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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격에 대하여
-소위 ”주격 목적어”를 중심으로

이

O.

인

영*

왜 ”주격에 대하여“인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서구의

격이론 전통에서

주격은 병명

시

사용되는 “곧은” 격으로서 ”비스듬한” 기타 격들과는 구별되는 기본적 격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후 주격은 주어와 연관되어지면서 가장 기본적일 뿐 아니라

가장 우위의
현대에

격으로 인식되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주격의 기본성과 우월성은

이르기까지

많은 문볍서들이

일종의 불문율처럼 받아들여져 왔다. 격에 관한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정

중의

하나는 주격에

대한 설명이

맨 앞에 온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다른 격들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나 빈약하다는 것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 독자는 주격에

관한 한 상식

적으로 알고 있던 것 이외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한 마디로， 주격에 대한 연구는 그 기본성이나 우월성에 비추어 볼 때 의외로

일천하다. 어찌 보면， 바로 그 기본성 혹은 우월성이라는 전제가 주격 연구의
일천함을 초래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검증되지 않은 채 수용

되어 온 이러한 전제에 대한 검토 작업이다.
주격의 기본성파 우월성이라는 명제가 여태껏 큰 논란 없이 받아들여져 온

데에는 기존 격이론들의 서구어 편향성이 한 몫을 하였다. 주어 중심어인 서
구어들을 위주로 다루다 보니 주어임을 나타내는 주격이 가장 중심적 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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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으며， 주격 명사가 격어미를 갖지 않는 언

어들이 주 대상어가 되면서 격어미를 갖지 않는 형태는 모두 -적어도 대부분

- 주격으로 간주되어 주격은 다양한 위치에서 사용 가능한 막강한 격으로 인
정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언어가 주어 중심어인 것도 아니고， 모든 언
어에서 주격 명사가 격 표현 형태를 갖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보다 보편적인

격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주격

을 재검토해 볼 펼요가 있다. 주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필연적으로 격체계
전반에 대한 인식의 수정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1.

격의 정의

주격에 대한 검토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격이 무엇이며 왜 존재하는가 라는

물음이 선행되지 않을 수 없다. 격에 대한 기존의 정의들은 극단적으로 형태
위주인

것에서부터

극단적으로 기능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다양하다.

접근방식에 따라 세부 격의 분류나 그 내용은 물론 전체적 격체계에 대한 이
해도 완전히

달라진다. 여기서

어떠한 정의가 가장 바람직한가 라는 일반적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할 수는 없지만 격의 정의 없이는 본 주제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잠정적 규정은 불가피하다. 필자가 규정하는 격이란 한
명사구가 (굴절이나 교착과 같은) 형태적 패러다임을 통해 자신이 속한 문장

내에서 다른 문장 요소들과， 혹은 그 문장 자체와 맺는 다양한 통사적 그리고
/혹은 의미적 관계를 보여주는 장치이다.

이상의 규정으로부터 함의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a) 격은 명사의 형 태적 패러다임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에서 격과 부분적으
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어순이나 일치

(b)

전치사 등과 구별된다.

어떤 언어에서 어떤 명사구도 격을 신호하는 형태적 패러다임을 갖지
않는다면 그 언어에서는 격이
격의 기능은 어순이나 일치

작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치사 등에 의해 대치된다.

(c) 어떤 언어에서 어떤 명사구는 격 신호 형태를 취하지만 어떤 명사구는
그렇지 않다면 후자는 형태적 변이의 잠재적 가능성을 내포한 것， 즉， 표
층적 형태는 제로이지만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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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은 다차원적이어서 통사적 차원에서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문법적 관

계를 보일 수도 있고， 의미적 차원에서

행위주나 피의체와 같은 의미적

기능을 보일 수도 있으며， 나아가서 문장 전체의 의미적 조망과 연계될
수도 있다.

(e)

한 명사구가 각기 다른 차원에서 할당되는 여러 격을 가질 가능성도 배
제되지 않는다.

(f) 격은 문장 내 명사구들의 관계 뿐 아니라 문장 자체와의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으므로 문장 내 명사구가 유일한 것일 경우에도 존재할 수 있다.
격에 대한 이상의 규정을 기왕의 격이론들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 와 (b) 에

Filter) 의

의해서

모든

어휘적

명사구는

격을

갖는다는

격

펼터 (Case

언어보편성은 부정된다 (Chomsky 와 비교해 보라) . 핀란드어와 같이

격이 발달한 언어가 있는가 하면， 중국어와 같이 격이 없는 언어도 가능하고，

영어와 같이 점점 격이 쇠퇴하는 언어도 있다.
(c)에 의해서 영어의 경우 일반명사는 격형태를 취하지 않지만 격형태를 취

하는 인칭대명사에 준하여 일반병사도 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격

형태와 격을 동일시하거나 격형태에 의거해 격을 구분하는 견해는 부정된다
한 예로， 핀란드어의 목적어 위치에서 어마
어미

n을 갖는 단수형은 “생격”으로，

t를 갖는 복수형은 “주격”으로 간주하는 Mitchell 과 비교해 보라. 격형

태는 격을 신호하는 전형적 수단이지만 동일한 격이 (제로 형태를 포함해) 여
러 격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 동일한 형태가 여러

격에 상응하기도 한다. 예

컨대， 우리말에서 “나 케익 먹어와 같이 격조사가 부재하는 구문의 경우 “나

는 케익을 먹는다에 상응한다는 점에서 “나”는 주격으로， “케익”은 대격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d) 에 의해서 격의 기능을 구문적 차원으로만 혹은 의미적 차원으로만 국
한시키는

격이론은

부정된다(전자의

예로는

Chomsky ,

후자의

예로는

Fillmore를 보라). 주격이나 대격은 각기 주어 및 목적어라는 구문적 관계를
보이기 위한 것이지만 능격(Ergative Case) 이나 피격 (Pathetive Case) 은 행위

주 및 피의체라는 의미적 관계를 보이기 위한 것이며， 부분격과 같은 것은 문
장 전체의 의미적 조망과 관련하여 할당된다 (4 장을 보라). 나아가서， 우리말에
서 화제를 나타내는 “-는”과 같은 형태를 격조사로 인정한다면 격은 정보 차
원에서도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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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에 의해서 하나의

으로 배제되지

명사구에

이중으로 격할당이

일어날 가능성은 원칙적

않지만 동일 차원 내에서는 이중 할당이 불가하므로 예컨대，

하나의 명사구가 대격과 주격을 동시에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Nelson과 비교
해 보라).1)

(f)에 의해서 격의 기능을 명사구와 그것이 의존하는 핵간의 관계 표현으로
국한시키는 격이론은 부정된다(Blake 와 비교해 보라). 이러한 이론에 따르게
되면 호칭

명사구는 그것이

의존하는 핵이

수 없을 뿐 아니라 단일어휘 문장의

없으므로 호격을 격으로 인정할

명사구도 격을 갖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격은 문장 전체와의 관계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들도 격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Honey!" 라는 문장의 단일 어휘

는 발화자의 의도에 따라 문장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며 그 관계의 성질에

따라 주격， 대격， 부분격， 혹은 호격을 할당받게 된다.
이상에서 개진된 필자의 견해는 앞으로의 논의에서 좀더 구체화될 것이다.

격에

관해서는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예컨대， 몇 개의

그리고 어떠한 세부 격들을 인정할 것인지， 그것들을 개별 언어에 따라 다르
게 인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는 앞으로 좀더 넓고 깊은 연구를 요구한다. 여기
서는 일단 보편적으로 정의 가능한 유한한 수의 세부 격들이 존재하며， 개별

언어는 이 중 펼요한 것들을 선택한다고 전제하겠다.

2.

주격의 정의

1 장의 잠정적 규정에 따르면， 어떠한 명사구가 특정한 격을 갖는 것으로 인

정되기 위해서는 형태적 패러다임 형성에 공헌하면서 일정한 통사적 혹은 의
미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흔히 주격이라 칭하는 것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가? 만족시킨다면 그것은 어떠한 형태를 취하며 어떠한 기능을 행
사하는가? 우선 기존의 정의틀부터 살펴보자.

1)

Nelson 은 대격과 주격의 동시 할당을 허용하는데 그것은 그녀가 대격을 주격과 다
른 차원에서 할당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래 3장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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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명설

그리스 시대에 주격에

대한 생각은 주격이 명명 시 사용되는 형태라는 것

이었다. 주격이 다른 격들과 달리 격어미를 갖지 않고 명명 시 사용되는 형태

와

동일하게

어간만

취한다는

onomastikë ‘nominative case
다 .2) 명명셜은 현대에

그

근거로

작용하였다.

명명격’”이라는 용어는 이로부터

이르러서도 보완과 함께

위 력 을 발휘 하고 있다 (Mel ’ cuk 나

의

것이

혹은 절충적

KOHOHeHKO , 5pHI.jbIH H raH때를

특징은 첫째， 격을 (표층적) 형태에

의거해

“ ptõsis

유래한 것이

형태로 여전히
보라). 명 명 설

정의한다는 점， 둘째， 명명이

문장 내에서의 관계와는 독립적이라는 점에서 주격을 탈관계적인， 적어도 탈
관계적일 수 있는 격으로 파악한다는 점이다.

