996), 시 정 곤(2000) 등).8 

한편 수량사 구성 자체의 구조도 중요한 논의 거리 중의 하나인데 이 논의는 주 

로 비속격형에 집중되어 있으며 분류사를 핵으로 보느내C. Lee(1989), S.-H. 

Ahn(199이， 시정곤(2000) 퉁) 아니면 수사를 핵으로 보느냐에{박금A1(1985)) 따라 

그리고 분류사의 범주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견해틀이 제시되었다{C. 

Lee(1989), S.-H. Ahn(1990), 김지훤1994)， 시정곤(2000) 등 참조). 이 외에도 이중 

격형의 격 중출 양상에 대해 여러 견해들이 제시되었으며(박정섭(1992) 등 참조)， 

최근에는 다음 문장 간의 대비가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H.-S. Han(1989), 
y'-J. Kwon(1991), K.-W. Sohn(1993), S.-w. Kim(1996), 시정곤(2000 : 96-98)).9 

(3) 가*학생이 맥주를 세 명 마셨다. 
나. 학생이 맥주를 세 명이 마셨다. 

위와 같이 다양한 주제， 다양한 견해들이 논의 및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 

속격형에 속하는 세 유형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심이 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분류사-격형과 명사-격형을 달리 보느냐 아니면 같은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은， 명 

시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으나 대부분의 연구가 두 유형 혹은 세 유형의 기저구조 

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lO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암묵적 견해가 잘못된 것 

7. 시정곤(2000)， 강범모(2000) 등은 유형별로 수-분류사의 기능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시정 

곤은 (1나'， 2나〕와 같은 분류사-격형의 수-분류사를 병사 성분을 선행사로 하는 대용어로 보는데 반해 
이중격형 및 명시-격형의 수분류사 성분은 서술어를 수식하는 일종의 소절로 보고 있다. 그리고 강 

범모는 명사-격형의 수-분류사는 병사적 부가어(그의 용어에 의하면 NP\NP)로， 이중격형의 수-분류 
사는 부사적 성분(그의 용어로는 VP/VP, TV/TV)으로 보고 았다. 

8. 시정곤의 경우 속격형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할 뿐， 속격형과 나머지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 
실 논의하고 았지 않다. 그러나 전체적인 논지로 보아 변형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 
편 이중격형과 분류사격형에 대해서는 기저 구조를 달리 보고 었다. 

9. 일본어에서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Miyagawa(1989)를 참조할 것. 

10. 이에 대한 예외로 시정곤(2000)을 들 수 있다. 시정곤(2000: 86-8끼은 분류사-격형이 이중격형과 구 
조적으로 서로 달라야 함을 명시적으로 주장하는데， 시정곤(2000 : 96-97)에서는 명시-격형이 이중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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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보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국어 수량사 구성에 대한 Li(1998)의 연 

구를 토대로 분류사-격형과 명사-격형이 의미적으로 다름을 확인하는 한편〔이중격 

형은 기본적으로 명사-격형과 같은 해석과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구조적으 

로도 서로 차이가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1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2절에서는 Mandarin Chinese의 수량사 구성 

이 7B체(individual) 지칭적 해석과 수행quantity) 지칭적 해석의 두 가지 해 

석을 가진다고 보고 각각의 해석에 서로 다른 구조를 부여한 Li(1998)의 연구를 

소개한다. 이어 3절에서는 Li(1998)의 제안을 토대로 분류사-격형은 개체(individual) 

지칭적 해석을 가지는데 반해 명시-격형과 이중격형은 수량(quantity) 지칭적 해 

석을 가짐을 보이며 이런 해석상의 차이를 반영하는 구조를 제시한다. 한편 분류 

사-격형과 명사-격형 간에는 해석상의 차이 외에도 여러 차이들이 보이는데， 4절 

에서는 두 유형 간의 차이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이 모든 차이가 두 유형 간의 

내부 구조상의 차이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명사-격형의 

명사 성분은 수-분류사의 최대투사 보어인데 반해， 분류사-격형에서는 병사， 수사， 

분류사가 함께 핵기저부가구조를 이룸을 제안한다. 이어 5절에서는 비속격형의 

의미 빛 구조에 대한 3， 4절에서의 제안들이 기폰 연구의 것과 얼마나 다르고 얼 

마나 유사한가를 검토한다. 그리고 다른 점이 있을 경우에는 어느 것이 더 타당 

성이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며， 특히 (3)의 대비에 대한 분석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6장은 지금까지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는 한편 앞으로 더 논의되어 

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정리한다. 

2. Li(1998) 

앞서 언급했듯이 Mandarin Chinese에도 한국어 수량사 구성과 유사하게 분 

류사를 이용한 수 표현이 있으며 이들은 “수사+분류사+명사”의 순서로 되어 있 

다)2 한편 이 표현의 분포에 대해 기존 연구들은 이 표현이 주어 및 주제 위치에 

나타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해 왔는데(Li(1998 : 694)를 참조할 것)， 다음 예들이 

이를 보여준다. 

형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함으로써 결국 본 논문에서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 유형에 대해 그가 제시하는 구조는 본 연구가 제시하는 쿠조와 아주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5절을 참조할 것. 

11. 본 연구는 염홍빈(1996)， S .. w. Kim(1996)을 따라 비속격형과 속격형 간에는 아무런 통사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다. 

12. 실제 예에 대해서는 바로 아래의 문장들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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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 *Sange xuesheng zai xuexiao shoushang le. (=(Li (3)) 
three十CL student at school hurt PAR 
‘Three students were hurt at school.’ 

나. *Sange xuesheng, wo zhidao zai xuexiao schoushang le. 
three+CL student 1 know at school hurt PAR 
‘Three students, 1 know (they) were hurt at school.' 

그러나 Li(1998)는 이와 같은 일반화에 다음과 같은 반례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5)의 각 문장에서 수량사는 주어 위치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 
와 달리 좋은 문장인 것이다. 

(5) 가. Sange baomu jiu zhaogu ni yige xiaohai a? 
three+CL babysitter only care you one child PAR 
‘Three babysitters took care of you, only one child?’ 

나. Sanzhi gunzi gou ni da ta ma? 
three+CL sticks enough you hit him Q 
‘Are three sticks enough for you to hit him (with)?’ 

다. Wuge xiaohai chibuwan shiwan fan. 
five+CL child eat + not +finish ten+bowl rice. 
‘Five children cannot finish ten bowls of rice.' 

한편 Li(1998)는 이런 반례들이 해석에 있어 (4)와는 다른， 공통점을 갖고 있음 

을 지적하는데， 그 공통점이란 바로 반례에서의 수량사들이 개체의 존재를 의미 

하기보다는 수량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가)는 “유일한 애인 청자를 

돌보는 보모의 수”를， (5나)는 “청자가 그를 때리는데 필요한 봉퉁이의 수”를， 그 

리고 (5다)는 “열 그릇의 밥을 끝내는 어린애의 수”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다. 이는 Li가 지적했듯이 중국어의 수량사 구성이 두 가지 해석， 즉 “개체-지칭 

적” 해석 혹은 “수량-지칭적” 해석 중 어느 하나를 가질 수 있음을 말하며 그리 

고 앞에서 본 일반화가 이 두 해석 중 전자의 경우에만 해당함을 보여준다. 

이어 U는 개체를 나타내는 해석은 N보다는 D가 책임진다는 견해를 토대로 두 

해석에 대해 다음과 같이(여기서는 ‘san ge xuesheng’을 이용하여 보이기로 한다} 
서로 다른 구조를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즉 표면상 같은 수량사 표현이더라도 수 

량지칭적 해석을 가지는 경우는 개체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D가 없는 것으로 보 

며， 개체-지칭적 해석을 가지는 경우는 D가 있어 그런 해석을 가진다는 것이다)3 

13. 수량 지칭적 해석의 경우 수사를 핵으로 보았으며 이는 아마도 중국어에서 핵이 앞에 온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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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 수량-지칭적 해석 [NumP san 
three 

최기용 

ge xuesheng] 
CL student 

나. 개체-지칭적 해석 [DP [D ø] [NUmP san ge xuesheng]] 
three CL student 

이런 제안에 대해 Li는 모두 네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 (6)의 구조적 차 

이를 토대로 앞에서 지적한 일반화 또는 수량-지칭적 해석과 개체-지칭적 해석 

간의 대비를 설명할 수 있다. 즉 공(n비l) D가 적정-지배(proper govern)되어야 

한다는 Longobardi(1994}의 제안에 의하면14 개체-지칭적 해석을 갖는 경우가 주 

제나 주어 위치에 나타날 때에 적정-지배되어야 하나 중국어에서는 이런 가능성 

이 배제되어15 개체-지칭적 해석을 갖는 수량사 표현이 주제나 주어 위치에 못 나 

타나는데 반해， 수량지칭적 해석의 경우는 공(null) D가 없으므로 분포상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으며 고로 주어나 주제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 

둘째， 중국어에 개체를 대상으로 하여 영역을 한정하는 ‘dou’ ‘(모든” 혹은 

‘you’ “존재”와 같은 운영자(operator)들이 있는데， 이들은 의미적으로 개체를 전 

제로 하므로 수량사 표현이 이들과 함께 나타날 경우는 수량사 표현이 항상 개체 

-지칭적 해석만을 가진다. 한편 문장 내에 수량-지칭적 해석을 강요하는 표현이 

(“only"를 뜻하는 ‘jiu’나 “enough"를 뜻하는 ‘gou’따위) 있는 경우는 그 표현과 

의 의미적 충돌로 인해 문장이 나빠진다. 아래의 (7)과 (8)이 에를 각각 보여준 

다)6 

(7) 가. Sange xuesheng 
three+CL student 

dou 
all 

‘Three students all came here.’ 

lai zher 
come here 

le. 
PAR 

나. Y ou sange xuesheng lai zher le. 
have three+CL student come here ASP 
‘There are three students that came here.'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견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14. 적정 지배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ì) a properly governs β ìff (a) α governs β and α is a lexical category or 

(b) a antecedent-governs β . 
이중 Longobardì의 논의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어휘-지배(lexìcal government)이므로 선행사-지배 
(antecedent-government)의 자세한 정의는 적지 않기로 한다 

15. Li(1998)는 주제 위치는 일반적으로 어휘-지배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며 중국어의 주어 위치에 대해서 
는 이 위치가 어휘-지배되지 못한다는 Aoun et al(1987)의 입장을 따른다. 

