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어 ‘여격 주어’ 구문 재고

이

1.

인 영*

들어가는 말

소위 ‘DAT 주어’구문에 대한 논란에서 문제가 되는 유형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1)

(1) DAT -- INF:
Ky~a HaM nOCTaBHTb 3TOT ~뻐K? ‘우리 (DAT) 이 궤짝 어디에 놓아야 하지?’

(2) DAT -

상태범주 (-- ACC/GEN):

a. MHe XOJlO~H。

b. MHe
(3) DAT

%aJl b

‘나는 (DAT) 줍다.’

ero. ‘나는 (DAT) 그가 (ACC/GEN) 가없다.’

양상사 -- INF:

MHe Ha~o/Hy%HO 3aHHMaTbC~. ‘나는 (DAT) 공부해 야 한다.’

(4) DAT --

V-C 5I:

MHe He cnHTC~. ‘나는 (DAT) 잠이 안 온다.’

(5) DAT -- V-c 5I /ADJ -- NOM:
a. MHe BCnOMHH Jl aCb MOCKBa ‘나는 (DAT) 모스크바가 (NOM) 회상되었다.’

b.

MHe Hy%eH Bpa 'l. ‘나는 (DAT) 의사가 (NOM) 필요하다.’

(1)의 INF구문 DAT 및 (2)-(5) 의 ‘경험주 여격(이하 EXP DAT) ’에 대해서

는 이것들이 주어이며

이

점에서 ‘수용자 여격(이하 REC DAT) ’ ((6)) , ‘수혜

여 격 (이 하 BEN DAT) ’ ((7) ), ‘소유 여 격 (이 하 POSS DAT) ’ ((8) ), ‘정 감적 여 격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본 논문에서 특별한 설명 없이 사용되는 약어들은 다음과 같다. DAT: 여격， INF:
부정사， AC C: 대격， GEN: 생격， NOM: 주격， INS T: 조격， N: 명사， V: 동사， AD]:
형용사， NP: 명 사구， vp: 동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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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DAT ETHICUS) ’ ((9) ) 등과 근본적으로
기 되 어 왔다. (용어 는 Van Hoecke (1 996) 참조 J

다르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

(6) OH l1aJl MHe 5I ÕJlOKO. ‘그는 내게 (DAT) 사과를 주었다.’
(7) OH KynWJl MHe 110M. ‘그는 내게 (DAT) 집을 사 주었다.’
(8) OH HacTynWJl MHe Ha Hory. ‘그는 내 (DAT) 발을 밟았다 ’
(9) TbI MHe He ono311aìt CMOTpW! ‘너， (나를 봐서 (DAT)) 늦지
(Janda(1993:543))

않게 조심해!’

‘DAT 주어설’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한다:
(i) (1) --(5) 의 DAT를 모두 주어 로 간주하는 유형 (Mpa3eK (1 963))
(ii) (1) --(4) 의 DAT는 주어로， 그러나 (5) 의 DAT는 비주어로 간주하는 유형

(Bachman (1 980) , Konclrashova (1 993) , Schoorlemmer(1 994))
(퍼)(1)펴 DAT만 주어로 간주하는 유형 (Fowler(1987) ， Greenberg and Fr.없다:cs
(이 하 G&F) (1 99 1), Franks (1 995) , Komar (1 999) , Moore and Perlmutter
(이하 M&P)(2000))
주목할 점은 INF구문인 (1)에 대해서만큼은 (i), (ii), (iii) 모두가 DAT의 주

어성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깔려 있다.

DAT -- INF
11

11

NOM -- V
주어

술어

본 논문은 이러한 도식이 잘못된 전제에 기초하고 있으며 따라서 INF구문

DAT

주어설은

DAT와

EXP

심각하게

재고될

DAT((2)-(5)) 의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

관계， 나아가서

아울러

INF구문

이것들과 (6)-(9) 의 DAT들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궁극적으로 DAT의 총체적 의미 및 인
지적 확산과정을 규명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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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주어’인가?

DAT:

INF구문 DAT가 주어라는 주장은 ‘DAT--INF’구문이 ‘NOM 주어 --vP 술
어’구문과 병행성을 보인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DAT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된다.