명명셜은 두 가지 문제점을 보인다. 첫째， 주격의 형태가 명명 시

동일하다고 주장하게되면 우리말이나 일본어와 같이

주격

형태와

조사가 존재하는

언어나 원래 *-s 라는 주격 어미를 갖았던 인도 유럽 조어의 경우 주격과 명
명 시의

형태가 다른 점을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Mel ’ cuk는 이 경우 주어격

(Subjective Case) 이라는 별도의 격을 설정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
렇게 되면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두개의 격이 공유하는 비효율성을 감수하여
야 한다. (동일한 문법적 기능을 갖을 경우) 격의 차이가 상이한 문체적 혹은
어체적 차이를 초래한다고 보는 것도 무리이다. “나는 케익을 먹는다와 “나
케익

먹어

간의

다양한 요소들의

어체적

협력에

차이는 조사의

생략， 동사 활용체의

변이， 억양 등

의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단순히 상이한

격의 사용만으로 유발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명명셜은 주격이 문장 내에서 수행하는 관계적
다. 단일 어휘이더라도 일단 발화되면 그것은 하나의
문장 내의 어휘는 펼연적으로 어떠한 관계적

기능을 간과하고 있

문장을 형성하게 되고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어떠한

격도 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주격을 문장과는 독립적인， 즉， 메타언어
적 기능인 명명 시 사용되는 형태로 간주하는 것은 격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다.

서구어를 포함해 많은 언어들에서 명명 시 사용되는 형태와 주격을 신호하

2)

이런 의미에서 보자변 우리말에서 이 용어를 “주격”으로 번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
이다. 그러나 앞으로 필자의 의견 개진에서 드러나겠지만 이 오역은 어떤 의미에

서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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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가 표층에서 동일하게 제로로 나타나는 것이 사실인데 필자의 주장이

맞다변 이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하여， 우리말과 같이 별도의
주격 표현 수단을 갖는 언어에서조차 주격이 상황에 따라 (특히 구어나 제목

등에서) 어간만을 취하기도 하는 것은 왜일까? 인도유럽어에서 주격 신호 어
미가 사라지게 된 것은 어순과 일치가 격의 기능을 대치했기 때문이다. 즉， 어

순의 고정화 및/혹은 동사와의 일치로 인해 주격 신호 어미는 주격 신호의 잉
여적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어순이 비교적 자유롭고 동사와의 일치가 제한
적인 우리말에서는 주격 조사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음과 비교해 보라. 주격

신호 형태 없이도 주격임이 확실할 때에는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굳이 그러한
형태를 취할 필요가 없다. 동일한 원칙에 의해 우리말에서도 상황이나 맥락에

의해 혼동의 여지가 없을 때에는 무조사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병명에 사용되

는 명사가 명명의 탈관계적， 메타적 특성으로 인해 제로 형태를 취하는 것과
탈리， 주격 명사는 경제성에 의해서

제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명명 명사와

주격 명사는 서로 전혀 다른 큰거에 의해 동일한 형태를 공유하는 것이다.

2.2.

주어설

주격은 주어( 및 주어에

대한 서술， 수식

는 격이라는 주어설은 명명설과 더불어
되어왔다

대다수의

혹은 주어와의

전통 문법에서

문법서들은 주어설에

입각해서

병지)에 사용되

확고하게

자리매김

주격을 정의한다(한 예

로 raJ1KHHa-φenopyK ， rOplliKOSa H 삐 aHCKHH 를 보라). 명명설과 대조적으로 주어

설은 주격의
서는 소위

관계적， 통사적

“호칭

주격

기능에

“주제 주격

초점을 맞춘다
“주격

주어설에

반대하는 측에

목적어” 등 주격이

주어가 아닌

위치에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격과 문법적 관계를 동일시하는 것은 오
류라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모든 주어가 반드시 주격은 아니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아
이슬란드어의 “변격 주어 (quirky subject)"( 예
“생격 주어"(예

(5-a))

(4)) ,

핀란드어 의무 양상구문의

등이 회자되는 예들이다. 그러나 주어설 반대자들은 그

들이 지적하는 주어설의 명백한 허점에도 불구하고 왜 주어설이 여전히 실칠

3)

“호칭 주격”이란 호격이 없을 경우 누구를 부를 때 사용되는 “주격”을 뜻하며， “주
제-주격”이란 예컨대 “로마

•

그것은 역사의

집산지이다에서 “로마”라는 “주제”

에 사용되는 “주격”을 뜻한다. “주격 목적어”에 대해서는 아래 3장을 보라.

주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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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가장 유력한 이론으로 남아있는지에 대해 숙고해볼 펼요가 있다. 주어

설의 기본 주장은 유지하면서 “비(非)주어 주격”이나 “비(非)주격 주어”를 설

명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

“비주어 주격”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의 기본 전제는 한 명사의 격은 하나
의 형태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 논리에 의하면 예컨대， 러시아 북부방언의 “ H

allO KO대 Tb TpaSa ‘풀을 베어야 한다’(예 (3)) 에서 “ Tpasa ‘풀’”은 목적어이지
만 대격일 수 없다. 대격은 “ Tpasy" 라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
아어의

격은 형태에 의해서 뿐 아니라 (좀더 우선적으로는) 통사적으로 드러

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 로 끝나는 여성 명사의 경우 주격과 대격
이

동일한 형태를 취하지만 격에

따라 수식하는 형용사의

형태가 달라지는

점을 보라 (KpaCflB a.ll llOllb: 주격， Kpac l1 sy lO llOllb: 대격). 이러한 이유로 해서 “ R

SI1 11eJI CTOJI. ‘나는 책상을 보았다’에서 남성 비활성 단수 명사인 “ CTOJI ‘책
상”’은 주격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지만 러시아어를 다루는 어떤 연구서도 이
것을 주격으로 간주하는 경우는 없다. (1 장에서 예를 든 Mitchell 의 핀란드어
의 경우와 비교해 보라). 이처럼 상이한 격들간에

가능한 이유는 통사적

차이로 인해

형태적

형태적 중복 (syncretism) 이

중복이

격을 인지하는데 혼동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격이 통사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면 “cTon”의 경우처

럼 두 개의 격이 하나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의 격이 둘 이
상의

형태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 예 (3) 의 “Tpasa" 의

자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전자는 곡용 패러다임의 문제이고， 후자는 한

어휘의 특정 격의 문제라는 차이는 있지만 어느 경우이건 격의

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경우가 후

인지에 혼동

성립되면 격과 형태 간의 일대일 조응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두 경우 모두 근본적으로 동일한 메커니즘을 따른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 Tpasy" 뿐 아니라 위 예의 “ Tpasa" 라는 형태도 대격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좀더 일반화하면， “비주어 주격”
들은 실은 주격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호칭 주격”은 호격， “주제-주

격”은 주제격， “주격 목적어”는 대격의 한 변이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비주격 주어”의 문제는 5장에서 좀더 상세히 다룰 예정이지만 한 가지 명

확한 사실은 “비주격 주어”가 “주격 주어”에 비해 “주어성”이 명백히 떨어지
며 “주격 주어”와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비주격 주어”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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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주어”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면， 그리고 “비주어

주격”이

실제로 “주

격”이 아니라면， 주격과 주어간의 밀접한 연관에 대한 직관은 새로운 견지에
서 재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3. AGR

지배설

지배-결속이론 (GB) 의 초기

에

격이론에서

주격은 AGR에

의해 지배되는

할당되는 순전히 통사-구조적인 격이다， Chomsky는 모든 음성적

NP

형태를

취하는 NP는 격을 갖으며， 형태적으로 격이 신호되지 않는 경우에도 추상적
격은 존재한다고 보았다. 추상적 격은 어휘부에서 특정 어휘의 하부범주 자질
에

의해 할당되는 내재적

격과

S

구조에서의 위치에

의해

할당되는 구조적

격으로 분류된다. 구조적 격인 주격은 행위주와 같은 의미역과는 무관하게 주
어의 위치인

Spec , AGR 에서 할당된다，4) 다시 말해서， AGR 지배셜은 주어설

의 현대판 버전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소위 “비주어 주격

즉，

Spec , AGR 이

아닌 다양한 다른 위치에서 나타나는 “주격”들은 어떻게 할당되는가 라는 문

제가 여전히 쟁점으로 부각된다.

AGR

지배설의 또 다른 문제점은 과연 AGR 이

격을 할당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핵인가 하는 점이다. 많은 언어에서 일치는 선택적이며 부수적인 수단
으로 작용한다.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GB 식 접근에서는 모든 문장이 주어를

갖으며 따라서 AGR은 필수적이되 AGR 에는 강한 AGR과 약한 AGR 이 있어
서 후자의

경우 일치가 표층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발상은

GB 가 얼마나 영어 중심적 이론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영어는 반드시 주
어를 요구하며 어순이 고정된 언어이다. 그러나 모든 언어가 다 그러한 것은

아니므로 영어에 적합한 모델을 모든 언어에 적용시키려는 것은 지나친 닥관
주의 혹은 단순주의이다. 한 예로， 러시아어 무인청구문 “MHe He CnWTC.H, ‘내게
는(여격)--부정 소사 -잠 오다’ ‘나는 잠이 안 온다’에서 동사에 부가되는 -

C .H는 단일 논항 동사인 cnaTb ‘자다’를 무(無)논항 동사로 축소시 킴 으로써 이
구문을 “ 51 He cnJllO, ‘나는(주격 ) -부정 소사

자다.’ ‘나는 자지 않는다’와 대

립관계에 놓이게 하는데 GB 식으로는 무인칭구문도 (영 (null)인) 주어를 가지
므로 -C .H의 논항 축소 기 능이 부각되 지 못한다.

4) 최근의 최소주의 이론 식으로 말하자면 주격자질은 Spec， AGR에서 점검되고 지워진다.

주격에 대하여

필자의

어떤

견해로는 AGR을 필수적

명사구에

주어라는 문법적

핵으로 설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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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더라도 주격은 화자가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할당된다.