16. (7)에서의 수량사는 ‘dou’나 ‘you’가 오는 경우 어휘-지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Li(1998 : 698)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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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 *You sange baomu jiu zhaogu ni yige xiaohai a? 
have three+CL babysitter only care you one child PAR 

나. *You sanzhi gunzi gou ni da ta ma? 
have three+CL sticks enough you hit him Q 

셋째， 개체-지칭적 해석은 DP이므로 다른 명사 표현과 결속 관계를 가질 수 있 

으나， 수량지칭적 해석은 D가 없으므로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없을 것으로 예측 

되는데 다음 예들은 이런 예측이 들어맞음을 보여준다)7 

(9) 가 *닮nge reni chibuwan ni . gei tameni de wuw，없1 f，없1 

three+CL men eat +not+finish you give them DE. five+bowl 디ce 
‘Three men cannot finish five bowls of rice you gave to them.' 

나. You sange ren chibuwan ni gei t와nen de WUw;와1 f，킹1 

have thrl윈a.. ræn eat+Iliα+finish you give them DE five+bowl riæ 
‘There are three men unable to finish five bowls of rice you 
gave to them.' 

(10) 가. Zhangsani zhidao sange renj yiding ban-de-dong 
Zhangsan know three people certainly move-able-move 
zijii/야 de gangqin 
self’s DE piano 
‘강langsan knows that three people certainly can move self’s piano.’ 

나. Zhang잃n 강괴dao LiSij yiding ban-de-do명 강jiνde gangqin 
낌langsan know Lisi certainly move-able-move self's DE piano 
‘Zhangsan knows that Lisi certainly can move self’s piano.' 

먼저 (9가)를 보자. 이 문장에는 (9나}와 달리 개체-지칭적 해석을 보장하는 

‘you’가 없으며 고로 ‘sange ren’이 수량-지칭적 해석을 가지는데 (9가)의 비문법 
성은 그러한 수량사가 대명사를 결속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에 반해， (9나}에 

서는 개채 지칭적 해석을 보장하는 ‘you’가 오며 그로 인해 ‘sange ren’이 개체
지칭적 해석을 가지게 되고 ‘tamen’을 결속할 수 있게 된다. 

(10)은 수량사 표현이 비록 대용사를 결속하는 구조적 위치에 오더라도 그것이 

수량지칭적 해석을 가지는 경우는 대용사를 결속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즉 (10 
나)는 내포문 주어 인 ‘Lisi’가 대용사를 결속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107})에서 

같은 위치에 오는 ‘sange ren’은 개체 관련 운영자가 없어 수량지칭적 해석을 

17. U는 결속 관계 외에도 통일지시(coref erence)의 가능성에 았어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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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며 그로 인해 대용사를 결속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수량지칭적 해석은 수량만을 문제시할 뿐， 개체에 대한 양화 표현이 아 

니므로 다른 양화 표현과 작용역(scope)에 있어 상호 관계를 갖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다음 예가 이를 보여준다. 

(11) 가 Wuge xiaohai chibuwan shiwan fan. 
five+CL child eat + not +finish ten+bowl rice. 
‘Five children cannot finish ten bowls of rice.' 

나. You wuge xiaohai chibuwan shiwan fan. 
have five+CL child eat + not +finish ten+bowl rice. 
‘Five children cannot finish ten bowls of rice.’ 

즉 개체-지칭적 해석을 가지는 (11나)에서는 ‘wuge xiaohai’가 ‘shiwan fan’에 
대해 넓은 작용역을 가지는 해석이 가능하여 결국 “모두 50그릇의 밥을 끝낼 수 

없다”는 해석이 가능한 반면， (117샤에서는 그런 해석이 불가능하다. 

3. 비속격형 수량사 구성의 의마와 외부 구조 

이제 한국어 비속격형들 간의 차이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앞서 지적하였듯이 

지금까지의 연구는 이들 유형 간에 의미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왔다. 그 

러나 앞 절의 중국어에 대한 검토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 명 

사-격형과 분류시-격형 간에는 의미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차이는 

바로 수량-지칭적 해석과 개체-지칭적 해석 간의 차이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1나) 

의 의미가 “‘사과 세 개’가 가리키는 개체를 먹었다”라는 것이라면， (1가)에는 그 

런 뜻은 없고 단지 “사과를 먹 었는데 그 수가 세 개”라는 뜻만이 있는 것으로 보 

이며， 같은 차원의 의미적 차이가 (2가)와 (2나) 간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1가， 2가)의 수량사가 “먹은 사과 혹은 놓여 있는 사과의 개수”를 의미하는 

데 반해， (1나， 2나}의 수량사는 담화 상의 개체로서의 “세 개의 사과”를 의미함을 

말한다. 그리고 이중격형은 이 점에 있어 명사-격형과 의미가 같은 것으로 보인 
다)8 

여기서 일단 이상과 같은 두 유형 간의 의미적 차이를 토대로 두 유형 간의 구 

조적 차이에 대해 앞에서 제시한 Li(1998)의 제안을 응용하여 다음을 제안하기로 

18 이중격형은 명사-격형과 의미가 같으므로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한편 이런 견해에 의하면 
두 유형 간의 표변상 차이는 수-분류사 뒤에 격조사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불과하나 이것이 문법성 
의 차이를 유발함을 (3)에서 이미 보았다. 이 차이는 5절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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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6)과 비교하여 핵의 위치만이 바뀌었다)，19 

(12) 가. 
명시-격형 

NumP20 

/\\ 
NP Num 

ι〉 ι〉
사과를 세 개 

나. 

분류사-격형 

~\\\ 
NumP 

/~ 
사과세 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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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구조의 차이가 D의 유무에 있으므로 이로 인해 중국어에서 관찰된 것 

과 같은 차이가 두 유형 사이에도 관찰되는지를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작용역의 경우를 보자. (12)의 제안에 의하면 문장 내의 다른 양화사와의 

작용역 결정에 있어 문제의 두 표현이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데， 다음 예들은 실제로 그럼을 보여준다. 

(13) 가. 학생들 모두가 사과 세 개를 먹었다. 

나. 학생들 모두가 사과를 세 개 먹었다. 

다. 학생들 모두가 사과를 세 개를 먹었다. 

즉 (137})에는 “어떤 사과 세 개가 있고 그것을 학생들 모두가 먹었다”는 해석 

과 “학생들 개개인이 세 개의 사과를 먹었다”는 해석의(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학 

생의 수에 따라 그 학생들이 먹은 사과의 개수가 달라진다) 두 가지가 가능한데 

반해， (13나)의 경우 후자의 해석은 없으며 단지 “학생들 모두가 사과를 먹었는데 

그 개수가 세 개임”을 뜻할 뿐이다. 그리고 이중격형인 (13다)도 (13나)와 같은 해 

석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13나， 다)의 이런 양상은 해당 수량사 구성과 양화 

사 간에 작용역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속의 양상도 (12)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1 즉 명사-격형과 이중격형 

19. 수분류사의 내부 구조는 4절에서 제시된다. 한편 본 논문은 박정섭(1992)， 홍용철(1994)과 달리， ‘-가 
/이’， ‘-을/를’ 및 ‘의’와 같은 구조격 조사는 독자적인 통사적 핵을 이루지 않으며 해당 격자질이 음 
성적으로 실현이 되어 단어의 내부 성분이 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엽장에 의하면， 이중격형의 통사 
구조는 명사-격형의 것과 같게 되므로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127t)에 의하면 병사-격 
형의 병사 성분과 수-분류사 성분은 후자를 핵으로 하는 하나의 구성체를 이루는 것으로 되어 었다. 
이는 두 성분이 서로 별개의 구를 이룬다는 대부분의 견해와 다른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5절로 
미루기로 한다. 

20. 수사의 범주에 대한 필자의 기본적 생각은 N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수량사 구성 내 
의 다른 명사 성분과의 구분을 위해 편의상 Num을 이용하기로 한다. 

21. 중국어의 경우 U(1998)는 결속뿐 아니라 동일지시의 양상도 검토하고 있으며， 결속의 경우도 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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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로’의 선행사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반해， 분류사-격형은 선행사가 될 수 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4) 가 남자 두 명 이 서로가 잘났다고 야단이다. 

나. ?*남자가 두 병 서로가 잘났다고 야단이다. 

다. ?*남자가 두 명이 서로가 잘났다고 야단이다. 

(15) 가. 남자 두 명이 서로에게 욕을 퍼붓고 있다. 
나. ?*남자가 두 명 서로에게 욕을 퍼붓고 있다. 

다. ?*남자가 두 명이 서로에게 욕을 퍼붓고 있다. 

(16) 가. 영희가 남학생 두 명을 서로에게 소개시켰다. 
나. ?*영희가 남학생을 두 명 서로에게 소개시켰다. 

다. ?*영희가 남학생을 두 명을 서로에게 소개시켰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유형의 분포를 보자. 지금까지의 논의에 의하면 명사-격 

형은 주어 위치에 나타날 수 있고 분류사-격형은 나타날 수 없어야 하나， 다음 

예들은 분포에 관한 한， 한국어가 중국어와 정반대임을 보여준다. 즉 중국어와는 

달리 공(null) D를 핵으로 가지는 DP인 분류사-격형이 주어 위치에 아주 자연스 

럽게 나타날 수 있는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허용되던 NumP인 명사-격형은 아주 

어색한 것이다022 

사， 대용사의 경우를 다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국어의 경우는 대용사 그 중에 
서도 상호사의 경우만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통일지시의 경우， 아래 예는 두 유형 간에 차이가 없음 
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런 양상이 본 논문의 제안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즉 (i나)에서 동 
일지시는 ‘그틀’과 ‘학생’ 사이에 성립되며， 이는 중국어의 경우와 한국어의 명시-격형 간의 구조가 
같지 않음을 의미한다. 

(i) 가. 학생 세 명이l 피아노를 들어 올렸다. 그들의i 힘이 아주 썼다. 
나. 영회가 어제 학생을i 세 명 만났는데， 그들이l 아주 거칠었다. 

한편 대병사와 대용사의 경우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선행사인 수량사 구성이 주어의 위치에 와야 하 
는데， 곧 논의될 점이지만 명시-격형은 주어 위치에서는 아주 어색하다. 고로 적절한 예를 찾을 수 
없어 배제되었다. 

22. 명시-격형이 주어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 문헌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이익 
섭(1973)， C. Lee(1989 : 478) 동은 안 좋다고 본 반면 익명의 한 논평자를 포함한 다른 대부분의 연 
구들은 툴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펼자는 기본적으로 두 유형 간에 차이가 있으며， 병 
사-격형은 분류사-격형에 비해 아주 어색한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C. Lee(1989)가 
지적했듯이 명시-격형이 주어 위치에 항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능격 서술어들 
의 경우는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i) 가 버스가 두 대 도착했다. 
나. 학생이 두 명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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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가. 학생 열 명 이 청소를 하고 있다. 