NOM 대신 주어가

Kondrashova (1 993:268)

는 AGR의 비 어 휘 화를 제 안한다. ‘NP--VP’구문에 서 는 AGR 이 V에 의 해 어
휘화되고
에

양상

Spec , AGR에 NOM 이 할당되지만 INF구문에서는 V와 AGR 사이
작동소 (Modal Operator)7} 존재 하므로 --III 장을 보라-- V 의 어 휘 가

AGR로 상승할 수 없고 이 경우

Spec, AGR에 DAT가 할당된다는 것이다.

한편，

G&F (1 99 1) 및 Franks(1995) 는 모든 INF가 DAT 주어를 갖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면서 DAT 주어의 조건으로 INF의 [+시제]성을 들고 있다.
HaM 마V10 H8 np08XaTb. ‘우리들은 (DAT) 통과할 수 없었다.’
(11) MH8 Ba%HO (*BaM) (*뻐JlO) nOHm IlOMOH. ‘나는 (DAT) (*당신 이 (DAT))
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했다).’ (G&F(199 1: 90))
(1 0)

이 들에 의 하면 (1 0) 의 INF는 [+시 제]로서
INF는 [-시제]로서

DAT

DAT

집

주어 를 취 하는 반면， (11) 의

주어를 취하지 못한다. 이러한 주장은

DAT

주어의 조

건을 [ 시제]로 본 Fowler(1987:176) 의 견해와 대치된다. Fowler(1987) 에 의하면

‘NP--VP’구문은 [+시제]로서 이 경우 주어 자리에 NOM이 할당되지만 INF구문
은 [-시제]로서 이 경우 주어 자리에 DAT가 할당된다. (10) 은

에 의하면 “ HaM

Fowler(1987:181)

He npoexaTb" 라는 ([ -시제]인) INF절이 ([ +시제]인) BE를 술어

로 하는 상위절의 주어 자리를 차지하는 구조를 갖는다.2)

이 러 한 다양성 에 도 불구하고 위 의 주장들은 모두 INF구문 DAT를 NOM과
동일한 위치에서 할당되는 구조적 격으로 간주하는 공통점을 보인다 .INF구문
DAT가 통사적으로 NOM과 동일하다는 생각은 이

둘이

의미기능 면에서도

동일하다는 오해를 낳기도 한다.(1)의 “HaM" 을 (1 2) 의 “MbI”와 동일하게 행위주

(이 하 AG) 로 간주하는

2)

Kondrashova (1993:258) 나

Schein(1982) 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Komar(1 999:257) 를 보라.

모든 INF구문이

BE절을 상위 절로 하며

는 이 BE에 의해 할당된다고 주장한다. 한편， M&P(1 999) 는 INF구문이
INF구문의 “ ðblJlO" 는 소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DAT

[ -시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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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Ky,l1a Mbl nOCTaBHM 3TOT

Jlll(

Hl<? ‘우리 (NOM) 이 궤짝을 어디에 놓을까?’

HaM

(1)
(12)

nOCTaBHTb

11

11

Mbl

nOCTaBHM
행위-술어

AG- 주어

위의 도식은 명백한 오류이다. (1 2) 에서와 달리 (1)에는 참여자의 의도성이
전혀

개입되어있지 않다.(1)의 DAT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_.-경우에 따

라서는 자신의 의지에 반해서-- 행동해야 할 상황에 처해진 인물일 뿐 (1 2)
의 NOM 처 럼 AG가 아니 다.(1)과 (1 2) 는 전혀 다른 의 미 구조를 갖는다.

INF구문 DAT가 주어라는 주장의 근거로는 흔히 (소속 절 내에서의) 문
두-화제성， 재귀대명사 ce651

및

재귀형용사 CBOH 의

결속이

거론되곤

한다.

(Chvany(1975:183) , G&F (1 991:76) , M&P(2000:378) 등을 보라 J
(13) a. BOpHcy He paÔO Ta Tb y ceÔJl
‘보리스는 (DAT) 자기

,l1

OMa

집에서

일할 수

없다 (j보리스는 자기

집에서

일 해 서 는 안 된 다.)’