(이때 주어란 구문적으로 화자가 기준점으로 잡는 명사구로서

행위주나 화제

와는 구별된다.) 주격이 할당되면 그 명사구의 @ 자질이 동사에 복사됨으로써

일치라는 보조적， 선택적 수단을 통해 주어성이 확인될 수도 있다. 무인칭구

문과 같이 주어가 없을 경우에는 동사에 복사될 자질이 없으므로 동사는 디
폴트인 3 인칭 단수 중성형을 취하게 된다. 주격이 특정한 형태로 신호되지 않

을 경우 일치는 (어순과 더불어) 주어성을 확인시키는 좀더 확고한 신호로 작
용하게 된다. 그러나 일치는 주어 뿐 아니라 목적어와 일어날 수도 있으며 이
점은 AGR 지배에 의한 주격 할당설에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한다 5) 이 문제
에 대해서는 4 장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GB 혹은 최소주의 이론의 틀 안에서 AGR 지배설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시
도로 Mitchell 은 핀란드어를 다루면서 IP와 VP 사이에 Pred P 라는 새로운 핵
을 설정하고 주격은 주어이건 목적어이건 Spec , Pred 에서

할당되는 것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주격 목적어”의 경우 Spec , V 의 목적어가 비어있는 Spec ,
Pred로 상승하여 주격을 할당받고 다시 Spec , AGR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동사가 [-일치]라는 자질을 가지므로 Spec , AGR로 상승하더라도 일치
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Nelson 은 핀란드어의 주격이 AGR 이 아

니 라 T !M (Tense!Mood) 에 의 해 할당되 며 T !MP 뿐 아니 라 T!M 이 핵 이 동
되어지는

Spec , AGR 및 T/M에 의해 지배되는 Spec , VP에서도 주격 할당이

가능하다고 봄으로써 “비주어 주격”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 다른 수

정안으로 Ura는 AGR을 없애는 대신 v 9} VP 라는 이중 층위로 이루어진 VP
외피 (she1l)를 설정하여 Spec , V 의 주어 논항이 Spec , 1로 상승해 주격이 점검

되거나， Spec , V 의 논항이

이미

격 점검 된 것일 경우 Comp , VP의 목적어

논항이 Spec , 1 로 상승하여 주격 자질을 점검받는다고 보았다.

이상의 수정안들은 Spec , AGR을 주어의 위치로 보는 기존설로는 “비주어
주격”을 설명할 수 없는 점을 극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상을 보펀 타당성
있게 설명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Mitchell 은 “주격 목적어”가 Spec , Pred
로 위반 없이 상승하기 위해서 직접 목적어가 Comp , V 가 아니라 Spec , VP
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보고 (통상 Spec , VP 자리를 차지하는 것으로 여겨지

5)

목적어와의 일치를 보이기 위해 설정한
제점에 대해서는

Ura ,

351-355면 혹은

AGR-O , 혹은 Spec , AGR ’로의
Nelson, 131-140연을 보라，

상승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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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위 “생격 주어”

예 (5) 를 보라- 는 “의무”라는 새로운 핵의

Spec 위치

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통사적으로 설정된 다른 기능적
탈리 “의무”는 의미적 차원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일반성이

핵들과

의심되는 핵을

설정하는 대신 “생격 주어”를 동사의 하부범주 자질에 지정된 어휘적 격으로
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직접 목적어의 위치

를 Spec , VP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주격 목적어”가 Spec , AGR까지 상승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비판적

재고가

필요하다. 한편 ， T!M 에 의해 주격을 할당하는 Nelson 의 모텔은 핀란드어에서

[ +AGR] 이지만 [ -T(ense)] 인 비정태 (non-finite) 동사와는 “주격 목적어”가 불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Taraldsen042 면)에 의하면 이탈리아어
의 비정태 동사는 ([ -T] 임에도 불구하고) “주격”을 취하므로 Nelson 의 모텔은

적어도 보편적 모델로는 부적합하다
주어와 그렇지

않은 비주격

보이고 있는데 우리말의

주어

또한 Ura 의 모델은 일치를 보이는 주격

둘 다를 갖는 이중 주어

이중 주어

구문이

가능함을

구문을 고려해 볼 때 과연 두 “주어”가

Ura 의 모벨에서처럼 동일한 층위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코끼리가 코가 길다와 같은 이중 주어 구문은 “코끼리가 X 다라

는 상부 술어와 X 에 해당하는 “코가 길다라는 하부 술어로 이루어진 이중
구조를 갖는다. “코끼리가”와 “코가”는 동일 차원의 주어들이 아니며 하부 술

어의 주어인 “코”는 상부 술어의 주어인 “코끼리”에 소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더구나 Ura의 모델에서와 달리 두 주어에는 동일하게 주격이 할당된다. 이상
의 시도들이 모두 논리적 정당성이나 언어적 보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는 사실은 해결의 열쇠가 주격

할당을 어떤 핵의 기능으로 볼 것인가， 혹은

주격 할당이 어느 위치에서 이루어지는가에 있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2-4. 무격 (Non-Case) 흑은 제로격 (Zero Case) 가설
AGR 지배설이 주어설의 GB 식 버전이라면， 무격 혹은 제로격 가설(앞으로
는 “무격설")은 병명설과 같은 뿌리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무격설도 명명설

처럼 주격이 격어미를 갖지 않는다는 형태적 특성을 기반으로 주격의 특수성
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각은 Jakobson 의

때문이다. 주격을 무격 혹은 제로격으로 간주하는 시

격자질 이론으로부터 출발한다. J와‘obson 에 의하면 주격은

자질 변에서 [-방향성제한성，

주변성]인 완전히 무표적인 격이다. 격자질

주격에 대하여

이론의

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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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과정에서 격자질의 명칭이나 내용이 다소 바뀌기는 하였지만 주

모든 자질에

있어서

무표적이라는 점은 변함없이

강조되어왔다 (Nei버e，

Chvany(1986) 등을 보라). Jakobson 의 무격셜은 슬라브어나 핀란드어， 그 밖
의

격언어들에

대한 연구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Timberl와‘e， Vainikka,

Taraldsen , Bittner 등을 보라).
무격설은 격

필터를 반박하고， 주격을 문법적

기능과 결별시킨다. 주격은

아무 격도 아니거나 비어있는 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주격은 아무런 문법적
기능을 갖지

않을 수도 있고， 임의의 문법적

기능을 가질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비주어 주격”들이 가능해지게 된다. 무격셜은 주격과 주어간의

연관성을 결코 강조하지 않는다‘ 이 가설에서 주어는 주격이 가질 수 있는 다
양한 문법적 기능들 중의 하나， 기껏해야 가장 발생 확률이 높은 기능일 뿐이
다 6)

이러한

성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

Maling 의

격

층위론 (Case

Tier

Theory) 이다. 그녀에 의하면 격 층위와 문법적 기능 층위간에는 상응성이 존

재해서 주어가 있으면 주격은 주어에 우선적으로 할당되지만 주어가 부재할
경우 주격은 그 다음 위계에 해당하는 목적어에， 목적어도 부재할 경우 다시

그 다음 위계인 그 밖의 다른 문법적 기능에 할당될 수 있다. 한 마디로， 격
층위론은 주격과 주어가 어느 정도 상관성을 갖기는 하나 주격을 일정한 문
법적 기능이나 의미로 국한시키는 것은 무의미함을 주장한다.
의미와 형태간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Jakobson 적 관점에서 보자
면 주격이

무격이라는

즉 격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주장은 주격이

격형태를

갖지 않는다는 점과 직결되어 있다. 따라서 명명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주격 신

호 형태를 갖는 언어는 여기서도 문제거리로 남게 된다.
주격은 명명설이나 무격설의 주장처럼 격의미를 갖지 않는가， 아니면， 주어

설이나 AGR 할당설의 주장처럼 명백한 문법적 기능 혹은 구문적 위상을 갖
는가? 두 접근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제 3의 해결책은 가능한가? 펼자

는 무격설에서 주장하는 “주격 목적어”의 존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6)

단적인 예로， Vainikka가 핀란드어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라

무표적 주어는 주격이 아니라 생격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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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격 목적어” 비판

3.

무격설에서 주장하는 소위

“주격

목적어”는 다양한 언어들에서

나타난다.

다음은 각각 핀란드어， 고대러시아어， 북부러시아어 방언에서의 예들이다.

(1) Poja-t

tavattíin.

소년들(복수 “주격")--만나다 (3 인칭 단수 피동분사)

‘소년들이 만나졌다./소년들을 만났다.’

(2) a

O l.J HC 깨깨

3eMJIJI

Ta

(Mitchell , 196면에서 인용)

그리고- 이 땅(“주격")

MaT~e~ H caMYHJIH

깨끗이하다(부정사)-- 마트베이와 사무일(여격)

‘그리고 마트베이와 사무일은 이 땅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WaXMaTOB

(3)

1903,

Ha~o

필요하다

no.

예들에서

15 세 기 ) (Timberlake,

KOCHTb

10변 에 서 재 인 용)

TpaBa.

(KY3HeQOB , 123-124 변에서 인용)

문제시되는 논항이

(1)의 “P이 at" 이 주어라면 주어와의
하지 만 “ tavattiin" 은

“ O l.JHCTHTH" 와

1974 ,

베다(부정사)--풀(“주격")

‘풀을 베어야 한다.’
위

17,

단수형 이 고，

“ KO대 Tb" 의

목적어로 기능함은 분명해

보인다. 만약

일치에 의해 동사는 복수 형태를 취해야
(2) 의

목적어로서

“ Ta 3eMng ”와 (3) 의 “ TpaBa" 는 각각
현대

표준

러시아어라면

“ TpaBY" 라는 대격 신호 형태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위

“ Ty 3eMJI~'’，

예들에서는 왜

목적어에서 대격 신호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핀란드어가 고대 러시
아어의

저변구조 (substratum) 를

형성하며

북부러시아 방언은 고대

러시아어

적 특성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예들에서 하나의 동일한 메
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위 예

의 언어들과는 꽤 거리가 있는 언어인 아이슬란드어에서도 “주격 목적어”가
발견된다.7)

(4)
7)

Mér

líka

þessir bílar

학자들에 따라서는 능격어의 절대격을 주격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능격과 함께 나
타나는 절대격을 “주격 목적어”로 간주하기도 한다 한 예로 Bittner를 보라.