나. 얀학생이 열 명 청소를 하고 있다. 

(18) 7}. 경찰관 열 명이 도둑을 못 잡았다. 

나. ?*경찰관이 열 명 도둑을 못 잡았다. 

(19) 7}. 학생 세 명이 큰 소리로 웃었다. 

나. ?*학생이 세 명 큰 소리로 웃었다. 

그러나 이런 양상이 (12)에 대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먼저 분류사

격형이 공(null) D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주어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공 

(null) D의 인가 양상이 한국어와 중국어 간에 서로 다름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중국어의 경우는 주어 위치가 어휘-지배되지 않으나， 한국 

어의 경우는 어휘-지배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3 한편 명사-격형이 

주어 위치에서 어색하다는 것은 격조사를 갖고 있는 한국어의 특성 때문으로 보 

인다. 즉 (2이에서와 같은 이중격형 예문들이 상대적으로 자연스럽다는 점에 비추 

어 볼 때， (17-19나)의 비문법성은 주어 성분의 격조사 유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이는데，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3)에서도 본 적이 있으며 결국 야들 대 

비는 격조사 생략 혹은 탈락과 관련된 홍용철(1994: 2)의 일반화와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보인다.24 

(2이 가. ?학생이 열 명이 청소를 하고 있다. 

나. ?경찰관이 열 명이 도둑을 못 잡았다. 

다. ?학생이 세 명이 큰 소리로 웃었다. 

홍용철의 일반화 

격조사는 보충어 자리에서는 탈락할 수 있으나， 병시어 자리에서는 탈람할 

수없다. 

고로 (17-19나)의 비문법성에 대한 이런 견해가 맞다면， 이 또한 (12)에 대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23.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의 용언이 가시적 이동을 한다는 가설에 의하변 주어가 어휘-지배될 수 았을 
것이다 이 가설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최기용(2000)을 참조할 것. 

24. 이런 일반화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의 과제로 념기기로 한다. 기존 연구로는 홍용철(1994) 및 김용 
하{1999)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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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검토는 명사-격형(이중격형도 포함해서)과 분류사-격형 간의 구조적 차 

이가 공 D의 유무에 있다고 본 (12)의 제안이 기본적으로 타당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다음의 논의는 (12), 그 중에서도 명사-격형의 구조가 부분적으로 수 
정 이 되어 야 함을 보여준다. (12가)의 구조에 의하면 수-분류사의 보어 성분이 

NP로 되어 있는데， NP와 DP의 차이 중의 하나로 전자는 논항 역할을 하지 못하 

는데 반해 후자는 논항이 될 수 있음을 지적 한 Stowell(1989) 및 Longobardi 
(1994)의 견해에 의하면， 이런 규정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의미적으로도 (1가， 2가)에서 각각의 서술어 ‘먹-’， ‘놓여 있-’의 대상이 되 

는 것은 수량사 전체이기보다는 수-분류사 앞에 오는 명사 성분이라고 할 수 있 

는데， 이로 볼 때 명사 성분은 DP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음 예들은 

명사-격형 빛 이중격형 내의 병사 성분이 개체를 가리키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들 문장에서 ‘모두’와 ‘다’는 ‘사과’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그 의미 

는 “사과가 세 개 있는데 그 사과를 모두 혹은 다 먹었다”라고 보인다. 

(21) 가 철수가 사과를 세 개 모두 먹 었다. 
나. 철수가 사과를 세 개를 모두 먹었다. 

(22) 가. 철수가 사과를 세 개 다 먹 었다. 
나. 철수가 사과를 세 개를 다 먹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명사-격형의 명사 성분이 DP로 규정되어 ‘모두’나 ‘다’와 

관련을 맺는다는 점이 명사-격형 전제를 NumP 혹은 NP로 보는 것과 대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점은 명사-격형 빛 이중격형에서 ‘모두’ 

의 위치가 (21)과 달리， 명사 성분과 수-분류사 사이이거나 병사 성분 앞일 경우 

에는 (21)과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23) 가. 철수가 사과를 모두 세 개 먹 었다. 

나. 철수가 사과를 모두 세 개를 먹었다. 

(24) 가. 철수가 모두 사과를 세 개 먹 었다. 

나. 철수가 모두 사과를 세 개를 먹었다. 

즉 (23, 24)에서의 ‘모두’는 ‘사과’와 연관을 맺는 것이 아니라， 수사인 ‘세’와 연 

관을 맺는 것으로 보인다. 즉 위 문장들의 의미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으로 보인 

다: “철수가 사과를 먹었는데 그 수가 모두 세 개다 이와 같은 의미는 ‘모두’를 

‘모두 합해서’로 바꿀 경우에 확실히 드러난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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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 철수가 사과를 모두 합해서 세 개 먹 었다. 

나. 철수가 사과를 모두 합해서 세 개를 먹었다. 

(26) 가. 철수가 모두 합해서 사과를 세 개 먹 었다. 

나. 철수가 모두 합해서 사과를 세 개를 먹었다. 

결국 이런 점은 명사-격형 전체는 수-분류사를 핵으로 하는 NumP 혹은 NP로 
서 그 앞에 오는 ‘모두’ 혹은 ‘모두 합해서’와 관련을 맺기도 하고 수-분류사 앞의 

명사 성분은 DP로서 서술어로부터 의미역을 부여받을 뿐 아니라， 수-분류사 뒤에 

오는 ‘모두’ 혹은 ‘다’와 관련을 맺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명사-격형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한다. 

7) NumP 

~~ 
DP Num 

ζ〉 ζ뇨 
사과를 세 개 

4. 비속격형 수량샤 구성의 내부 구조 

지금까지 우리는 명사-격형(이중격형도 포함해서〕과 분류사-격형 사이의 의미적 

차이를 토대로 두 유형 간의 외부 구조 상의 차이를 주로 지적하였다. 즉 후자는 

DP로서 논향이지만， 전자는 NumP로서 논항이 아니며 논항의 역할은 명사-격형 

전체가 하기보다는 수-분류사 앞에 오는 명사 성분이(DP로서} 담당한다고 보았 

다. 그러나 앞서의 논의에서 우리는 분류시-격형의 내부 구조， 즉 NumP의 내부 

구조 및 수-분류사의 구조는 다루지 않았는데， 본 절에서는 이 두 문제를 다루기 

25. ‘모두’의 경우와 달리 ‘다’는 이런 해석을 갖지 못한다. 

(i) 가철수가 사과를 다 세 개 먹었다 
나철수가 사과를 다 세 개를 먹었다 

(ii) 가 *칠수가 다 사과를 세 개 먹었다. 
나철수가 다 사과를 세 개를 먹었다.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모두’와 ‘다’ 간의 이런 차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 
을 것이다 즉 ‘모두’는 개체뿐만 아니라 수사와 관련을 맺을 수 있으나， ‘다’는 오로지 개체하고만 관 
련을 맺을 수 있는 것으로， 이 점에 있어， ‘모두 합해서’는 ‘다’와 정반대이다. 다음 예는 ‘모두 합해서’ 
가 개체와는 관련을 맺지 못함을 보여준다. 

(iii) 가 *철수가 사과를 세 개 모두 합해서 먹었다. 
나 *철수가 사과를 세 개를 모두 합해서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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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 수-분류사가 비속격형에 공히 나타나는 것이므로 편의상 후자를 먼저 논 

하고 이어 전자를 논의하기로 한다. 

4.1. 수-분류사의 구조 

수-분류사의 구조를 살피는데 있어서는 시정곤(2000 : 78-81)이 올바르게 지적 
했듯이 다음 세 가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어휘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통사부에서 형성된 것으로 볼 것인가? 둘째， 두 성분 

중 어느 것을 핵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법 범주는 무엇으로 볼 

것인가? 

먼저 첫 번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존 견해들 사이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 

인다. 즉 통사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의 견해이다. 그러나 그 

이유가 명시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시정곤(2000: 79)에서 지적된 

수-분류사의 수λ} 및 분류사들이 자유롭게 대체될 수 있다는 점 정도가 유일하지 

않은가 한다. 그러나 이외에도 수사가 기본적으로 무한대의 표현이라는 점도 또 

다른 근거로 지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수-분류사를 어휘부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변， 어휘부에 무한대의 표현이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는 어 

휘부의 일반적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어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해 보기 전에， 첫 번째 문제의 기술이 시정곤의 것과 

는 약간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시정곤은 수-분류사를 형 

태적 구성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통사적 구성으로 볼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진 

후， 통사적 구성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으나， 위 질문은 “형태적 구성”의 여부를 

물은 것이 아니고 “어휘부에서 형성되느냐의 여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질문은 XO 구성에 대해 서로 다른 가정을 토대로 하고 있다. 즉 시정곤(2000)에 
서는 XO가 통사부에서는 형성되지 못하고 어휘부에서만 형성되고26 통사부에서는 

XP만이 형성된다고 가정하는 반면， 위 질문은 XO가 어휘부에서뿐 아니라， 통사부 
에서도 형성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시 

정곤의 답이나 본 논문의 답이 표현 상 같다 하더라도(즉 통사부에서 형성된다 

는)， 내용적으로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시정곤의 경우는 수-분류사에 대해 XP의 

가능성만을 따지게 되는데 반해(사실 대부분의 연구가 이런 입장을 취한다)， 본 

연구의 경우는 XP의 가능성은 물론이요 XO의 가능성도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 

26 시정곤이 실제로 “형태적 구성”을 “어휘부에서 형성되는 구성”이라고 명기하지는 않았다. 다만 xo라 
고만 규정하고 있올 뿐이다. 그러나 형태적 혹은 통사적 구성 여부를 따지는 기준의 하나로 사용한 
대체 가능성올 두고 생각해 볼 때 그는 묵시적으로 형태적 구성이 배타적으로 어휘부에서만 형성되 
는 것으로 가정동}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그 자신도 이 가정을 버린다면 이는 형태적 구성이 
어휘부 이외의 부문에서도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 논문의 입장과 같은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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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XO의 가능성을 택하게 되면 서로의 답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렴 이어 본 연구가 염두에 두는 통사부에서의 XO의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핵-이동에 의한 가능성 

이고 다른 하나는 K. Ch이(1991)， Cowper(199잉， Ghomeshi and Massam(1994), 

최기용(1993， 1996) 등에서 제시된 기저 생성에 의한 가능성이다. 이중 첫 번째 

가능성은 사실 시정곤의 제안을 포함하여 분류사를 핵으로 보는 기타 다른 제안 

과(C. Lee(1988), S.-H. Ahn(1990) 등)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시정곤의 예 
를 들어 보자변， 그는 수-분류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조를 부여했는데， 그의 제 

안과 핵-이동에 의한 XO안과의 차이는 단지 수사가 핵-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의 차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28) 

A 
~ 

~ 

4 
학생 1::: 

T 

그러나 그에 비해 기저 생성안 특히 최기용(1993， 1996)에서 제시된 핵기저부가 

가설은 큰 차이를 보인다. 핵기저부가가설의 중요한 내용은 통사부에서 XO_부가 
구조가 핵-이동에 의하지 않고 기저에서도 생성될 수 있으며 그리고 한국어의 경 

우 핵의 부가 주체가 왼쪽에 위치한다는 것인 바， 이에 의하면 명사-격형 및 분 

류사-격형의 수-분류사 부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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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안이 중시하는 바는 수-분류사에서 의미적으로 중심을 이루는 것은 분류사 

가 아니라， 수사라는 것으로 결국 수-분류사에서 어느 것을 핵으로 보느냐에 대 

27. 분류사라는 통사 범주를 한국어에서 독자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명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논의의 진행상 어느 쪽이 핵인지 불분명해지므로 일단 CI이라고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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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서로 대립되는 두 안이 있게 되는 셈이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9)가 수-분류사의 올바른 구조임을 주장한다. 