(M&P(2000:378) )
b. BOpHCy He :l< HTb CO cBoeìí MaTepblO
‘보리스(DAT) 는 자신의 어머니와 살 수 없다 .(j보리스는 자신의

어머

니와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띠것들은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예컨대， ACC 목적어도 문두
에 오거나 ((14-a)) 재귀형용사를 결속할 수 있다 ((14-b) ).

(14) a. Mamy Jl Jl106J1IO. ‘마샤를 (ACC) 냐는 사랑해.’
b. 대 3aCTaJI MeHJli B cBoeìíi l< OMHaTe. ‘그는 나를 (ACC) 내 방에 서 찾아냈다.’
(G &F(1 991:77))
INF구문 DAT의 주어 성 에 대 한 기 준으로 (i) 술부， 특히 술부 조격 과의 일
치，

Oi)

(PHO 를 통한) 피통제 가능성，

(1 5)

To꺼

‘이

py l< OnHCH He ÔblTb
원고는 (DAT)

Wi)

상승 가능성이 제안되기도 한다.

onyôJlH l< OBaHHO 더

외국

출판사에서

(M&P(2000:393) )
(16) BOpHC C,l1 eJlaJl Bce B03MO:l<HOe ,

l{

3apyôe :l< HblM H3 ,l1 aTe Jl bCTBOM.
출판되어서는(INST)

안

된다.’

TOÔbl paÔOTaTb O,l1 HOMy. ‘보리스는 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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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2000:397) )

(17) 씨 He HaqaTb paÕOTaTb OaHHM. ‘그들은 (DAT) 자기 들끼 리 만 (DAT) 일하
기 시 작할 수 없다.’

M&P(2000) 에

(M&P(2000:399) )

따르면， (15) 에서 DAT “To꺼 PYKonHOI"( 여성

단수)는 INST

“onYÓJlHKOBaHH。η"( 여성 단수)와 성， 수의 일치를 보이므로 주어이고， (16) 의

'I T

OÓhI 절에는 “ OIlHOMy" (DAT) 와 일치를 보이며 주절의 주어 “50PHC" 에 의해 통제
되는 DAT PRO주어가 존재하며， (7) 의 DAT “11M" 은 INF “paÓOTaTb" 의 숨은
주어가 상승한 것이다.

(i) -(iii) 외에 또 다른 주어성 테스트로 (iv) 피동화가 제안되기도 한다.
(1 8) a. I1 BaHy oÕMaHYTb Bac lO. ‘이반은(DAT) 바샤를 (AIα) 속여야만 한다.’

-->

b. Bace ÕhlTb oÕMaHy TblM I1 BaHOM. ‘바샤는(DAT) 이 반에 게 (INST) 속 임 을
당하도록 되 어 있다 ’ (Kondrashova(1993:259))

Kondrashova (1993:259) 에 따르면 피동화에서 NOM은 INST로， ACC는 NOM
으로 전환되는데 08-a) 의 DAT와 ACC는 (18-b) 에서 각각 INST 및 DAT로

전환되므로 INF구문의 DAT는 NOM과 동일하게 주어로 간주될 수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i) - (iv) 의 주어성 기준들을 조목 별로 검토해 보자.

(i) 술부 INST 와의 일 치

(19) a. OHi BepHyJIC51 rOJIOaHblMi' ‘그는 (NOM) 배 가 고픈 채 (I NST) 돌아왔다.’
b. BoPHCYi BeCeJIO rOJIblMi' ‘보리스는(DAT) 벗은 채(INST) 즐겁다‘，
(B ailyn (1 991 :86))
09-a) 에서

술부 INST는

NOM 주어와 일치를 보인다. 그런데 (19-b) 에서

는 술부 INST 와 일치를 보이는 것이 DAT 이므로 그 DAT는 (19-a) 의 NOM
처럼

주어라는

것이

M&P(2000) 의

논리이다.