주격에

나(여 격 )--좋아하다(복수)

대하여

이 차들(“주 격

‘나는 이 차들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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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rbert and Toribio , 167변에서 인용)

예 (4) 에 대한 전형적 설명은 소위 “변격 주어 (quirky subject)" 가 사용되면

목적어가 주격을 취한다는

것이다. “변격

주어”와 매우 유사한 핀란드어의

“생격 주어”나 라트비아어의 “여격 주어”를 취하는 의무 양상 구문에서도 목
적어는 “주격”을 취한다.

(5) a. sinun

täytyy

lukea

tämä kirja.

너(생격)--해야한다→읽다(부정사)--이 책(“주격")

‘너 는 이 책 을 읽 어 야 한다.’

b.

vi낀없n

jãlasa

(Taraldson , 139 변 에 서 인 용)

grãmata

그(여 격 )--읽 어 야한다--책 (“주격 ")

‘그는 책을 읽어야 한다.’

(Timberlake 1974 , 139 면에서 인용)

핀란드어에서는 무인칭 피동구문(예 (1))이나 의무 양상 구문(예

(5-a))

외

에 명령문에서도 “주격 목적어”가 사용된다 8)

(6) Tuo

sateenvarjo!

가져오다(명 령)--우산(“주격")

‘우산(을) 가져와!’

위

예들에서

(Nelson , 57 변에서 인용)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공통점은 (주격으로 나타나는) 문법적

주어가 부재한다는 것이다 9) 예문 (7) 과 같이 청자가 표층에 드러나는 명령문
의 경우 예외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2 인칭대명사 “ sina”가 동사 뒤에서만 가

능하다는 점에서 일종의 후접사로 기능한다고 보면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 10)

8) 핀란드어에서는 인청 구문에서

본 동사를 뒤따르는 부정사의

“주격 목적어”가 가능하다. 이 문제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9) 핀란드어의 시간부사도 여기에 준한다.

odota

tunti!

기다리다(명령)--한 시간(“주격")
‘한 시간 기다려!’

(Timberlake 1975,

218 변에서 인용)

목적어

위치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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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ota

sinä

kahvi

취하다(명령)

너(주격)

kaapista!

커피(“주격")--찬장으로부터(내탈격 (elative) )

‘너， 찬장에서 커피 꺼내!’

(Timberlake 1975, 214 면에서 인용)

주어 부재설의 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보편화에 난점이 있다는 것이다. 터키
어의

경우 문법적 주어가 존재하더라도 목적어가 특정적이

아니면 “주격 목

적어”가 올 수 있다.(1장과 2 .1에서 언급한 우리말에서 무조사 형태를 취하는

예와 비교해 보라.)

(8) a. Hasan

떠dl

öküz-ü

하산(주격)--황소(대격)--사다 (3 인칭 단수 과거)
‘하산은 (그) 황소를 샀다 ’

b. Hasan

bir

öküz

aldl

하산(주격)--한--황소(“주격")--사다 (3 인칭 단수 과거)
‘하산은 (한) 황소를 샀다.’

이와는 반대로， 주격이 사용되지

(B lake, 120 변에서 인용)
않았는데도 목적어나 보어에 주격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핀란드어에서 인칭대명사가 사용된 무인칭 피동구문과 명
령구문， 그리고 총칭구문이나 자연현상 구문， 북부러시아 방언의 무인칭 피동

구문의 예를 보라.

(9) kenet

kutsutaan?

누구(대격)--초대하다 (3 인칭 단수 피동분사)
‘누가 초대될거지?’

(1 0) Tuo

(Timberlake 1975, 210면에서 인용)
häne-t

koti-in!

데려오다(명령)--그 사람(대격)--집으로
‘그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 I

(11) sen
그것(대격)

10)

(Nelson , 57 면에서 인용)

arvaa
추측하다 (3 인칭 단수 현재)

1 인칭 복수 명령문이나 구어 1 인칭 복수 서술문에서도 표층에 두 개의 “주격”이

가능하다. 이 문제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주격에

‘그결 추측들 하지.’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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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berlake 1975, 217 면에서 인용)

(2) tuuli

tunnin

바람불다 (3 인칭 단수 과거)--한시간(대격)

‘바람이 한시간(을) 불었다

(3)

(Timberlake 1975, 218면에서 인용)

pa36HT 。

a Ky

'I lH

잣잔(여성 대격)
‘잣잔이 깨졌다.’

깨다 (3 인칭 단수 중성 피동분사)

(KacaTKHH , 137 면서 인용)

주어 부재설의 특징은 목적어 병사구의 격이 문장 내 다른 명사구의 존재
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목적어의

와의

관계에서

격이 그것을 지배하는 동사

결정되는 것으로 보는 GB 와는 상당히

다른 견해이다. GB 에

좀더 충실한 접근에서는 “주격 목적어”의 사용 여부가 동사의 유형이나 자질
에

의 존한다고 본다. Timberlake(975) 는 동사를 문법 적 주어 동반이 가능한

인칭

동사와 그렇지

동사의

못한 비인칭

동사로 분류하여

“주격

목적어”는 비인칭

경우 가능한 것으로 보았으며， Reime는 동사가 [ -N] 자질을 갖는지

여부에 따라 주어와 일치를 보이지 않는 경우와 보이는 경우로 분류하고 전
자의 경우에 “주격 목적어”를 취한다고 주장한다. Timberlake0975 , 216면)에

의하면 문법적 주어는 일치에 의해 결정되므로 그와 Reime는 결국 거의 동일
한 주장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일치 부재설이 주어 부재설과 근본적으로 다
른 점은 결정요인을 주어로부터 동사로 옮겨 놓음으로써 주격 주어의 표층에

서의 실질적 존재 여부를 떠나 그것의 존재 가능성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다. 따라서 주어 부재설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예 (1)과 (2) 에 대해 인칭 동
사가 사용되었으므로 “주격 목적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그러
나 예 (9) 와

(0) ,

(3) 의

경 우 예 (1) 및 (6) 을 참조해 볼 때 비 인 칭 동사가

사용된 것이 분명하므로 “주격 목적어”가 사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성 립되지

않는다. Timberlake(975) 는 예 (9) 와 (0) 에 대해서 활성에 의한 제약 -6장을

보라--으로 인한 예외로 설명하지만 예 (3) 에서는 목적어가 활성이

아닌데

도 대격 신호 형태가 사용되므로 예 (3) 은 활성 제약으로써 설명될 수가 없
다. 일치 부재설은 예 (4) 에서와 같이 “주격 목적어”가 일치를 보이는 언어에
대해서도 설명 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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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Nelson 의

이중 격할당설에서는 핀란드어의 “주격 목적어”를 D- 구조

에서 일단 대격이 할당된 다음 s- 구조에서 다시 주격이 할당된 것으로 본다.
핀 란드어 에 서 는 과연 대 격 이 Nelson 이 나 그녀 가 따르고 있는 Vainikka의

장처럼 D- 구조에서
갖는 유표적

할당되는가? Vainikka는 핀란드어의

격이고 목적어로서는 오히려

대격이

주

[+종료성]을

부분격이 무표적인 구조적

격이라

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문제점과 목적어로서는 대격이 무표적인 구조적 격으
로 간주되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인영 (2001)을 보라. 이중 격할당설

의 두 번째 문제점은 동일하게 대격과 주격이 이중 할당되는 경우에도 어떤

때--인칭대명사--는 대격 신호 형태를， 어떤 때--일반 명사--는 주격 신호
형태를 취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논다는 것이다.
“주격 목적어”에

대한 기존의

가설들 -주어 부재설， 일치 부재설， 이중 격

할당설--은 모두 나름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이유는 이들
이 모두 “주격 목적어”가 과연 주격인가라는 근본적

전제에

그것이 “주격”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만 집착했기

대한 물음 없이

때문이다. 필자의

견

해로는 위의 예들에서 언급된 “주격 목적어”들은 주격이 아니라 대격으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 “주격 목적어”는 대격에 상응하는 형태들 중 표층적으로주

격과 동일하게 보여지는 형태를 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대러시아어(예 (2)) 나 러시아 북부방언(예 (3) )에서 -a 어미를 갖는 여성
명사가 사용된 경우 대격이라면 -y 어미를 가질 것이므로 -a 어미가 대격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거부 반응이 예상된다. 어미가 제로가 아니라는 점도
반박의 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미 -a 는 격만을 신호하는 것
이 아니라 여성， 단수， 주격이라는 성， 수 격 세 자질을 통합적으로 신호하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성과 수는 명사 자체의 어휘 자질인 반면， 격은 문

장

내

관계에

(denotatum)

지칭

의해

주어진다.