첫째， 의미적으로 보아 수-분류사에서 중섬을 이루는 것은 분류사이기보다는 

수사라고 할 수 있다.28 둘째， 의미적 양상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수-분류사 중 분 

류사는 생략될 수 있으나， 수사는 생략될 수 없다. 

(3이 가. 이 사고로 사람이 셋 죽었다. 

나*이 사고로 사람이 명 죽었다. 

분류사를 핵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그 핵이 생략될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이는 핵이 통사 및 의미의 중섬이라고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가 

아닌가 한다.29 그에 반해 수사를 핵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된 

다. 또한 개념적으로도 수사를 핵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분류사가 나타나는 경우 

나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동일한 구조를 부여하게 된다. 그에 반해 분류사 

를 핵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양자에 대해 서로 다른 구조를 부여해 주어야 할 것 

이다. 양자가 서로 같은 통사적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는 바람직한 결과가 

아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수사를 핵으로 보는 핵기저부가구조 하에서는 시정곤(2000: 79)이 제기 

한 의문이 사라진다. 즉 시정곤은 수분류사를 통사적 구성으로 볼 것인가 형태적 구 

28. 익명의 한 논평자는 통사적 측면에 의해서도 핵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점에 있어 분류사 
가 수사 앞에 오는 병사와 다음과 같은 일종의 일치 관계를 보이므로 얼치 자질을 가진 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지적했다. 

(i) 가. 책 한 권 나. 노트 한 권 다사과 한 권 라종이 한 권 

분류사와 수사 앞의 병사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나， 필자는 이를 일치 관계로 보지 않 
으며 S.-H. Ahn(1990)에서 지적되었듯이 선택 제약의 관계로 본다. 일반적으로 기능범주가 포착하는 
일치 관계는 운법적 자질에 의한다고 볼 수 있는데， 분류사가 관여하는 관계는 문법적 자질에 의하 
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분류사들의 개별 특정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선택 제약의 관계는 핵과 보어 사이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때， (29)와 같은 구조에서 
통사적 핵이 아닌 분류사가 어떻게 명사와 선택 제약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핵기저부가구조 이론에 의하변 문제의 구조가 통사적으로 생성되는 것 
으로 그 안에 오는 비 핵 XO도 의미적， 통사적으로 다른 성분과 연관을 가질 수 있다는 접만을 지적 
하기로 한다. 관계가 맺어지는 구체적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돌리기로 한다. 

29. 익명의 한 논평자는 기능 범주가 흔히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Radford의 입장을 따라 (3M) 
의 양상이 분류사를 핵으로 보는 입장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기능 범주 
의 미실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를 가리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다음의 예들은 전형적 
인 일치 관계를 보이는 경우의 핵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을 보인다 

(i) 가. 할아버님께서 영희를 만나셨다. 나할아버님께서 영회를 만났다. 
(ii) 가 *철수가 영회를 만나셨다 나. 철수가 영회를 만났다. 
(iii) 가. They meet Mary 나. *They meets Mary. 
(iv) 가. *John meet Mary. 나 John meets 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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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볼 것인가를 논하면서 결과적으로는 통사적 구성으로 보았으나， 다음과 

같이 수사나 분류사가 확장되지 못한다는 점이 의문으로 남는다고 했다. 

(31) 가*두 그 병 
나*아주두명 

그러나 수사를 핵으로 하는 핵기저부가구조 하에서는 이 현상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위 예에서의 수식 성분들이 모두 최대투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반해， 

핵기저부가구조 하에서의 수사나 분류사는 X。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분류사를 핵으로 보는 견해들이 내세우는 유일한 논증은 한국어에 

서는 핵이 끝에 온다는 것인데， 이를 토대로 (29)와 같은 핵기저부가구조를 반박 

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통사 구조의 형성에 있어 최대투사 층위와 XO 

층위를 구분하고 두 층위 간에 핵의 위치가 서로 다르다는 “핵 상관성 가설”을 

받아들인다면(K. Choi(1991), 최기용(1993， 1996) 등 참조)30 이 논증은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앞의 분석에 의하면 수사와 분류사 모두 XO로 함께 
핵기저부가구조를 이루는데， 이 가설에 의하면 한국어의 XP 층위에서의 핵이 뒤 
이므로 핵기저부가구조를 이루는 수분류사의 핵은 앞 성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를 보자. 이 문제는 두 번째 문제와 관련이 었으 

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본 연구의 답과 시정곤의 답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분 

류사의 범주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서로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데， 분류사 

에 대해 명사 외의 별도의 통사 범주를 부여할 만한 강한 경험적 근거가 없으므 

로 명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때(사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이런 입장 

을 취하고 있다. 이익섭(1973)， 임홍빈(199이， 시정곤(2000) 등 참조) 분류사를 핵 

으로 보는 입장에서도 수-분류사의 범주는 명사가 되며， 수사를 핵으로 보는 입 

장에서도 수-분류사의 범주는 명사가 된다. 

결국 수-분류사의 구조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와 (27)를 종합하면 명사-격형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31 

30. “핵 상관성 가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언어에서 XP 충위 상의 핵이 뒤에 오면/앞에 오면， xo 층위(즉 핵기저부가구조가 형성훨 경우) 
상의 핵은 앞에 온다/뒤에 온다. 

31. 익명의 한 논평자가 지적하였듯이 일반적으로 병사구 내부의 성분은 이동할 수 없다. 

(i) *철수의l 창수가 [li 누나]를 좋아한다. 

그러나 뒤에서 논의될 (34, 35)의 예문에 의하면 명사-격형의 경우 병사 성분의 이동이 가능하며， 이 
는 익병의 한 논평자가 올바르게 지적하였듯이 (32)와 같은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해결책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주목할 점은 명사-격형의 병사 성분에 대해 속격이 불가 
능하다는 점이다. 

(ii) *사과의 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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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0 N Cl 

사과를 세 개 

4.2. 분류사-격형의 내부 구조 

지금까지 수-분류사의 내부 구조를 논하면서 그 구조로 (29)를 제시했는데， 분 

류사-격형의 구조를 논함에 있어 남은 문제는 수-분류사 앞에 오는 명사 성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필자는 이 부분 역시 앞서의 핵기저부가가설이 적용된다 

고 보며 이 경우 그 구조는 다음과 같다. 

(33) 

N 
l 

쐐
 

N Cl 

개를 g 

이 구조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로 명사， 수사， 분류사 중에서 명사가 중섬을 

이룬다는 것 그리고 수사， 분류사 중에서는 수사가 중심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상 

이는 속격 부여가 N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N 상위에 오는 기능 범주(예를 들어 D 따위)에 의해 
야루어짐을 보이는데， (i)에서와 같이 속격 명사 성분의 이동은 불가능한데 반해， 명시-격형에서처럼 
속격이 아닌 대격을 가지는 명사 성분의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은 D의 존재 여부가 병사구 내부로부 
터의 이동 여부와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고로 이런 해석에 의하면 (32) 
와 같은 구조에서 병사 성분이 이통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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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안에 의하면 명시-격형과 분류사-격형은 외부적으로도 서로 다를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게 된다. 외부적 차이에 대해서는 앞서 보았 

으므로 여기서는 위에서 제시된 내부적 차이에 대해 어떤 근거들이 제시될 수 있 

는지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두 유형 간에 어떤 차이블이 있 

는지 살펴 보아야 한다. 

첫째， 앞서 수량사 구성의 세 유형을 살펴 보면서 이중격형이 병사-격형과 같 

은 의미적， 통사적 성격을 가짐을 보았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의 업장과는 달리 

명사 뒤에 격조사가 나타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의의를 가짐을 의미한다. 즉 분 

류사-격형에서는 명λF 뒤에 격조사가 올 수 없는데 반해， 병사-격형에서는 명사 

뒤에 격조사가 와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명사-격형의 명사는 수-분류사로부터 분리될 수 있으나， 분류사-격형의 병 

사는 분리될 수 없다. 

(34) 가. 맥주를 영희가 세 병 마셨다. 

나‘ *맥주 영희가 세 병을 마셨다. 

(35) 가. 학생이 교실에 세 명 남아 있다. 
나*학생 교실에 세 명이 남아 있다. 

셋째， 수사와 관련을 맺는 ‘모두’ 및 ‘모두 합해서’와의 어울림의 양상이 서로 

다르다. 즉 앞에서 보았듯이 명시-격형의 경우는 이들 표현이 명사 앞 그리고 명 

사와 수-분류사 사이에 올 수 있으나， 분류사-격형의 경우는 명사 앞 위치에서만 

가능하다}2 

(36) 가. 철수가 사과를 모두 (합해서) 세 개 먹 었다. 
나. 철수가 모두 (합해서} 사과를 세 개 먹 었다. 

(37) 가*철수가 사과 모두 (합해서) 세 개를 먹 었다. 
나. 철수가 모두 〔합해서) 사과 세 개를 먹었다. 

넷째， 병샤격형의 수분류사 부분은 서술어와 함께 ‘그리하/그러하’에 의해 대체 

가 가능하나， 분류사격형의 해당 부분은 그렇지 못하대이홍식(199이， 시정관2000)). 

32. 주목할 것은 그런 경우의 ‘모두’가 수사와 관련을 맺는다는 점이다. 즉 (37나)에서 ‘모두’는 ‘사과’ 전 
체를 가리키는 해석을 갖지 않는다. 그런 해석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모두’가 수
분류사 뒤에 와야 한다. 