이인영 (2005) 에

의하면

술부

INST는 소절 (Small Clause , 이하 SC) 로 이루어진 이차절의 술부에 할당된다:

OH BepHYJlC.H [PRO rO Jloll#H ]Sc.3) INST가 SC의 술부에서 할당된다면 그것은
3) “ OH ÕblJI rOJIOaHblM.

‘그는 배 고랐다.’”과 같은 BE구문의 술부 INST는 (CTaHOBμTbC5I나

51BJI꺼 TbC5I의 경우처럼) 어휘적 격 Oexical case) 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현재시제에서
는 (CTaHOBHTbC5I나 51BJI꺼 TbC5I의 경우와 달리) INST가 불가능한 점을 볼 때--*“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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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딩C의 PRO 주어와 일치를 보이며 S c.의 PRO 주어는 주절의 어느 한
NP와 동일 지표를 가지므로 그 결과 INST는 주절의 그 NP와 일치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문제는 S c.의 PRO 주어가 항상 주절의 주어와 동일 지
표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INST 또한 반드시 주절의 주어와 일치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20) a. OHa 3aC Ta JIa eroi lI b5l HbIMi' ‘그녀 는 그를 (ACC) [그가] 취 한 상태 에 서
(INST) 만났다.’
b. BaMi He lI pHBO .l1 HTb eroj lI b5l HbIM/?i ‘당신은 (DAT) 그를 (ACC) 취 한
상태로(INST) 데려오면 안 됩니다. / ?당신은 [당신이] 취한 상태에서
그를 데려오면 안 됩니다.’

(20-a) 에서

일차적

INST는 NOM 이

아니라 ACC 와 일치를 보이며

(20-b) 에서도

해석은 ACC 와 일치를 보인다. 이러한 예들은 술부 INST와 일치를

보이는 것이 주어라는 주장이 SC 내에서만 유효할 뿐 주절 차원에서는 그렇
지

않음달 보여준다. 이상을 볼 때，0)는 INF구문 DAT가 주어라는 주장의

근거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ii) (PRO를 통한) 피 통제 가능성

(21) …, 'l To6bI eMy pa60 Ta Tb O.l1HOMy. ‘...

그가(DAT) 혼자(DAT) 일하기 위해서’

M&P(2000) 는 (21)에 서 “eM)'''(남성 단수 DAT) 가 “ OL\H OM)' " (남성 단수 DAT) 와
성， 수， 격의

일치를 보이는 점을 근거로 (16) 에도 주절의 주어 “50PHC" 에 의해

통제되며 “O.l1HO M)'''와 격일치를 보이는 DAT PRO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DAT

PRO 지지자로는 Schein (1 982) , Fowler (1 987) , Neidle (1 988) , M&P(1999) 도 보라.)
그런데 PRO는 주어 위치에서만 가능하므로 (16) 의 DAT PRO는 'ITO삐절의 주어

이 며 이 F’'HO에 상응하는 (21) 의 DAT 또한 주어 라는 것 이 그들의 논리 이 다.
그러나 (22) 는 DAT PRO 주어설에 걸림돌이 된다.

(22) H XO 'ly 1I0eXaTb O.l1HH/*O .l1HOMY.
rOJIO .l1HbIM.

‘그는 배 고프다’

,

‘나는 (NOM) 혼자(NOM!*DAT) 가고 싶다.’

BE구문의 술부 INST도 잠정 적 으로는

SC

이 차절의

술부에서 할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인영 (2005) 를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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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owler(1987:178) 는 INF의 PRO 주어보다 높은 현
저성을

갖는

주절의

NOM

주어가

“OIllIH"을

통제한다고

보았으며，

Franks

(1995:266) 는 PRO를 조응적 PRO와 비 조응적 PRO로 분류하고 (22) 의 PRO는
(16) 의 PRO와 달리 조응적 PRO로 간주되 어 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4) 한편，

Babby (1998) 는 PRO 주어를 갖는 (16) 에서와 탈리 (22) 에는 PRO 주어가 존재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적 어 도 (22) 에 관한 한， 필자는 Babby (1998) 의 주장에
동의 한다. 그 이 유는 다음과 같다.
전통적으로 INF논 형태론적으로는 V 범주 내에서 다루어져 왔지만 통사적으
로는 때로는 V로， 때로는 N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 관례였다 .5)
INF의