형태로서의

따라서

(격이

표현되지

않는)

피표시물

-a 는 여성， 단수만을 신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주격을 신호하는 -a 는 실은 여성， 단수를 신호하는 -a 에 제로인 주

격 어미가 첨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지 않은가? (중성， 단수를 신호하는

-0

에 대해서도 동일한 설명을 할 수 있다).11)
11) 주격 이외의 격들의 경우에는 이처럼 격 신호 어미를 성-수 신호 어미와 분리시키
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μ 는 여성 단수 생격을 동시적으로 신호한다. 필자의

주장이 주격을 다른 격들과 다르게 취급한다는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쩌변 주격 자체가 갖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격에

또 한 가지

예상되는 논박은 이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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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수식하는 형용사가 첨부될 경우 형용사

어미 형태가 대격을 신호하는 一y애가 아니라 주격을 신호한다고 여겨지는 -a $l

가 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것이다.

(1 4)

XO t:f y

XOJJO IlHa $l

nHTb

BOlla

원하다(1인칭 단수 현재)--마시다(부정사)--찬(여성 단수 “주격")--물(여성
단수 “주격")

‘나는 찬 물을 마시고 싶다.’

(Timberlake 1974,

107 면에서 재인용)

형용사는 자체의 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수식되는 명사의 격을 복사받는다

는 점에서 위의

예는 목적어가 주격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듯 보인다.

그러나 러시아 북부방언의

일부에서는 수식되는 명사가 “주격”임에도 불구하

고

신호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나타나며--예

형용사의

보라

어미가 대격

(15) 를

교회슬라브어에서 호격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호격 형태가 없으

므로) “주격” 형태를 취했던 점을 고려할 때--예

“주격 목적어”의

(16) 을 보라

결정적 증거라고 할 수는 없다. 호격

예

(1 4) 가

명사를 수식하는 “주

격” 형용사는 설은 호격임을 신호하는 형태가 없으므로 사용된 디폴트 형태

라고 할 수 있다. 예 (1 4) 의 경우 수식되는 명사의 격이 디폴트 형태를 취했
으므로 형용사의 격도 자연히 디폴트 형태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15)

COJJOMa-Ta BC~ pac~aTa~T

짚(여성 단수 “주격")--모든(여성 단수 대격)- 잡아채다 (3 인칭 복수 현재)

‘그들은 모든 짚을 잡아챈다.’

(6)

(Timberlake 1974,

109면에서 재인용)

3MH~

KpbBonHB hI

피에 굶주린(남성 단수 “주격‘)-- 뱀(남성 단수 호격)

‘피에 굶주린 뱀이여!’

(Supr. 115. 27. Lunt, 125면에서 재인용)

디폴트 형태는 대격 뿐 아니라 호격이나 주격의 경우에도 발견된다 12) 어떤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여기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주격의 신호 형

태와 피지시체 신호 형태가 피상적으로는 동일해 보이지만 결코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12) 디폴트 형태가 그 밖의 격들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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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디폼트 형태가 격 선호 형태를 완전히 제압해 버리기도 한다. 고대

러시아어의 호격 신호 형태나 인도-유럽 조어의 주격 신호 형태가 사라지게
된 것이 그 예이다. 많은 경우에는 디폴트 형태와 격 신호 형태가 공존한다.
우리말의 주격이나 대격， 터키어의 대격(예

(8))

등을 보라. 공존할 경우 디폴

트 형태는 언제 사용되는가? 디폴트 형태의 사용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변별의 필요성 여부이다. 문장 내에 한 논항만 존재할 경우

변별이 불펼요하므로 경제성 원칙에 따라 디폴트 형태가 취해질 수 있다. “주
격 목적어”의 대부분은 이로써 설명 가능하다 13) 예문 (7)이나 (5) 에서처럼 두

논항이

다 드러나 있더라도 (7) 의

경우에는 명령의 주체를 나타내는 논항이

후접사화하여 동사에 흡수됨으로써 논항성을 잃게되어 변별이 필요 없어지며，
(5) 에서는 한 논항에 이미 어휘적 격이 할당되어 나머지 논항이 디폴트 형태
를 취하더라도 변별에 문제가 없게 된다.
복수의 논항이 존재하여 격에 의한 변별이 펼요한 경우에도 그 중 어느 하
나는 디폴트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대부분의 주 대격 체계

타동사구문에서는 목적어가 유 신호 형태를 취하고 주어는 디폴트 형태를 취
한다. 그러나 주어와 목적어를 구별시키는 기능은 격만의 배타적 기능이 아니

므로 격신호 형태를 취하는 조건은 개별 언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우리말처
럼 주어와 목적어 모두 격신호 형태를 취하는 언어가 있는가 하면， 터키어처
럼 목적어가 특정적이거나 활성일 경우만 제외하고는 주어와 목적어 모두 디

폴트 형태를 취하는 언어도 있다(예 (8) 을 보라). 결론적으로， 언어 별로 차이
는 있지만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문법적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

격형태가 사용된다는 점은 보편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언어들에서 특정성이나 활성을 갖는 목적어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딸
요하다. 현재로서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부정적이다 D- 구조에서 이미 격이 결
정되는 어휘적

격의 경우에는 디폴트 형태가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디

폴트 형태의 사용은 s- 구조에서
구조적 격에서 사용 가능하다

결정되므로 우선적으로 (주격이나 대격과 같은)

구조적/어휘적 격 구분에서 비껴나 있는 좀더 독립

적 격인 호격의 경우 디폴트 형태가 가능한 점을 볼 때 디폴트 형태는 구조적 격
에서 사용된다는 적극적 주장보다는 어휘적 격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적 주
장이 좀더 타당해 보인다.

13)

능격어 타동사 구문에서는 행위주가 능격 신호 형태를 취하는 반면， 자동사 구문
에서는 행위주가 절대격으로 나타나는 언어의 경우 자동사 구문의 절대격이란 실
은 능격이되 변별의 불필요로 인하여 디폴트 형태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격에 대하여

리

디폴트 형태가 아니라 대격

인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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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형태를 취한다는 사실은 목적어로서의

현저도 (saliency) ， 혹은 예상 기대치가 디폴트 형태 사용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활성

명사나 특정적

명사는 주어로 나타날 확률은

높은 반면， 목적어로 나타날 확률은 낮으므로 이러한 예상 기대치와 달리 목
적어로 사용될 경우 목적어임을 분명히 해 줄 필요성이 증가되어 디폴트 형
태보다는 대격 신호 형태가 선호된다 (6장을 보라).
문장 내에 변별해야 할 다른 논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논항의 격

을 명백히 할 펼요가 있을 경우 디폴트 형태가 아니라 격 신호 형태가 취해

지기도 한다

이때 격을 명백히 할 펼요성은 논항 지시체의 특성이나 구문의

의미적 특성 혹은 문체와 같이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핀란드어에서 인칭대
명사를 동반하는 무인칭

피동구문의

경우(예

(9)) 는 목적어로서

인칭대명사

지시체가 갖는 현저성으로 인해， 핀란드어 총류 구문(예 (1))이나 자연현상
구문(예 (2)) 는 각각 (표층에는 드러나지 않는) 총류적 혹은 범우주적 주어의

존재를 전제하는 구문의

의미적

특성으로 인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말

문어체 --1 장을 보라--는 의미의 애매성 회피와 더불어 조사의 생략을 기피하
는 학교문법 지향성으로 인해 디폴트 형태를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14)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필자는 목적어임이

명확한 경우 “주격 목적어”가 실

은 디폴트 형태를 취한 대격임을 주장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은 존재구문이나

비대격 (unaccusative) 구문 혹은 재귀 피동구문에도 “주격 목적어”가 존재한
다고

보거나

적어도

“주격

목적어”와

매우

유사한

것이

존재한다고

본다

(Taraldsen , Nelson 등을 보라).15) 다음 러시아어의 예들을 보라.
(7) Ha

CTOJJe

6blJJa

KHlira.

14) 하나를 더 첨가한다변， 의미적 능격어의 행위주 자동사구문에서 행위주가 (절대격
이 아니라) 능격 신호 형태를 취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행위주성을
격으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적 능격어 유형의 특성으로 인해 디폴트 형태가 기

피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의미적 능격어의 예 (Laz어)로는 Blake, 125변을 보라.

15) 비대격 구문을 비대격 동사가 사용된 구문이라고 정의할 경우 어순과 관계없이
“ neTJI npHWe Jl. ‘페차는 왔다’와 “np때 eJl neT꺼 ‘페차가 왔다”’ 모두 비대격 구문으
로 간주된다. (핀란드어의 예로는 Nelson , 55 변을 보라). 그러나 이 두 구문은 한정
성， 정보성 변에서 전혀 다르다. 우리말 해석에서 각기 다른 조사가 사용되는 점에
주목하라. 전자는 주격 주어를 갖는 일반적 서숲 구문인 반면， 후자는 존재구문에
근접한다 여기서는 후자 유형의 비대격 구문만을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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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 위(전치사+전치격)--있다 (3 인칭 단수 여성 과거)--책(여성， 주격)
‘책상 위에 책이 있었다.’

(8)

B

npHωJ1 a

KOMHaTy

Mawa.

방안으로(전치사+대격)--들어오다 (3 인칭 단수 여성 과거)- 마샤(여성， 주격)
‘방으로 마샤가 들어 왔다.’

(9) MHe

BCnOMHH Jl aCb

MOCKBa.

나(여격)--상기하다 (3 인칭 단수 여성 과거)--모스크바(여성， 주격)
‘내게는/나는 모스크바가 상기되었다.’