(i) 철수가 사과 세 개를 모두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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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가. 대학생이 세 명 왔고 고등학생도 그랬다. 
나*대학생 세 명이 왔고 고등학생도 그랬다. 

(39) 가. 철수가 사과를 세 개 먹 었고 배도 그랬다. 
나*철수가 사과 세 개를 먹었고 배도 그랬다. 

다섯째， 두 유형은 ‘-와’ 접속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3 즉 명시-격형은 ‘-와’에 

의한 접속이 안 좋으나， 분류사-격형의 경우는 자연스럽다. 

(40) 가. 남학생 세 명과 여학생 두 병이 교실에 남아 있다. 

나*남학생이 세 명과 여학생이 두 명 교실에 남아 있다. 

(41) 가. 철수가 사과 세 개와 배 두 개를 먹었다. 
나*철수가 사과를 세 개와 배를 두 개 먹었다. 

이상의 차이들은 사실 두 유형을 서로 같다고 본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연구들 

이 잘못되었음을 보이는데 충분하다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 

하느냐인데， 이들 차이 전부를 단순히 외부 구조 상의 차이， 즉 DP 혹은 NP의 
차이로 설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이들 차이 전부가 두 유형 간 

의 내부 구조 상의 차이와 관련이 있으며， 특히 (32)와 (33) 간의 차이에 의해 잘 
설명이 됨을 보일 것이다. 

먼저 두 번째 차이점을 보자. 이 차이는 명사-격형에서는 명사 부분이 분리가 

되어 원래의 위치보다 왼쪽에 나타날 수 있으나， 분류사-격형에서는 그렇지 못하 

다는 것인데， 분리 현상을 이동으로 파악할 때， 앞의 구조는 이 현상을 잘 설명해 

준다. 즉 병사-격형의 경우는 명사 부분이 DP로서 최대 투사이나， 분류사-격형의 

경우는 최대투사가 아닌 NO일 뿐이다. 그런데 확대구조보존가설(Extended 
structure preserving hypothesis)에 의 하면 XP는 XP의 위 치 로 XO는 XO의 위 
치로 이동할 수 있는데， 한국어의 경우 XP 차원에서의 핵은 항상 오른쪽에 있으 
므로 XO인 분류사-격형의 명사 표현은 확대구조보존가설에 의해 왼쪽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에 반해 명사-격형의 병사 표현은 DP이므로 왼쪽 즉 지정어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 

33. 그러나 ‘그리고’에 의한 접속의 경우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즉 명사-격형의 경우도 접속이 가능하다. 

(i) 가 남학생이 세 병 그리고 여학생이 두 명 교실에 남아 있다. 
나. 철수가 사과를 세 개 그리고 배를 두 개 먹었다. 

이는 ‘ 와’ 접속과 ‘그리고’ 접속이 서로 다른 양상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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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양상 또한 (32, 33) 간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먼 
저 ‘모두’ 혹은 ‘모두 합해서’가 수사와 관련을 맺는 경우 (32)의 구조에서 수사를 

핵으로는 하는 NP의 지정어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3) 
에서는 명사 성분을 핵으로 하는 NP의 지정어 위치에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는 (37나)와 (38나)의 문법성을 설명해 줄 뿐 아니라， 외부 구조상으로는 서 

로 다른 명사-격형과 분류사-격형에서 ‘모두’가 명사 성분 앞에 올 경우， 왜 수사 

와 동일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설명해준다}4 한편 (377니와 (387}) 간의 차이는 
(32)와 (33)에서 명사 성분이 차지하는 위치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병될 수 있다. 

즉 (32)에 의하면 명시-격형의 명사 성분은 DP로서 구조 상 상위에 오는 어떤 핵 

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할 수 있는데 반해，35 (33)에 의하면 분류시-격형의 명λ} 

성분은 NO로 최대투사가 아니어서 지정어 위치로의 이동이 두 번째 차이와 마찬 
가지로 확대구조보존가설에 의해 배제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 차이 또한 ‘그리하/그러하-’ 교체의 대상이 동사구라는 가정을 받아들 

일 때〔임홍빈(1987)， H.-S. Choe(198S) 등)， 위 구조 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앞서 병사-격형에서는 명사 부분이 가시적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 

이 이동한 뒤 명사-격형의 경우에는 (32)의 구조에 의하면 남은 NP와 동사가 하 

나의 구성체인 동사구를 구성하게 되며 고로 ‘그리하-’에 의해 대체될 수 있다}6 

그러나 (33)에서는 명사 부분을 배제한 체 남은 부분과 동사가 동사구를 구성할 

수 없으며 고로 ‘그리허-’에 의한 대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 차이와 다섯 번째 차이를 보기로 하자. 이들 차이는 

격의 분포와 관련된 두 유형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첫 번째 차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우선 명사-격형을 보면 명사 부분이 격조사를 요구하 

는 것으로 되 어 있는 바， (32)의 구조에서는 DP 내부의 NP의 핵 인 N에 격조사 

34. 엄밀히 말해 (32)와 같은 구조에서 ‘모두’는 바로 자신의 핵안 수사와 핵-지정어 관계를 가지나， (33) 
에서는 핵-지정어 관계는 아니다. 그러나 핵에 부가된 성분이 지정어 성분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Chomsky(1995 : 268)를 참조할 것. 

35. 최소주의에 의하면 AgroP의 지정어 위치나 혹은 vP의 외곽 지정어 위치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확고한 견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 다만 곧 이어 볼 ‘그리하/그러하-’ 
교체 현상은 후자가 더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36. 이런 분석은 ‘샤과를’ 성분이 동사구를 벗어나 이동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 경우 아래 (i)의 
문법성도 같이 설명되어야 하는데， 이들 예는 ‘사과를’ 성분의 이통。1 AgroP의 지정어 쪽이기보다는 
vP의 외곽 지정어 쪽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i) 철수가 사과를 세 개 먹자， 영희도 그랬다. 

우선 전자로 보게 되연， (i)과 (39가)에서 교체된 성분이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즉 (397})의 경 
우가 vP가 교체된 것이라연， (i)은 AgroP가 교체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후자로 보게 되면， 
교체된 성분을 달리 볼 펼요가 없게 된다. 두 경우 모두 vP가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둘 간의 차이는 띠에서는 외곽 지정어를 포함한 상위 vP가 교체된 데 반해， β9가)에서는 하위 vP 
가 교체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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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7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분류사-격형의 경우， (33)의 

구조에 의하면 병사 부분의 핵인 병사 뒤에 격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분류사 

뒤에 나타난다는 점인데， 필자는 이런 격의 실현 양상 역시 핵기저부가구조와 관 

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을 제시한다. 

(44) 명사-부가 구조의 경우 격은 최상위 명사 조각{segment)에만 실현된다. 

이 제안은 핵기저부가구조를 인정하는 이론에서는 필요할 뿐 아니라 자연스러 

운 제안이라고 생각된다. 즉 각주 19의 제안에 의하면 한국어에서 격이 명사구의 

핵인 명사에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병사-부가 구조가 가능하게 되면 구 

조상으로는 서로 다른 조각의 명사가 생기게 되어 어느 쪽에 격이 실현되는가 하 

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위 제안은 그럴 경우 최상위 명사 조각에 실현된다는 

내용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제안에 의하면 (33)의 구조에서 분류사 ‘-개’ 뒤에 

오는 격조사는 N2에 실현된 격조사로 해석되며，38 바로 (44)에 의해 하위 병사 

조각인 Nl에는 격조사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결국 명사-격형과 분류사-격형 간의 첫 번째 차이의 설명에 있어 (44)가 중요 

한데， 이 (44)에 대해 다음과 같은 독자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5) 가 철수만이 나. 철수만을 다. 철수만의 

(46) 가*철수가만 나*철수를만 다*철수의만 

(45)와 (46)은 특수조사 ‘-만’과 구조격조사 ‘-이’， ‘-을’， ‘-의’ 간의 관계를 보여주 

는데，39 그중 (46)은 격조사가 명사 뒤에 오면 비문법적임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이와 같은 대비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나， (44)는 이를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설명해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특수조사구성에 대한 최기용(1996)의 제안을 따 

라야 하는데， 그의 제안에 의하면 특수조사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NP 외 

부 구조는 생략한다). 

37. 이중격형이 (32)와 같은 구조를 가진다고 볼 때， 이는 (32)의 DP에 부여되는 것과 같은 종류의 격이 
(32)의 NP에도 부여됨을 의미한다. 이는 격여과에 대한 두 가지 안， 즉 형태적 안과 가시성 안 중 
형태적 안이 맞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8. 구조상 수사 및 분류사는 N2에 포함되며(include) 이로 인해 N2에 실현되는 격조사보다 앞서게 되 
는 것으로 본다. 

39. 이른바 의미격조사인 ‘-에게/에’， ‘-에서’， ‘-로’ 풍의 양상은 다르다. 이는 구조격조사가 의미격조사와 
다륨을 보이는 한 근거로 이해되는데， 툴 간의 차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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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즉 명사-부가 구조를 이룬다. 고로 NP에 격이 부여되더라도 (44)에 의해 아래 

명사 조각에는 격이 실현돼서는 안 되며， (46)은 바로 이를 어겨 비문법적인 것 

으로 설병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차이를 보자. 이의 설병을 위해서는 먼저 격의 부 

여와 관련된 두 유형 간의 첫 번째 차이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앞서의 설 

명에 의하면 결국 병사-격형의 병사 부분은 독자적으로 격조사를 가지게 된다. 그 

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중격-형이 병사-격형과 같은 유형이라고 한 점이다. 