이러한 통사적 모호성은 INF가 V로부터

파생된 추상명사라는 기원과

연관되어 있다. (INF의 기원에 대해서는 Kurilowicz (1 964) 를 참조하라.) INF011

언칭， 수에 의한 변화나 시제가 부재한다는 사실은 INF의 N적 성격을 보여준
다. 다른 한편으로，

ACC 목적어가 부가될 수 있고， 상과 태의 표현이 가능하

며， 성， 수， 격을 갖지 않는다는 점은 INF의 V 적 성격을 보여준다. INF를 (V
로부터 파생된 또 다른 추상명사 유형인)

-Hlle/-Hbe ,

-Tlle 와 비교해 보면

INF

가 후자보다 렬 N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념할 점은 INF가 V 적 성격과 N 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다.

INF는 일반 N 처럼 명명 기능을 갖되 명명되는 것이 일반 N 에서처럼 객체인
것이 아니라 행위이다. 동시에， n애는 행위 자체만을 명명할 뿐 일반 V 와 달
리

행위와 관련된 사항들--행위가 언제， 누구에 의한 것인지

은 함의하지

않는다.6) 이러한 점에서 INF는 V 를 내포하는 N, 즉， [V]N 으로 규정되는 것

4)

(16) 에서와 달리 (22) 에서는 ‘복수부착 (multiattachment)’이 작용한다는

M&P(1999:240)

의 주장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5)

INF의 N 적 기능의 예로는 “KaTaTbC~
는 “í! II。따y

BCTpeTHTb ero.

-- Beceno.

‘타는 것은 즐겁다’를 보라

때로

‘나는 그를 만나러 가겠다’와 같은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INF의 부사적 기능이 추가적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6) INF가 시제를 갖지 않는다는 말이 INF구문이 시간성을 보일 수 없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예컨대，

(10) 은 과거에

대해

진술하며

이때

시간성은 INF절에

부가되는

BE(=6blm) 에 의해 신호된다. 참고로， 고대교회슬라브어 및 러시아어 방언에서는 과거

나 미래맥락이 아년 INF구문에서도 BE가 (현재형 혹은 INF형태로써) 사용되기도 한
다:

“ HtCTb HaMb Oy6HTH ‘우리는 죽이면 안 된다’"(고대교회슬라브어， Lunt( 1974:141));
:l< e HaM B llpa3 1lHHK pa60 Ta Tb! ‘휴일에도 우리는 일해야 하다니!"’(러시아
방언， KacaTKHH(1989:135))

“ Bellb 마>lTH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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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타당하다.7)

INF가 [V]N 이라면 INF구문은 [VP]NP로서

궁극적으로는 NP구문--예컨대，

“ 311Ma , ‘겨울이다’--의 한 하부유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NP구문이 주어를 갖
지 않듯이， INF구문 또한 주어를 갖지 않는다. 주어를 함의하는 것은

[VP]NP
INF 접

에 내포된 VP 일 뿐이며， 그 VP가 함의하는 주어는 VP를 NP화시키는
미사 -Tb (/m) 에 의해 흡수되어버린다，
는

시간성씨

BE의

부가에

의해

NP 자체는 [-시제]이므로 NP구문애서

표현되듯이--“EblJJa

3HMa , ‘겨울이었다’

INF구문에서도 시간성은 BE의 부가에 의해 표현된다 --(0) 을 보라

이제 이 가설에 의거해 (22) 와 (1 6) 을 다시 보자. 이 가설에 따르면 n앤P 는
궁극적으로 NP 이므로 (22) 에서 INFP는 여느 NP~1 럼

에 직접 배치될 수 있으며

INF oJ]

주어를 갖는 것은

내 VP 이지

부재하므로

유일한

[VP]NP
“OMH ”이 S 내

대한

PRO

V

“XOqy" 의 DO 의 위치

주어의 설정은 불필요하다，

(PRO

INF 자체가 아님에 유의하라 J PRO가
NP 인 NOM 주어와 일치를 보이는 것은 당

연하다. 한편， (6) 에서처럼 INFP가 qTOÕbI 절에서 사용 가능한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IJ~"'FP와 순수한 NP의