위

예들에서 문제시되는 논항인 “ KHHra" , “ Mawa" , “MOCKBa" 는 앞서 다루었던

“주격 목적어”들과 마찬가지로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 (object， theme) 이

다. 그러나 앞 예들의 “주격 목적어”와 달리

여기서의

대상은 목적어성이 명

확하지 않다. 더구나 이 경우에는 선행하는 동사와 일치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위에서 다루었던 핀란드어의 전형적 “주격 목적어”와는 차이가 난다. 이 경우
는 오히려

예 (4) 의

아이슬란드어에 근접한다. 일치를 보이는 “주격

목적어”

를 인정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전형적 피동구문의 피의체 논항마저 “주격 목
적어”에 포함시키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다른 한편으로 일치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주어로 간주한다면 그것이

어순이나 결속 면에서

전형적

주격

주어와 다르게 행동하는 점이 간과되고 만다. (이것들은 대개 문장 끝에 오며
재귀사를 결속하지

못한다.) 이

경우 문제시되는 논항은 주어인가， 목적어인

가? 주격인가， 아닌가? 이 경우에도 디폴트 형태 가셜은 적용되는가? 일치와
디폴트 형태의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주격 목적어”의

정체를 제대

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상의 질문들에 대한 해답찾기가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4.

“주격 목적어”와 일치의 문제

필자의 주장처럼 “주격

목적어”가 주격이 아니라 비주격이

디폴트 형태를

취한 것이라면 예 (4) 처럼 일치를 보이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가?

위에서 거론된 견해들은 모두 일치를 주어의 자질로 간주한다. 그러나 일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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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어서 목적어도 일치를 보일 수 있다.

(20) yang man ra
나- 너

mai=kaik-i

대격

sna

2 인칭 단수=보다 근접사--조동사(1인칭 단수)

‘나는 너 를 본다"

(Miskitu 어 )

(B ittner, 11 면에서 인용)

위 예에서 주어는 조동사와 목적어는 본 동사와 일치를 보인다. 중요한 점

은 목적어가 일치를 보이는 경우 (주어가 표층에서 생략된 것이 아닌 한) 주
어도 일치를 보이며 주어가 있는데도 목적어만 일치를 보이는 경우는 필자가
아는 한 없다는 것이다 16) 즉

주어가 우선적으로 일치를 보이며 목적어는 일

치 면에서 부차적이다17) 이 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주격으로 나타나는 문

법적 주어가 없는데도 목적어가 일치를 보이는 예 (4) 는 예외로 취급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목적어에는 애초 대격이 할당
된다. 주어가 있을 경우 두 논항 간의 변별을 위해 목적어는 대격 신호 어미
를 취한다. 그러나 예 (4) 에서는 한 논항이 이미 어휘적 격을 가지고 있으므
로 더 이상의 변별이 필요 없고 따라서 대격 목적어는 디폴트 형태를 취한다.
아이슬란드 구어에서는 일치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경우가 이 단계

에 해당한다.

(2 1) Mé ’ r
나(여 격 )

lík a/líkar

좋아하다 (3 인 칭 복수)/좋아하다 (3 인 칭 단수)-- 그 차들

‘나는 그 차들을 좋아한다，

16)

þessir bílar

(H arbert and Toribio , 182변에서 인용)

능격어 연구서들이 타동구문에서 능격을 주어로， 절대격을 목적어로 부르는 관례
때문에 능격이

있는데도 절대격만 일치를 보이는 언어를 근거로 목적어만 일치를

보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류이다. 이때 주어， 목적어란 논리적 주어， 목적어
를 뜻한다. 전형적

능격어의

타동구문에서는 절대격만 일치를 보이거나 절대격과

능격 모두 일치를 보일 수 있다 전자의 예로는 Bi ttner, 15면의 Kibrik 어를， 후자의
예로는 같은 책의 Warlpiri 어를 보라

능격만 일치를 보이는 경우는 구문적으로는

사실상 주-대격어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과도기적 유형이다. 그 예로는 같은 책의

Enga어를 보라. 타동구문에서

절대격이란 실은 피격의 디폴트 형태를 지칭하므로

전형적 능격어에서는 피격이 주 대격어의 주격처럼 일치 변에서 능격을 우선한다

17) 목적어의 일치를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각주 5를 참조하라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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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대격

디폴트 형태는 주격과의

형태적 동일성에서 오는 혼동 및 주격

주어를 가지려는 주어어의 관성으로 인해 주격으로 잘못 재해석된다. 언어 발
탈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추 (abduction) 가 작용하는 것이다. 일단 주

격으로 재해석되면 그것은 목적어로부터 주어로 상승하고 일치가 가능해진다.
러시아어 재귀-피동구문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설명이 가능하다. 예 (9)

에서 “MOCKBa" 는 원래 목적어로서 대격을 할당받지만 “MHe ”라는 경험주 논항
에 할당되는 어휘적 격의 존재로 인해 디폴트 형태가 사용된다 18) 디폴트 형
태는 주격으로 재해석되면서

비어있는 주어의

위치로 상승하고 일치를 보이

게 된다. 재귀사 -C J'I/-Cb 는 주어로의 상승을 신호한다.

러시아어 존재구문( 및 그에 준하는 비대격 구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단， 여기서는 원래 할당되는 격이 대격이 아니라 부분격이라는 점이 다를 뿐

이다(이 점에 대해서는 이인영 (2001) 을 보라). 존재구문은 전형적 피동구문은
물론이고 무인칭 피동구문이나 재귀-피동구문과 달리 동사의 어휘 의미 자체

가 행위주와 타동성을 용납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한정적인 명사를 허용하
지 않는다. 존재구문은 어디에 무엇이 존재하는， 혹은 소속/소유되어있는 상태

를 단언하는 구문이므로 존재구문에는 행위주와 피의체 논항이 아니라 처소
논항과 그것의 비한정적 일부를 구성하는 대상 논항이 존재한다. 대상 논항에
는 (“상태-존재 운용자”라는 문장의 의미론적 운용자에 의해) 의미적 격인 부

분격이 할당된다. 존재구문은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문법적 관계에 대해서 말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와 부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다. 예 (22) 와 같은 부분
격 구문은 실상 존재구문의 원조라 할 수 있다. 부분성올 특별히 강조할 필요
가 없는 일반적 존재구문의 경우 부분격이 디폴트 형태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23) 과 같이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러시아 구어 존재구문은 이러한
과도적

단계를 반영한다. 핀란드어

존재구문에서는 복수나 물질명사의

경우

부분격을 취하지만 단수 명사와 존재가 전제되는 일부 복수 명사는 일치하지
않는 “주격”을 취하는데 이때 일치하지 않는 “주격”은 실은 부분격이 디폴트
형태를 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 예 (24) , (25) 를 보라. 마지막 단계로， 예

18)

여기서 “MHe" 가 어휘적 격인가， 구조적 격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이것이 일반적 간접 목적어와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
에서 어휘적 격으로 간주하겠다

19) 단수 명사와 존재가 전제되는 복수 명사에서는 물질명사나 일반 복수 명사에 비해

주격에

(7) 과 같은 표준 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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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구문에서는 부분격

디폴트 형태가 주격으로

재해석되고 일치를 일으키게 된다.

(22) Coõpanocb

Hapony.

모이다 (3 인칭 단수 중성 과거)--사람들(부분격)
‘사람들이 모였다.’

(23) Y MeH .lI
내게는(전치사+생격)

õblno

있다 (3 인칭 중성 단수 과거)--자신의 소득(남성 단수 주격)

‘내게는 자신의 소득이 있었다.’

(3eMCKa.ll H KanaHan3e ,

(24) a. Kadulla

on

길( 외처소격 (adessive))
‘길에 차들이 있다.’

b.

CBoR noxon.
84면에서 인용)

autoja.

있다 (3 인칭 단수)--차들(부분격)

(Chesterman , 117 면에서 인용)
on

Kannussa

maitoa.

주전자(내 처소격 (inessive))-- 있다 (3 인칭 단수)--우유(부분격)

‘주전자 안에 우유가 있다.’

(25) a. Kadulla

on

(Chesterman , 117 변에서 인용)
auto.

길(외처소격)--있다 (3 인칭 단수)--차(“주격")

‘길에 차가 있다.’

b. Koulussa

(Chesterman , 118 면에서 인용)
on

학교(내처소격)→ 있다 (3 인칭 단수)

‘학교에는 새 선생님들이 있다.’

uudet opettajat.
새 선생님들(복수 “주격")

(Nelson ,

55면에서 인용)

결론적으로， 소위 “주격 목적어”로 분류되는 것들은 대격이나 혹은 부분격
에서 출발하되 디폴트 형태를 취한 것이다 20) 그것이 주격으로 재해석되면 주

어화하고 일치를 보이게 된다. 일치는 주어 뿐 아니라 다른 문법적 기능을 신
호할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주어임을 신호하는 통사적 수단으로서 특히 격

신호 형태가 없는 언어에서는 (어순과 더불어) 주어 신호의 주요 수단으로 작
용한다. 그러나 격언어에서는 격이 우선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일치
는 이를 보조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부분성이 다소 약화됨을 고려해 보라

20)

능격어까지 포함시킨다면 피격의 디폴트 형태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소위 말
하는 절대격이란 피격이나 능격의 디폴트 형태를 일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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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격 목적어”와 주어의 문제

4 장에서의 논지를 정리하여 러시아어와 핀란드어에 투사하면 다음과 같다.

대격

뿜

부

“주격 목적어”

’

러시아어
1 단계:격신호형태(불일치)

닙 님바어
τ'ï T
'i!