이 두 유형 간의 표면적 차이가 분류사 뒤에 격이 오느냐 아니냐에 비추어 볼 

때， 그 차이는 격 부여의 차이라기보다는 격 실현의 차이로 보아야 함을 의미한 

다. 더 나아가 이는 결국 명사-격형에 부여되는 격의 수가 두 개임을 의미하는 것 

이며， (32)의 구조에서 볼 때 DP와 NP에 각각 격이 부여됨을 의미한다(결국 NP 
에 부여되는 격이 실현되는 것이 이중-격형이고，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명사-격형 

이 된다). 그에 반해， 분류사-격형에서는 명사 부분에 독자적으로 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전체 구성으로 봐서는 하나의 격만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차이를 염두에 두고 (387})와 (38나)를 검토해 보자. 우선 ‘-와’ 접속 

구조에 대한 격여과의 적용을 생각해 보면， 최대투사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접속 

항이 몇 개이든 다 자연스러우므로 격여과의 입장에서 보면 개별 접속항들이 다 

격여과를 통과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48) 가. 철수와 영 희 나. 철수와 영희와 순이 

다시 말해， 이는 개별 접속항에 하나의 격이 부여됨을 혹은 점검됨을 의미한 

다.40 이에 비추어 볼 때， 분류사-격형의 접속인 (387} )는 문제가 안 된다. 왜냐면 
앞서 이 경우는 격이 하나가 부여되는 경우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격을 두 개 

40. 문제는 그리 간탄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접속항 각자가 병샤구인 동시에 천체 접속 표현 또한 명사 
구이므로 전체 명사구에 대해 격여과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그리고 실제로 
각 접속항들에 격이 어떻게 부여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는다.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의 
과제로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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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로 하는 명사-격형의 접속인 (38나)는 문제가 된다. 접속이 아닌 경우에는 

DP 부분의 격이 가시적 이동을 통해 점검되거나 혹은 부여될 수 있으나， 접속구 
조에 들어 있을 경우에는 양 접속항 내의 DP들의 가시적 이동을 통해 격이 점검 

되거나 부여되어야 하나 이는 접속구조제약을 어기기 때문이다. 

4.3.요약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분류사-격형과 명사-격형의 내부 구 

조를 살펌에 있어 우선 두 유형에 공통되는 수-분류사의 내부 구조를 어떻게 보 

아야 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논의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수-분류사를 이루는 수사 

와 분류사 중 어느 것을 핵으로 볼 것이냐였는데， 기존 견해와는 달리 수사를 핵 

으로 볼 경험적 근거가 더 많음을 지적하고 이 근거를 토대로 (29)와 같은 핵기 

저부가구조를 제안했다. 

이어 분류사-격형과 병사-격형이 통사적으로 서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구체 

적으로는 모두 다음 다섯 가지를 지적하였다. 병사 부분의 가시적 이동 여부， ‘그 

리하-’ 교체에 수-분류사가 포함되느냐의 여부， 합산의 의미를 가지는 ‘모두’의 분 

포의 차이， 명사 부분이 격조사를 허용하느냐의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 접 

속 양상의 차이. 이들 차이는 두 유형이 같은 기저구조를 가진다고 보는 대부분 

의 기존 연구가 잘못이었음을 보이기에 충분한데， 이어서 이들 차이가 두 유형 

간의 내부 구조 상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보았으며， 그 차이로 (32)와 (33)를 제안 

하였다. 두 구조 간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류사-격형의 전체 

범주는 DP, 명시-격형의 전체 범주가 NP임은 3.1에서 관찰한 의미적， 통사적 차 

이를 반영한 것이다. 둘째， 명사-격형에서 전체가 NP인데 반해 논항의 역할을 하 

는 DP는 NP의 내부에 있으며， 의미적으로는 수사를 핵으로 하는 수-분류사의 

range의 역할을 한다. 셋째， 두 유형에서 명사 부분이 차지하는 구조적 지위가 

서로 다르다. 명사-격형에서는 최대투사이나， 분류사-격형에서는 N。이다. 마지막으 
로 명사와 수-분류사와의 구조적 관계 또한 서로 다르다. 병사-격형에서는 명사 

부분이 DP로 수-분류사의 보어이나， 분류사-격형에서는 명사 부분이 수-분류사와 

함께 NO.부가구조를 구성한다. 

S. 기존 견해들과의 비교 및 검토 

지금까지 우리는 명시-격형과 분류사-격형이 외부 구조에서뿐 아니라， 내부 구 

조에서도 크게 다륨을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제안은 두 유형 각각에 대한 기존 

의 연구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특히 본 연구와 마찬가지로 두 유형의 구조를 달 

리 본 시정곤(2000)과도 아주 다른데， 본 절에서는 시정곤(2000)을 포함한 기존 



한국어 수량사 구성의 구조와 의미: 비속격형을 중심으로 469 

연구들의 제안을 유형별로 본 연구의 제안과 비교， 검토하면서 양자의 차이점， 유 

사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또한 가능하다면 기존 연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 

점이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그것이 본 연구에서는 어떻게 해소되는가를 지적하 

기로한다. 

5.1. 분류사-격형의 경우 

먼저 분류시-격형의 경우를 검토하자. 앞서 지적했듯이 대부분의 연구가 분류사 

-격형과 병사-격형 간에 통사적 관계를 상정하는데 반해(김영희(1984)， 박정엽 

(1992), 김용하{1999) 등 참조)， 본 연구는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시정곤 

(2000)도 마찬가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분류사-격형의 구조에 대한 시정 

곤의 입장은 본 연구의 입장과 다른데 여기서는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분류시-격형의 구조 논의에 대한 시정곤의 작업은 크게 물로 나뀐다. 하나는 분 

류사-격형의 통사적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다. 일반적으로 이 두 작업은 제시되는 구조가 통사적 성격을 잘 파악해야 한다 

는 차원에서 서로 연관이 있어야 하는데， 시정곤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파악된 통사적 성격 중 한 가지를 뺀 나머지는 옳으나， 제시된 구조가 

아래의 (49나)를 제외한 나머지 성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툴리게 반영하 

고 있는 것이다.41 

먼저 그가 파악한 통사적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49) 가. 분류사-격형은 통사적 구성이다. 
나. 명사와 수-분류사는 분리되지 않는다. 

다. 기저구조에서 명사 부분은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42 

라. 분류사는 대용사이고 병사는 그에 대한 선행 성분이다. 

각각을 위한 근거로 언급된 것을 간단히 적으면， 먼저 (497샤를 위해서는 분류 

사-격형의 명사 부분이 의문사로 교체될 수 있다는 점{예문 (50) 참조}이 그리고 
(49나}를 위해서는 둘 사이에 다른 표현이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앞에서 지적된 바 있다)， (49다)를 위해서는 (517})와 (51나)간의 대비가 그 

리고 마지막으로 (49라)를 위해서는 분류사에 따라 쓰이는 명사가 달라진다는 점 

41. 익명의 한 논평자가 지적하였듯이， 시정곤의 (53) 구조에서 (49나)는 명사구 지정어가 명사구 외부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각주 31 참조 한편 (33)의 구조와 관련된 논 
의에서 (49나〕가 구조보존가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앞서 지적한 바 있다. 

42. 원래의 내용은 다음과 같대시정곤(2000 : 76)). 
(i) 기본가정(2): 수량사구성의 기저구조에서 명사(구)의 자리는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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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근거로 제시되었디{예문 (52) 참조). 

(50) 가. 너는 뭐 두 마리를 샀니? 
나. 고등어 두 마리를 샀다. 

(51) 가. 학생 이 왔다. 
나*두 명이 왔다. 

(52) 가. 학생 두 명 이 도착했다. 
나*학생 두 개가 도착했다. 

다. 소포 두 개가 도착했다. 

최기용 

사실 (49라)를 제외한 나머지 성격은 이미 본 연구가 파악한 바와 같으므로 문 

제가 되지 않는다. 시정곤(2000)의 문제는 (497샤를 제외한 나머지 성격들이 정작 

그가 제시한 통사 구조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일단 그 

의 구조를 아래 제시한다. 

(53) 

~ 

4 
사과 
~ 

4 
N 

개〔를) 

먼저 (49라)를 보자. (49라)는 명사와 분류사 간에 있는 의존 관계를 결속 현상 

으로 보자는 것이라 이해된다. 그러나 (49라)의 진위를 떠나 (53)의 구조에서는 

결속이라는 개념 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결속 현상 

에 참여하는 두 성분인 선행사와 대용사는 어느 한쪽이 최대투사이면 다른 한쪽 

도 최대투사이어야 하고 어느 한 쪽이 X。이면 다른 한 쪽도 마찬가지이어야 하 
는데， (53)의 구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53)과 같은 구조 

에서 명사와 분류사 간의 관계를 결속 현상으로 파악하게 되면 이른바 i-within-i 

조건을 어기게 된다는 점이다. 즉 선행사인 명사 부분과 대용사인 분류사가 서로 

결속될 때 둘은 서로 같은 지수를 갖는다. 한편 (53)에서는 분류사가 전체의 핵이 

므로 전체 명사구는 분류사와 같은 지수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결국 i-within-i 
상황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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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런 점은 분류시-격형에서 명사와 분류사 간의 관계를 결속으로 파악하 

려는 시도가 문제가 있음을 보이며43 더군다나 결속임을 입증하는 독자적인 시도 

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49라)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이럴 경우 (49다)가 

(53)에 대해 문제가 된다. 즉 시정곤이 (49다}를 포착하는 방안이 바로 (49라}에 

의한 것인데， (49라)를 인정할 수 없는 한， (53)의 구조에서 명사 부분이 지정어이 

므로 (49다)가 포착될 수 없다. 오히려 (49다)의 경우는 (53)에 정반대로 반영되 

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 즉 핵계층이론에 의하면 어떤 XP에서 항상 보장되는 

성분이 XP의 핵인 X。이고 지정어는 그렇지 못한 성분으로 간주되는데， (53)에서 
는 (49다)가 정반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는 명사 

부분은 지정어로 되어 있고 그것에 의존한다는 분류사 부분은 핵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필자의 (33)에서는 이 성격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다. 앞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33)의 구조의 특징은 명사 부분을 핵으로 간주한다는 것 

이다. 

5.2. 병시-격형과 이중격형의 경우 

이제 명사-격형과 이중격형의 경우를 검토하기로 하자. 사실 수량사구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대부분이 이 두 유형과 관련된 현상들을 다루었는데， 앞서 지적했 

듯이 몇 가지 주요한 주제들이 있다. 먼저 이들 유형에서의 수-분류사의 기능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를 들 수 있는데， 이 주제는 간접적으로 이들 유형의 구조에 

대한 논의와도 연관이 되어 있다. 이 외의 주요 논제로 서론에서 제시한 (3가)와 

(3나} 간의 대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와(아래 (54)로 다시 제시함) (55)가 

얘기하는 주어 대 목적어 간의 비대칭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등을 꼽을 

수있다. 

(54) 가*학생이 맥주를 세 명 마셨다.44 나. 학생이 맥주를 세 명이 마셨다. 

(55) 가*학생이 술을 두 병 마셨다. 나. 밥을 아이가 두 그릇 먹었다. 