차이점도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목립적

NP는 qTOÕbI 절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 , qTOÕbI 3HMa ," 이는 (주절과 달리) 종

속절은 [+VP] 라는 자질을 요구한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8) [VP]NP는 [-VP] 인 순수한 NP와 달리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16) 에서

DAT

부가어 “。.IlHOMy" 와의 일치를 고려할 때

인정하는 것은 타당해

PRO의 존재를

DAT

보인다，9) 그러나 (Babby (1 998)를 포함하여) 모든 기존

연구들이 (16)의 PRO를 주어로 간주한 점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llHO~ψ”

7)

소위 미래 표현인

‘BE(=5yllY) +

INF’에서도 INF를 [V]N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서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 형태는 고대어의 미래 표현에 사용되던
다’/XO'lY ‘원하다’'/IIMaMb ‘가지다’

+

‘rrO 'l bHY

‘시작하

INF’에서 rrO'lbHY/XO'lY/IIMaMb 의 어휘의미가 약화

되고 시제， 양상적 의미가 부각되면서 16-17세기 경 외부적 영향과의 상호작용 하
에 BE로 대치되면서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 좀더 많은 연구가 요구되기
는 하지만 미래표현의 BE가 애초에 보어 NP를 요구하는 타동사였던 rrO 'l bHY/xo<ry/

IIMaMb 의 대치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BE

十 INF’의 INF도 [V]N 가설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8)

부동사가 이끄는 종속절에서도 부동사가

[+VP]

자질을 가짐을 참고하라.

9) G&F (1 991:92) 는 DAT PRO설에 반대하고 (16) 에서 “ Ot1HOMy"의 격이 PRO와의 일치
에

의"1511 서가 아니라 직접

Schein(1982) 을 보라

할당되는

것으로 본다， PRO.으J

격

문제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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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일치는 PRO가 QTo6bI 절의 주어라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OllHH 의

형태는

그것과 동지시적인 NP와 일치를 보일 뿐 그 NP의 통사적 지위와는 무관하다.

(23) a.
b.

JII0ÕJlIO eíoi O.llHOíOi. ‘나는 그이 (ACC) 한 사람만을 (ACC) 사랑한다.’
Jl .ll aJl >I ÕJl OKO eMYi O.llHOMYi. ‘나는 그이 (DAT) 한 사람에 게 만 (DAT)

Jl

사과를 주었다.’

(23-a) 에 서

“。gH。「0 ”는 ACC DO 인 “er。”와， (23-b) 에 서

“OllHOMy"는 DAT

IDO 인 “ eMY" 와 일치를 보인다.
이상을 볼 때， (1 6) 의 PRO 가 주어라는 확증은 없다고 할 수 있다. PRO 가

주어 위치에서만 가능하다는 전제는 유보될 필요가 있다. (16) 의 PRO 가 주어
라는 생각의 저변에는 INF구문의 INFP를 근본적으로 VP와 동일시하는 인식
이 깔려 있다.

(iiD

상승 가능성

M&P(2000:399) 는 상승이
(1 7) 의 DAT “HM" 이
승한

것 이 라고

주어의

위치로부터만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HaqaTb ”를 뒤따르는 INF “pa60TaTb" 의 숨은 주어가 상

주장한다.

그러 나

(24-a) 에

견주어

볼

때

(24-b) 의

INF는

((22) 에서처럼 )V 의 보어 NP의 위치에 직접 배치된다고 할 수 있으며 그렇다
면 HaqaTb 는 굳이 상승동사로 간주될 펼요가 없다.