부분격 구문

-6

무인칭 피동구문
예 (1 3)

2 단계: 디폴트 형태(불일치)

예

북부방언/고대러시아어

(22)

구어 존재구문

부정사 구문
예
3 단계: 주격으로의 재해석(일치)

예

(2) , (3)

재귀-피동구문

표준어 존재(/비대격)구문

예 (1 9)

핀란드어

예 (1 7)

무인칭 피동구문

1 단계: 격신호 형태(불일치)

2단계: 디폴트 형태(불일치)

존재(/비대격)구문

인칭대명사 경우
예

물질명사， 복수형 경우

(9)

일반명사 경우

(23)

(24)

예

단수형 및 존재 전제되는 복수형

예 (1)

예

(25)

위의 도표는 “주격 목적어”가 목적어인가， 주어인가의 문제가 그것이 속한
구문 유형

및 구성요소에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 그리고 진화단계에 따라 다르게

결론지어질

원천적으로 목적어였거나 혹은 주어와 목적어의 미분화

상태에 있던 것이 구문에 따라 혹은 구문 내 요소에 따라 디폴트 형태의 사
용이 가능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주어로의 재해석까지 이르게 된다. 핀란드어
에서는 러시아어와 달리 주격으로 재해석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주격에 대하여

231

데 이는 핀란드어의 격체계가 그만큼 아직도 확고함을 반영해준다.

주어성 문제와 관련하여
재귀-피동구문의
“생격

주어"(예

“주격

목적어”의

내에

“주격

오고 재귀

“여격

한 가지

주어"(예

(1 9)) 나 핀란드어

아이슬란드어의

(5)) ,

더 고려되어야할 사항이
“변격

있다. 러시아어

의무양상 무인칭

주어"(예

(4) )라

불리는

구문의
것들과

관계 문제가 그것이다. 이상의 “비주격 주어”들은 한 문장

목적어”와 함께

대명사의

존재한다. 이

“비주격

주어”들은 대체로 문두에

결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주어적이지만 주격이

아니

고 일치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주어적이다. 다시 말해서， “주격 목적

어”와 “비주격 주어”는 주어성을 나누어 갖고있는 셈이다. 이 구문들의 “주격
목적어”가 갖는 절반의

주어성이

있는 주격 주어의 위치로 상승에

대격을 할당받는 목적어

위치로부터

비어

의해 설명 가능하다면， “비주격 주어”의 절

반의 주어성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Ura는 “비주격

주어”가 애초의 Spec , V 의

위치로부터

비어있는 Spec , 1로

올라가지만 이미 어휘적 격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Spec , 1에 와서도 주격을 할
당받지 않고 원래의 격을 유지하며 따라서 주어이되 일치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Spec , 1 에서

격자절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만족시키

기 위 해 목적 어 가 Comp , VP로부터 다시 Spec , 1 로 상승하여 주격 을 점 검 받
고 일치를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2 1) Ura 식 해결의 문제점은 2.3 에서 지

적한 바 있듯이 하나의 기능적 핵이 여러 지정어 (S야cl 을 갖을 수 있다는 전
제가 그다지 선빙성있어 보이지 않는다는데 있다.

“비주격 주어”가 능격구문의 능격 논항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것의

위치를

VP 내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비

주격 주어”와 목적어가 동시에 Spec , 1 의 위치로 상승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 필자의 견해로는， Spec , 1 로 상승한 목적어는 주격을 할당받는 반
면， 이미 격 할당이 끝난 VP내적 논항은 화제의 위치인 Spec , C 로 이동한다.

Spec , C 는 일치를 유발할 수는 없으나 동일 지표 표지에 의해 조정과 결속은
가능하다.껑) “비주격 주어”의 대부분이 문두에서 화제의

21) Harbert and
한다.

단，

역할을 하며 재귀대

Toribio도 아이슬란드어 “주격 목적어”에 대해 이와 유사한 설명을

차이점은

목적어가

상승하는

위치가

Spec,

1가

아니라

그

아래의

Infl-adjunction 이라는 점이다， 한편， 그들은 독일어의 경우에는 “주격 목적어”가 상
승하지 않고 원 위치에서

Spec ,

1 와의 체인 형성으로 주격을 할당받는다고 봄으로

써 개별 언어에 따라 다른 방식을 취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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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를 결속할 수 있음을 보라:

예. “ MHe BCnOMHH JlaCb CBO $l po뻐Ha. ‘내게는

나 자신의 조국이 상기되었다’
그렇다면 흔히 주어의

자질로 간주되는 주격， 일치， 조정 및

결속， 문두성

중 문두성이나 조정， 결속력은 화제의 자질일 수도 있으며 일치는 목적어와도
가능하므로 주격만이 유일하게 주어만의 고유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

격은 Spec , 1 에서 할당되어 주어임를 신호하는 구조적 격이다. 물론， 이때 주
격이라 함은 2.2의 전통적 주어설에서 말하는 주격과는 구별되는 훨씬 제한된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이러한 소위 신(新) 주격 주어셜은 디폴트 형태의 존
재를 인정하고 주격의

개념을 과감하게 축소시킴으로써 주격과 주어 그리고

일치의 문제를 가장 단순하고 직관에 맞게 설명할 수 있다.

6.

“주격 목적어”와 인칭대명사/활성의 문제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는 핀란드어의 무인칭 피동구문이나 명령구문， 그리고

존재구문에서 인칭대명사는 왜 일반 명사와 달리 대격 신호 형태를 취하는가
를 설명하는 것이다. 많은 언어들에서 인칭대명사는 명사와 다른 고유한 특성

을 갖는다. 예컨대， 영어에서 일반 명사는 더 이상 격 신호 형태를 갖지 않지
만 인칭대명사는 격 신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능격어에 속하는 언어
들 중 많은 수가 인칭대명사， 특히
니라 주-대격

체계를 따름으로써

특수성은 그것의

1, 2

인칭의 경우에는 능-피격 체계가 아

분열된 능격성을 보인다.

지시체가 화자와 청자이므로 반드시

1,2

인칭대명사의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화자와 청자， 그 중에서도 특히 화자는 화제， 주어，
행위주 혹은 소유주로 나타날 확률이

현저하게 높은 반면， 초점이나 목적어，

피의체 혹은 피소유체일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로부터，

1,2 인칭대명사는

주격이나 소유격일 확률은 높지만 대격이나 부분격일 확률은 낮을 것임이 예

측된다. 또한， 피의체를 관점의 중심에 놓는 능-피격 체계가 인칭대명사에 부
적합할 것임도 예측 가능하다.

이러한 사실틀을 감안할 때， 핀란드어

22) Spec ,

무인칭

피동구문이나 명령구문에서

C 가 재귀대명사를 결속하는 예로 “ Y MeH~ eCTb CBO~ Ma뻐Ha. ‘내게는 (Y+ 생

격) 자신의 차가 있다 ”’를 보라. Spec , C가 pro를 조정하는 예로 “ MHe xo~eTC~ eCTb.
‘나는(여격) 먹고 싶다”’를 보라.

주격에 대하여

목적어가 인칭대명사일
불구하고 대격

경우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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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에서는 문장 내 유일한 논항임에도

신호 형태를 취하는 것은 활성도가 높을수록 디폴트 형태의

사용이 문장 내 기능 파악을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에서 목적어가 일반 명사일 경우 대격 디폴트 형

태가 사용되는 반면， 인칭대명사의 경우에는 고유한 대격 신호 형태가 사용되
는 것과 비교해 보라.

한편， 북부러시아 방언의 무인칭 피동구문에서는 일반 명사도 대격 신호 형
태를 취한다(예 (3) 을 보라). 대격 신호 어미를 취하는 무인칭 피통구문을 디
폴트 형태를 취하는 무인칭

피동구문과 구별하여 편의상 각각 I 형， II 형으로

부르자. 무인칭 피동구문 I 형과 II 형은 각각 능동구문과 전형적 피동구문 사이
의 과도기에 속하는 두 단계를 보여준다.정) 능동구문에서는 행위주와 피의체

가 각각 주어와 목적어로 명백하게 표현된다. 무인칭 피동구문 I 형에 오면 능

동구문의 행위주 관점이 피의체 관점으로 이동하면서 주어 논항은’ 사라지고
피의체 목적어 논항만 남게 되며 관점의

이동은 동사 형태의

변화로 신호된

다 24) 나아가서， 무인칭 피동구문 II 형에서는 변별의 필요가 없어진 목적어 논

항이 대격 신호 형태 대신 디폴트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 디폴트 형태가 주
격으로 재해석되면 전형적 피동구문에 이르게 된다.

능동구문

--) 무인칭 피동구문 I 형 --) 무인칭 피동구문 H형 --) 전형적 피동구문

행위주 주어

무 주어

피의체 목적어
대격 신호 형태

피의제 목적어

러시아 북부방언에서

대격 디폴트 형태

비일치

비일치

“ HO*HK

B

피의체 주어

피의체 목적어

대격 신호 형태

행위주 주어와 일치

23)

무 주어

no~non

KHHyTO.

무 목적어
주격 신호 형태

피의체 주어와 일치

‘칼(남성)--지하실로--던지다 (3 인칭

단수 중성 피동분사)’ ‘칼이 지하실로 던져졌다”’ (KY3HeUOB ， 123 변에서 인용)와 같
이 남성형이 사용된 경우 I 형인지 II 형인지가 애매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존재
가 I형으로부터 II 형으로의 전이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24)

“대격의 존재는 외부 논항의 존재를 함축하며 그 역도 참이다”라는 Burzio의 일반
화가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필자는 무인칭 피동구문 H형에서도 대격이 할당

되는 것으로 보므로 “주격 목적어” 주장자들과 달리 II 형도 역시 Burzio의 일반화

에 예외로 간주한다. 1 형과 II 형 모두 일반화의 예외라는 점은 이것들이 과도기적
유형임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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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의 불필요라는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폴트 형태로의

전이를 저

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목적어로 사용된 지시체의 활성 자질이다. 활성은
인칭

> 3 인칭 > 고유이름 > 남자 > 여자 > 동물로

1,2

이어지는 위계를 보이는

데 구체적으로 활성의 어느 지점이 기준이 되는가는 개별 언어에 따라 차이
가 있을 수 있다

핀란드어에서는 2 단계(“3 인칭")가 기준점이 되지만 고대러

시아어에서는 4 단계(“남자")까지

기준점이

확산된다.영) 고대러시아어의

예로

다음을 보라.