여기서는 병사-격형 빛 이중격형에 대한 앞서의 제안을 토대로 이들 문제를 간 

43. 개념적으로도 또한 그러하다. 결속의 의미적 내용은 어느 한 쪽의 의미적 내용을 다른 쪽이 채워준 
다는 의미를 가지며， 이런 관계에서 전자는 대용사， 후자는 선행사로 간주된다. 그러나 분류사-격형 
에서의 명사와 분류샤 간의 의미 관계는 이런 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44. 강범모(2000 : 26-27)는 이와 같은 문장이 다음과 같은 특수한 담화적 환경에서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i) 갑: 학생 몇 명이 컴퓨터 책을 샀니? 을: 학생이 그것을 두 명 샀어. 
(ii) 학생 이 컴퓨터를 두 명， 프린터를 세 명 사 갔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에 의하면， ‘을’의 답변 문장이나 예문 (ii) 모두 아주 안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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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5.2.1. 수-분류사의 기능 및 구조적 성격 

수-분류사의 기능과 관련하여 비교적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는 수-분류 

사가 병사에 대해 술어의 기능을 가진다는 것이대김영희(1976)， Miyagawa 
(1989), Y.-J. Kwon(1991), S-w. Kim(1996) 등). 그러나 이에 반대하여 명사에 그 
냥 부가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K.-w. Sohn(1993)), 서술어와의 관계에 주목 
하여 서술어에 대한 수식어로 보는 견해도 제시되었디{최현배(1971)， 시정곤 

(2000) 등)).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강범모(2000)인데， 앞에서 이미 정리했듯 

이 그는 수-분류사 뒤에 격조사가 오느냐 아니냐에 따라 그 기능을 달리 보고 있 

다. 즉 격조사가 오는 경우는(즉 이중격형의 경우) 부사적 기능을 가진다고 보는 

반면， 격조사가 없는 경우는(즉 명사-격형의 경우) 명사적 부가어로 보고 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32)가 얘기하는 바는 이들 기존 견해와 상당히 다르다. 

(32)에 의하면 병사-격형은 구조상 NumP 혹은 NP이므로 논항이 아니며 고로 
기능적으로 수식어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45 이런 견해는 서술어에 대 

한 수식어로 본 최현배(1971)， 강범모(2000)， 시정곤(2000) 등의 견해와 유사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32)에 의하면 수-분류사는 앞의 병사 성분을 

통사적 보어로 취하게 되는데， 이는 기능적 관점에서 보면(물론 구조적으로는 다르 

다)NP를 취하여 다시 NP가 된다고 보는 강범모의 견해나 손근원의 견해와 유사하 

다고 할 수 있다. 즉 (32)는 수분류사가 그 뒤에 격조사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상관 

없이 서술어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앞 명사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능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바로 이 점에서 강범모의 견해와 또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수-분류사의 기능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견해 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를 여 

기서 자세히 논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32)가 제시하는 견해가 수-분 

류사를 술어로 보는 견해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최현배(1971)， K.-W. Sohn(1993), 
강범모(2000)， 시정곤(2000) 등과 입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32)에 입각 

해서 술어 가설이 가지는 문제점만을 지적하기로 한다.46 그러나 (32)에 입각한 

45 구조상 동사 혹은 동사구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는 앞으로의 과제로 돌리기로 한다. Larson(1988) 
의 입장에서처럼 보어로 도입될 수도 있는가 하면， 전통적인 업장을 따라 동사구에 대한 수식어로서 

도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명사-격형 내부에 있는 논항 성분이 서술어와 갖는 
의미역 관계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다 이 또한 앞으로의 과제로 돌 

리기로 한다. 

46. 강범모의 경우 명샤-격형의 수-분류사의 유형을 이중격형의 수-분류사의 유형과 달리 본 것은 전적 
으로 다음과 같은 예문을 위한 것이다 

(i) .학생이 술을 두 병 마셨다 

즉 수량사 구성이 주어 성분인 경우 수-분류사가 앞 명사 성분과 분리될 수 없는데， 이를 NP\NP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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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어 가설의 문제점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수-분류사의 구조적 위치에 대한 (32) 

의 처리가 기존 견해들과 어떻게 다르고 또 그런 처리에 대해 어떤 근거가 제시 

될 수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먼저 보기로 한다. 

수-분류사의 구조적 위치에 대한 처리에 있어 (32)가 기존의 견해와 아주 다른 

것은 (32)에서는 수-분류사가 핵을 이루는데 반해， 다른 기존 견해에서는 수-분류 

사와 명사가 서로 별개의 구로 취급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시정곤(2000: 90) 
에서는 이중격형의 문장에 대해 (56)과 같은 구조를 부여하고 았으며， 술어 가설 

의 원조격인 Miyagawa(1989 : 22)에도 다음과 같은 언급을 찾아 볼 수 있다: “In 
all of the examples that we have seen thus far, the NP and the NQ are 
separate phrase." 

(56) 대학생이 [PROi [세 명 ]N' ]NP이 왔다.47 

한편 명확한 구조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범주적으로 유동 양화사가 부사와 

마찬가지라고 한 강범모(2000: 29)의 지적은 그도 수-분류사와 명사를 별개의 구 

로 보고 있음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32)의 구조 

가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명사-격형과 관련하여 지적된 현상 중의 하나로 수-분류사 부분이 문장의 

앞에 올 수 없다는 것이 있다{Y.-J. Kwon(1991), S.-w. Kim(1996), 강범봐200이).48 

(57) 가*세 개 철수가 사과를 먹 었다. 

나*세 개를 철수가 사과를 먹었다. 

(58) 가*두 병 학생이 교실에 남았다. 
나*두 명이 학생이 교실에 남았다.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보듯이 (i)의 비문법성이 격조사 탈락 혹은 생략과 관련된 별도의 독 
럽적 일반화， 즉 홍용철의 일반화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변， (i)과 같은 명사-격형의 수분류사의 유 
형을 이중격형의 수-분류사의 유형과 다른 것으로 볼 펼요가 없을 것이다. 

47. 이 구조는 본질적으로 (53)의 것과 같다. 다만 차이는 NP의 지정어 위치에 공범주로 PRO를 상정했 
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병시-격형과 이중격형의 명사 성분을 DP로 보고 이것이 가시적으로 이통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본 연구도 이들 유형의 내부에 공범주를 설정하게 되며 고로 공범주 설정 
에 관한 한 본 연구와 시정곤의 업장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디{물론 그 외의 구조적 처리가 아주 다 
르다는 것은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공범주의 성격에 대한 처리가 서로 다르 
다고 할수 있다 

48. 일본어의 경우에는 수-분류사에 격조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없으며， 격조사가 없는 경우 한국어와는 
달리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었다. 불론 모든 경우에 허용되는 것은 아닌데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Miyagawa(1989 : 50.55)를 참조할 것 。l와 같은 한국어와 일본어 간의 차이는 수량사 구성의 구조 
가 두 언어 간에 다륨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여러 차이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본격적 

인 연구는 본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앞으로의 과제로 돌리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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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양상은 수-분류사가 문장의 앞에 올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병사보다 앞에 오는 모든 경우에 해당된다. 

(59) 가*철수가 세 개 사과를 먹 었다. 

나*철수가 세 개를 사과를 먹었다. 

(6이 가*교실에 두 명 학생이 남았다. 

나*교실에 두 명이 학생이 남았다. 

이와 같은 양상은 (32)과 같은 구조에서는 간단히 설명된다. 즉 이 구조에서는 

병사-격형 빛 이중격형의 수-분류사가 핵을 이루는데， 왼쪽으로의 이동은 구조보 

존가설에 의해 금지되기 때문이다.49 

둘째， Y.-J. Kwon(1991)은 바로 앞에서 본 수-분류사가 명사 성분의 왼쪽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과 함께 한국어 명사-격형과 이중격형이 갖는 특이한 접 두 

가지를 더 지적했는데， 그것은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바로 수-분류사가 수동화 

가 되지 못한다는 것과 관계화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61) 가. 철수가 편지를 세 통을 읽 었다. 
나*세 통이 철수에게 편지가 읽히었다. 

(62) 가*고양이가 개를 쫓는 세 마리 
나*교수가 전기를 읽은 세 편 

49. 이 현상에 대한 강범모(2000)의 분석이 없는 것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577})와 같이 분류사 뒤 
에 격이 없는 경우와 (57나〕와 같이 있는 경우에 대해 서로 다른 설병을 제공한다. 전자는 NP\NP 
라는 성격을 지키지 못해서 비문법적이라고 보는데 반해， 후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일반화를 제 
공한다: “한국어에서 통일한 격표지를 가진 표현들은 기본적인 순서를 바꿀 수 없다/’(강범모(2000 : 
30)) 
이런 분석에 대해 우선 동얼한 현상으로 보이는 (577]-)와 (57나)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이 제공되는 
것보다는 같은 설명이 제공되는 것이 좋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설명이 더 낫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더 나아가 방금 언급한 강범모의 일반화가 항상 성컵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강범모(2000 : 
16)에서 논의된 예문들 중 심리 서술어 구문과 이중 목적어 구문의 경우는 (i, ií)에서처럼 좋은 경우 
도 있으며(강범모는 그의 각주 7에서 그가 논의한 예문들이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그 정도 
는 (57나)나 (58나)와 같은 정도라고 했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으로는 두 경우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 (iii)의 경우도 (가)와 (나) 간에 의미적 차이없이 다 좋은 문장으로 보인다 

(i) 가 철수가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싫었다 
나.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철수가 싫었다 

(ii) 가 정수가 자기 아기를 영희가 먹던 우유를 먹였다. 
나 정수가 영희가 먹던 우유를 자기 아기를 먹였다. 

(iii) 가. 철수가 제일 톤이 많다. 
나. 돈이 철수가 제일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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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우에 대한 권연진의 설명은 서로 다르며 특히 관계화가 안 되는 것에 대 

해서는 공범주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32)에 의하면 첫 번째와 마찬 

가지의 설명을 두 경우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즉 수동화나 관계화의 적용 대상 

이 최대투사인 점을 감안할 때， (32)의 구조에서는 수-분류사가 X。이므로 수동화 
와 관계화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불론 바로 앞에서 보았듯이， 명시」격형 빛 이중격형의 수-분류사의 이런 특성들 

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의 분석에서는 

각 특성들에 대한 설명이 서로 다른 반면， 본 연구의 (3잉에 의하면 통합된 설명 

이 가능하며 이는 (32)가 갖는 장점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50 

이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술어 가설을 검토하자.51 Miyagawa(1989: 22-23) 
에 의하면 술어 가설의 동기가 된 것은 수-분류사와 영어의 다음과 같은 이차 술 

어 간의 유사성 세 가지이다. 

(63) 가. lohn ate the meat raw. 
나. lohn ate the meat nude. 