(24) a. OH Ha 'l aJl pa60TY ‘그는 (NOM) 일을 시 작했다.’
b. OH Ha 'l aJl pa60 Ta Tb. ‘그는 (NOM) 일하기 시작했다.’
(25) 에서 “ OllHHM" (DAT) 가 아니라 “ OllHH" (NOM) 가 나타난다는 사실도 이러

한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paõoTaTb O .llHμ.
시 작한다 ’ (M&P(2000:399) )

(25) OHII

Ha'lllH뻐 T

‘그들은 (NOM) 자기 들끼 리

(NOM)

일 하기

이 번 에 는 M&P(2000: 40이가 또 다른 상승동사로 지 목한 OKa3aTbOl 를 보자.

(26) a. OKa3a JlOCb , '1 TO OH 6hlJl 1I0Jl e3HhlM. -- > OH OKa3aJlC>I
유익한 것으로 드러났다.’

0 e3Hh1M.

1I Jl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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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H OKa3aJJC .lI ÕblTb 1I0JJe3 HblM. ‘그는 유익한 것으로 드러났다
C. *OH OKa3aJJC .lI paÕOTaTb. ‘그는 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a) 는 OKa3aTbC.lI가 상승동사로 간주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26-b, c)

가 불가능함을 볼 때 이 동사는 (단순히 qTO 절 및 INST를 어 휘 적 격 으로 요
구하는 동사가 아니라) 상승동사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INF와는 병행이 불가능

한 제약적 상승동사로 간주되어야 한다.1 0 ) 이렇게 되면 상승동사는 어떤 때에
는 (HaqaTb 처 럼 ) INF와 병 행 이 가능하고 어 떤 때 에 는 (OKa3aTbC.lI처 럼 ) 병 행 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필자의 견해처럼 적어도 HaqaTb 는 상

승동사가 아니라면 상승은 INF와는 작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된다. 상승이
INF와는 작용하지 않는다면 (iiD 은 INF구문 DAT의 주어 성 에 대 한 기 준으로
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i v) 피동화

Kondrashova (1993: 259) 는 08-b) 를 (18-a) 의 피동화로 간주한다. 피동화란
의미의 보존을 전제로 하는 통사구조 상의 변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18-a)
와 08-b) 는 이와 반대로 동일한 통사구조를 갖지만 전혀 다른 확미를 갖는다.

(18-a) ’ [HBaHY]DAT--[OÕMaHYTb Ba Clo]INFP
(18-b)' [Bace]DAT--[ÕbITb OÕMaHYThIM HBaHoM]INFP
(18-a)' 에서

바샤는

속이는

행위의

피의체(이하 PAT) 이지만

08-b)' 에서

그는 속임을 당하도록 되어있는 상황에 처해진 인물일 뿐 PAT는 아니다. 한

편， 08-b) ’에서

이반은 속이는 행위를 하는 AG 이지만 (18-a) ’에서는 (많은

경우， 자신의 원망과 달리) 속여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진 인물일 뿐 AG는 아

니다. 속떠샤 하는 혹은 속임을 당하도록 되어있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과 속
이는 혹은 속임을 당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n댄P가 [VP]NP로서 궁극적으로 NP범주에 속한다면 그것의

피동화가 불

가능한 것은 당연하다. 피동화가 가능한 것은 내포된 VP 이지 INFP 지-체가
아니다. 08-b) 를 08-a) 의 피동화로 보는 것은 INFP를 내포된 VP와 동일시

10) 영어에서는 BE는 허용되는 점과 비교해 보라: He turned out to be useful.
cf. * He turηed out to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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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오류에서 비롯된 것이다.

11 1.

EXP DAT:

INF구문 DAT와

같은가， 다른가?

INF 구문 DAT의 참주어성을 입증하는 근거로 제시된 네 가지 ‘기준’에 대
한 검토 결과는 기준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의 적용에 문제가 있으므
로 INF구문 DAT를 주어로 볼 근거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2)-(5) 의

EXP

DAT 의 경 우는 어 떠 한가? 논란의 소지 가 있는 ‘DAT--NOM’구문 ((5) )에 대 해
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하고 우선은 (2)-(4) 를 위주로 살펴보자.