(26)

H

CblH a

6blJlO

H

KH~*He

lltTH

llaTH

a

그리고--아들(대격)--조동사(과거)-그리고 -공후의 자식들--주다(부정사)- 그리고

Ka3Ha

B3~TH

국고(“주격")

취하다(부정사)

‘그리고 아들과 공후의 자식틀을 넘기고 국고를 취해야 한다.’

(flaMJl THHKH

lJHllJ10Ma TH 'I eCKHX

CHOUJeHH꺼

MOCKOBCKOJ‘ o

... 11,

473 ,

1517 년.

Timberlake 1974, 64 면에서 재인용)
“주격 목적어”설을 따르면 목적어 위치에 “주격”이 나타나는 경우는 언어에

따라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고대러시아어 부정사구문에서 남성 단수
활성 목적어와 인칭대명사는 대격을 취하고 그 밖의 목적어는 주격을 취하지
만 핀란드어에서는 인칭대명사는 대격을， 그 밖의 경우는 주격을 취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필자의 주장을 따르면 어떤 언어에서나 목적어 위치에는 대격이
할당되는 것이 일반적 원칙이다

할당된 대격이 언제 디폴트 형태를 취하는가

가 언어에 따라 다를 뿐이다.

정말 설명하기

힘든 문제는 핀란드어에서는 존재구문에서도 인칭대명사가

“대격 신호 어미”인 -t를 동반한다는 사실이다.

(27) Minu-lla

on

sinu- t.

나(외처소격)--있다 (3 인칭 단수 현재)--너(“대격"?)

25) 슬라브어와 긴밀한 연계가 있으면서 좀더 보수적 경향을 보이는 발트어 계열의 라
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에서는 기준점이 1 단계(“ 1 ，2 인칭")에 머무는 점을 참조하라.
이들 언어에서 1 ，2 인칭 목적어는 대격으로， 그러나 3 인칭 목적어는 비(非)대격으로
나타나는 예로는

Timberlake 1974 ,

145-147변을 보라

주격에 대하여

‘내게는 네가 있다’

(Nelson ,

235

85 면에서 인용)

이러한 사실은 존재구문의 논항이 목적어임을 시사하는가? 3 장에서 펼자는

존재구문의 논항을 주어로도， 목적어로도 볼 수 없으며 그것은 원천적으로 부
분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핀란드어

존재구문에서

인칭대명사는 왜 부분격 신호 어미를 취하지 않는 것인가? (예 (24) 와 비교해

보라.) 사실상 존재구문에서 인칭대명사는 특수한 맥락이 아니면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여기) 내가 있다와 같은 문장은 일반 상식적으로는 가능하
지 않다. “내게는 네가 있다”와 같은 문장은 가능하지만， 여기서 “너”는 주어
지고 한정적이며

유일하고 분리될 수 없는 개체라는 지시체적

의미를 떠나

“나”라는 처소 혹은 소유주에 소속되어지는 (화용적으로) 비한정적인 일부 구
성원이라는 새로운 정보로 사용된 것이다. 인칭대명사는 원천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한정적이며 부분성에

대해 저항적이므로 존재함--즉， 무엇의

일부임

을 새로운 정보로 전달하는 구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이 억제된다. 어휘
지시체의 특성과 문장의미의 특성간에 갈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인칭대명사가 존재구문에 사용될 경우 인지적 현저도는 매우 높으며
언어에 따라서는 이때 인칭대명사가 일반적 서술구문에서처럼 구 정보가 아
니라 새로운 정보， 즉 초점에 해당하는 대상을 지칭하는 것임을 특정한 형태
를 통해 명백히 하고자 한다

동사와의 비일치도 한 몫을 한다. 예 (27) 을 다

음 예와 비교해 보라

(28) Minu-lla

ole-t

나(외처소격)--있다 (2 인칭 단수 현재)
‘너는 내게 있다./ 네가 내게 있다 ,

sinä.
너(주격)

(Toivanen , 121 변에서 인용)

예 (28) 은 문장 강세의 위치에 따라 이중적 해석이 가능하다. “Minu-lla" 가

강조될 경우 “너는 내게

있다의 의미로

“ sinä" 가 강조될 경우 “네가 내게

었다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의미 상 존재구문인 예 (27) 에
근접하지만 예 (27) 에서는 “네가 있다라는 명제 전체가 분리 불가능한 하나
의 단언을 형성하는 반면

예 (28)에서는 “내게 있다”라는 배경 위에 “네가”만

이 초점， 즉， 새로운 정보로 주어진다. 따라서 예 (28) 은 어떤 해석을 갖건 모
두 중립적 어순인 “ Sinä

ole-t minu-lla." 에서 어순 도치가 일어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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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여기서 “ sinä" 는 명실공히 주격이다.

예 (27) 의 인칭대명사의 기능이 예 (28) 의 그것과 다름을 보이기 위해서 예
(27) 에서는 주격 신호 형태와 동일한 형태는 우선적으로 배제된다 .26) 또한 부

분성에

대해 저항적인 인칭대명사의

특성

상 명사에서와 달리

부분격

신호

형태 sinu-a도 적절한 후보가 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후

보는 대격 신호 형태인 sinu-t 이다. 존재구문에는 대격이

할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것도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존재구문의 부분격 논항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대격 신호 형태가 가장 근접한 후보일 수 있다.'2:7)
결론적으로， 핀란드어의 무인칭

피동구문이나 명령구문의 “주격 목적어”를

대격 디폴트 형태로 보게 되면 그 자리에 사용되는 인칭대명사가 대격 신호
형태를 취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아울러， 존재구문의 논항을 부분
격으로부터 온 것으로 보게 되면 왜 존재구문에서 인칭대명사가 사용되기 힘

든지， 그리고 설혹 사용되더라도 왜 부분격
설명 가능하다. 위의 모든 경우들에서

신호 어미가 사용되지

않는지가

인칭대명사의 사용은 인지적으로 현저

하며 그러한 특성은 -t 라는 특정 어미로써 표현된다.

7.

결론

이 논문에서 밝혀진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격은 그 격을 신호하는 명백한 형태 이외에 디폴트 형태를 취할 수 있
다. 디폴트 형태는 다른 격과의 변별에 문제가 없거나 인지적 현저도가
높지 않을 경우 사용 가능하다.

26)

참고로， 러시아어의 경우 예 (27) 과 예 (28) 의 차이는 불변 존재사 eCTb 의 사용 여

부로 결정되고 대상 논항은 동일한 형태를 취한다

27)

Vähämäki 는 존재구문의 논항이 부분격 혹은 주격이라고 보는 점에서는 필자와
견해를 달리 하지만 존재구문의 인칭대명사가 대격 형태를 취하는 점에

대해서는

필자와 유사한 소견을 펼치고 있다. 특히 418변. 435-437변을 보라. 존재구문의 대
상 논향이 대격 형태를 취하는 점과 관련하여 HAVE로써 소유를 표현하는 언어들
에서 대상 논항이 대격 형태를 취하는 점도 함께 연구되어질 가치가 있어 보인다.
HAVE가 원래부터 타동사가 아니라 원천은 존재구문의 BE와 동일하다고 여겨지
므로 더욱 더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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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폴트 형태를 인정할 경우 주격은 문법적 주어로 기능함을 보이는 것
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일치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게 된다.

(3) “주격 목적어”란 없다. “주격 목적어”라 불리는 것들은 주격이 아니라
대격이나 피격， 혹은 부분격의 디폴트 형태들이다.

(4) 대상 논항이 [+활성]일 경우 그것은 높은 인지적 현저도를 보이며 이로
인해 디폴트 형태의 사용에 제약이 가해질 수 있다.

(5)

비(非)주격의

디폴트 형태는 (주격

신호 형태가 디폴트 형태와 통일한

언어의 경우) 주격으로 재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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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Nominative
- Particularly on the so-called "Nominative Object"

Lee , In-You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preva1ent notions on
Nominative Case and to provide a universally effective explanation of Case
assignment.

The

author

particularly

concentrates

on

the

notion

of

"Nominative Object ," which she c1 aims to be non-existent. “Nominative
Object" is in fact Accusative (or Partitive in the case of existenti a1
sentences , or Pathetive Case in the case of Ergative constructions) in
default for m. Cases

are typically

signalled by corresponding forms.

However, default forms may be used when there is no need for distinction
with other NP ’ s , or when the NP is not s a1 ient enough for the position.
Animacy can be one of the factors for restricting the use of default form.
1n many languages in c1 uding lndo- European Nominative Case is signa11ed
by zero desinence which happens to be identic a1 with default form. That ’ s
why confusion has arisen to view the default form of non-Nominative
Cases as Nominative. (Note that there are languages such as Korean and
]apanese

which

have

distinct

markers

for

Nominative.)

Sometimes

Accusative or Partitive Case in default form is reinterpreted as Nominative
(and as subject) and shows agreemen t. It is the resu1t of abduction
process , which is impelled by the formal identity between default form and
the (zero) form signalling Nominative Case. Pressure to have a subject
may also promote the reinterpretation.
1n sum , Nominative Case is not an unmarked or zero Case which may
be used in any position for any function , as many scholars have clai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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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 it is a Case primarily for subject , as traditional theories have claimed.
It is a structural case exclusively for subject and is the foremost candidate

for agreemen t. Such new (and narrow) definition of Nominative Case
becomes possible only when the existence of default form is acknowled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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