첫째， 영어의 이차술어구문에서 이차 술어와 관련 병사구는 서로 별개의 구를 

이루는데， 수량사 구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이차 술어가 논항이 아니듯이， 

수-분류사도 논항이 아니다. 셋째， 이차 술어와 수-분류사 모두 주어와 목적어하 

고만 관계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 근거들은 잘못되었거나 (32)에서도 포착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유사성은 (32)의 구조가 맞다면 한국어의 경우에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두 번 

째 유사성은 논항이 아닌 경우로서 술어가 유일한 것이 아니므로 술어 가설을 위 

한 강력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세 번째 유사성 또한 달리 해석될 수 있다. 즉 수 

-분류사가 어휘적으로 DP만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면， 의미격조사를 가지는 다른 

50. 그러나 본 해결책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강범모(2000)는 수-분류사 뒤에 격조사 대신 특수조 
사가 오는 경우는 좋디고 하였다. 

(i) 가 세 장이나 아이가 접시를 깨뜨렸다 
나. 두 개밖에 정수가 주먹밥을 만들지 못했다. 
다 한 자루만 명희가 연필을 깎았다. 

결국 특수조사가 오는 경우의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관건인데， (47)에 의하면， 특수조사가 붙 
어도 벙주 및 구조의 최대투사 부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특수조사가 붙어도 수

분류사 부분은 여전히 XO로 간주된다. 고로 이 제안에 의하면 (i)의 문장들도 비문법적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잠정적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우선 (i)의 운장도 수-분류사 성분이 이동한 경우는 확대구 
조보존가설을 어겨 배제되는 것으로 본다. 남는 가능성은 (32)의 NP 전체가 이동하는 것인데， (i)과 
같이 특수조사가 붙는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격이 부여되는 경우는 배제되는 것으로 본다. 

51) 숨어 가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K.-W. Sohn(1993)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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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치사구는 선택될 수 없으며， 단지 주격 및 대격 조사만을 가지는 DP만이 선택 

될 것이기 때문이다.52 

5.2.2. (54)와 (55): 명사-격형과 이중격형 간의 차이 
지금까지 우리는 명사-격형과 이중격형은 같은 해석을 가지며 같은 구조， 즉 

(32)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이 제안에 의하면 두 유형 간의 차이는 결국 분류 

사 뒤에 격조λ}가 설현되느냐 아니냐에 불과하게 되지만， 앞서 3절에서 우리는 

이런 차이가 두 유형 간에 분포 상의 차이를 유발한다는 것을 보았으며 그런 차 

이가 격조사 실현과 관련된 홍용철의 일반화로 포착될 수 있음을 보았다. 여기서 

는 두 유형 간의 또 다른 차이 인 (54)와 (55)도 홍용철의 일반화의 또 다른 결과 

임을 볼 것이다. 

(54)와 (55)는 기존 문헌에서는 서로 별개의 현상으로 다루어져 왔다. 즉 (54) 
의 대비는 격조사 실현 여부에 의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55)는 주어 대 목적어 

의 비대칭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다음 예문에서 보듯이 목적어로부터 명사 성 

분이 분리되는 경우 분류사-뒤에 격조사가 나타나도 허용된다는 점에서 둘은 분 

류사 뒤에 격조사가 나타나느냐의 여부와 관련된 주어 대 목적어 성분의 비대칭 

현상으로 통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4) 밥을 아이가 두 그릇을 먹었다. 

그러나 기존 문헌에서의 파악은 이와는 약간 다르다. 특히 (55)의 비대칭은 수

분류사로부터 병사 성분이 분리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 파악되었다. 그러 

나 이런 파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 (54나)가 이미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 

가 병사 성분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주어 대 목적어 성분간에 

비대칭이 있다는 것은 문제의 비대칭이 분리와는 상관이 없으며 그보다는 수분류 

사 뒤의 격조사의 실현 유무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65) 가. ?*맥주를 학생이 세 명 마셨다. 나. 얀술을 학생이 두 명 마셨다. 

(66) 가. 맥주를 학생이 세 명이 마셨다. 나. 술을 학생이 두 명이 마셨다. 

(67) 가. 아이가 밥을 두 그릇 먹었다. 나. 아이가 밥을 두 그릇을 먹었다. 

52. 이필영(1994)， 강병모(2000 : 34-35) 둥에서는 주격， 대격 외의 후치사 성분에 대해서도 수-분류사가 
가능하다거나 중출 현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관련 모든 예문들이 필자에게는 어색함을 
넘어서서 안 좋으며 이익섭(1973)도 같은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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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파악이 맞다고 할 때， 문제의 비대칭은 홍용철의 일반화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병사-격형과 이중격형에 대한 본 논문의 입장은 병 

사 성분과 수-분류사가 하나의 구성체를 이룬다는 것이므로 (54, 55가， 65, 66)의 

경우 기저구조에서(즉 명사 성분이 분리되기 전) 이들이 함께 주어의 위치， 즉 지 

정어 위치에 있게 되는데 반해， (55나)와 (67)의 경우는 기저구조에서 목적어의 

위치， 즉 보충어 위치에 있게 된다. 그리고 홍용철의 일반화에 따라， 지정어 위치 

에 있으면서 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인 (547}, 557}, 65)는 안 좋은데 반해， 

격조사가 실현된 경우인 (54나)와 (66)은 좋게 되며， 보충어 위치에 나타나는 (55 
나)와 (67)에서는 문제의 비대칭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것이다. 

6. 결론 및 앞으로의 문제들 

본 연구는 수량사 구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다르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속격형과 비속격형 간의 관계 혹은 차이에 주목하여 비속 

격형들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았으나， 본 연구는 비속격형 중 병사-격형과 

이중격형은 해석 및 구조에 있어 동질적이나， 분류사-격형은 이들과 전혀 다르다 

고 보았다. 즉 해석상으로 분류사-격형이 개체-지칭적 해석을 가지는데 반해， 병 

사-격형과 이중격형은 수량-지칭적 해석을 가지며 이를 반영하여 구조적으로도 

전자는 공(null) D를 핵으로 하는 DP이나 후자는 NumP 혹은 NP염을 주장하였 

다. 한편 두 유형 간에는 이와 같이 외부 구조상의 차이뿐 아니라， 내부 구조에서 

도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특히 분류사-격형의 경우 그 내부 구조가 명사 

성분이 핵을 이루는 핵기저부가구조임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제안은 비속격형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몇 가지 주제들 

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첫째， 수-분류사 성분의 내부 구조 

와 관련하여 분류사가 핵이기보다는 수사가 핵임을 주장했으며 고로 수-분류사가 

핵기저부가구조를 이룸을 주장했다. 둘째， 명사-격형 빛 이중격형의 수-분류사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술어 가설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병하였으나， 부사적 기능 

또는 명사구 수식어의 기능을 표명하는 기존 견해들과는 유사한 입장임을 보았 

다. 그러나 수-분류사가 핵을 이룬다고 보는 점에서 기존의 입장들과는 다른데， 

이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셋째， 명사-격형과 관련해서 논의되어 온 

(54) 빛 (55)에서의 대비는 병사 성분의 분리와는 무관하며， 그보다는 본 연구가 
제안한 명사-격형의 구조， 즉 (32)의 입장에서 볼 때 홍용철의 일반화의 또 다른 

실현임을 보았다. 

이와 같은 제안은 앞에서 보았듯이 많은 논의 거리를 남기고 있는데， 마지막으 

로 한국어 명사구의 구조와 관련된 몇 가지 논의 거리를 더 지적하고 글을 끝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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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한다. 첫째， 본 연구는 기존의 DP 가설(박정섭(1992)， 홍용철(1994) 등)과는 

다른 각도에서 DP의 존재를 주장하고 있다. 즉 공(null) D의 존재를 주장할 뿐 

아니라， 분류사 뒤에도 조사를 가지는 이중격형을 논항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 

서 격조사를 D로 본 기존 견해와 아주 다르다. 고로 앞으로 한국어에서 D를 무 

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명사-격형 빛 이중격형의 구조로 (32)가 맞다고 할 때， 다음 예는 두 가지 

를 얘기해 준다: (가) 명사구 내부 성분이면서도 속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 

다. (나) 병사구 내부 성분이면서도 주격， 대격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68) 가. 철수가 사과를 세 개(를〕 먹 었다. 나*철수가 사과의 세 개(를) 먹 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현상이 수량사 구성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똑같은 양상이 이른바 경동사구문에서도 관찰된다. 

(69) 가. 철수가 언어학을 공부(를〕 했다. 나*철수가 언어학의 공부(를) 했다. 

이런 공통점은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명사-격형 빛 이중격형의 수-분 

류사가 논항이 아니듯이 경동사구문에서의 한자어 부분도 논항이 아닌 것으로 보 

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명사 표현의 논항 여부가 위 두 가지와 연관이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명사구의 구조 논의에 일정한 암 

시를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또한 앞으로의 과제로 하기 

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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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ucture and Interpretation of Non-genitive 
Numeral Classifier Constructions in Korean 

Kiyong Choi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structure and interpretation of non-genitive 
numeral classifier (NC) constructions in Korean, of which there are three 
types: (a) the N(oun}Case type of the form [Noun-Case + Numeral + 
Classifier], (b) the Cl(assifier}Case type of the form [Noun + Numeral + 
Classifier-Case], and (c) the double Case type of the form [Noun-Case + 
Numeral + Classifier-Case]. First, it claims that the CI-Case type differs in 
interpretation from the N-Case type and the double Case type, which 
share the same interpretation. Specifically, the former has an individual
denoting interpretation while the latter has a quantity-denotíng 
interpretatíon. Second, adopting Li’s (1998) proposal on the structural 
difference between quantity-denoting and individual-denoting expressions 
in Mandarin Chinese, it claims that the CI-Case type is a DP which has 
a null D as its head, while the N-Case type and the double Case type 
are an NP. Third, regarding internal structure, the paper claims that a 
nominal expression in the CI-Case type, as an NO, forms a base-generated 
XO-adjunction structure together with a numeral and a classifier. In 
contrast, a nominal expression in the N-Case and double Case types is 
claimed to be a DP-complement of a numeral. Five pieces of evidence 
supporting this difference in internal structure are presented. Fourth, a 
numeral and a classifier are claimed to form a base-generated 
XO-adjunction structure where the numeral is a head, contra most 
previous studies such as Shi (2000). Finally, the paper compares the 
above claims with those of previous studies on the non-genitíve NC 
constructions, discusses the function and structural status of a 
numeral-classifier in the N-Case type, and proposes that both the 
difference between the N-Case type and the double Case type reg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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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parability of a nominal expression from a numeral- classifier and 
the subject-object asymmetry in the N-Case type regarding the 
separabi1ity of a nominal expression can be accounted for by Hong’s 
(1994) generalization on case marker deletion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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