INF구문

DAT와

EXP DAT의 관계에 대해서는 동질설 (Mpa3eK (1963) ,
Bachman(1980) , Jll Be .uoBa (1 982:431), Kondrashova (1 993) , Schoorlemmer(1994)) 과
이질설 (Fowler (1987) , G&F (1 99 1), Fra따s (1 995)， Komar (1 999) , M&P(2000)) 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동질설의 주된 근거는 INF구문 DAT와
위치에

나타나며

결속

및

통제

면에서

(Komar(1999:247) 의 예들 및 본 논문의

EXP

DAT가 모두 전형적 주어의

주어적

예 (1 3) ,

행태를

(3 1),

보인다는

것이다.

(32) 를 참조하라.) 그러

나 이미 II장에서 INF구문 DAT 의 주어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바 있으므로

주어성 기준에 기초한 동질설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때로는 INF구문이

EXP

DAT구문의 한 하부유형인 양상사구문 ((3) ), 그 중에

서도 특히 Ha.u。구문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 동칠설의 근거로 제시되기
도 한다.

(27) a. EMy B apMHKl HIlT H. ‘그는 (DAT) 군대 에 가야한다(=가야할
b. EMY Ha)l Q B apMH Kl HIl TH. ‘그는(DAT) 군대 에 가야한다.’
Bachman(l980:75) 이 (27-a)와 (27-b) 의 동의성을 지적한 이래，

운명 이 다).’

Kondrashova(1993:271)

는 INF구문이 Ha.uo구문처럼 양상구(MODP) 를 갖되 SκX:， MODP가 음운적으로 비

어있는 양상 작동소(mo떠1 ojæfator)로 채워진다고 보았으며， Schoorl얹1merü994: 152)
는 INF구문이 V의 위치에 공(空)양상사 (null mod머)를 갖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다수의

INF구문들이

Ha.uo 구문처럼

의무양상 (deontic mod머ity) 적

해석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항상 그러한 것은 아니어서 예컨대 (10) 에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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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불가피성이라는 인식양상 (epistemic modality) 적 해석이 선호될 수도 있고，
(13-a) 나 (13-b) 에서처럼

맥락에

따라 두 해석

모두가 가능할 수도 있으며，

(16) 에서처럼 두 해석 모두가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은 INF구
문이 보이는 양상적 해석이

INF 자체에 내재하는 양상성에 의햄 것이 아니라

구체적 맥락에서의 다양한 고려에 의한 함축의 결과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

에서 INF는 어휘 자체에 특정 양상이 내재되어있는 양상사와는 본질적으로 다
르며 따라서 INF구문을 양상사구문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번때는 별개설을 보자. 별개설의 근거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제시된다.

(i) INF구문의 INF는 타동사， 비능격동사， 비대격동사， BE+ 피동분사형 등
다땅딴 V 유형으로부터 가능한 반면， EXP DAT구문에 사용가능한 숨어는
제 한적 이 다 (M&P(20()():389)) .

(ii) EXP DAT구문의 DAT는 INF구문 DAT와 달리 술부조격에서의 일치，
피통제 가능성， 상승 가능성과 같은 참주어성 테스트에서 불합격이다(M&P
1
(2뼈
:395-뼈) ).

(iii) 범슬라브적인 EXP DAT구문과 달리 INF구문은 (부분적으로는 폴란드어
및) 러 시 아어 에 만 존재 한다 (G&F(1991) ，
위의

Franks (1 995)).

세 근거들을 차례로 검토해 보자.(i)의 주장은 얼핏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EXP

DAT구문의 술어는 상태범주 ((2) )나 양상사 ((3)) ，

ADJ((5-b)) ,

무인칭 V-C .ll( (4)) , 중간적 V-c.lI ((5-a)) 로 국한되는 반면， INF구문의 INF는 대부

분의 V로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INF구문의 INF도 모든 V로부
터 가능한 것은 아니어서 INF구문의 INF는 무인칭 V-C.lI와 중간적 V-C.lI로부터

는

불가능하다*“MHe He CnaTbC .lI.";

*“MHe BcnoMHHTbC .lI." 주목할 점은 EXP

DAT구문에 가능한 술어는 INF구문에는 가능하지 않고 그 거꾸로도 참이라는

것이다. 즉， 두 구문은 사용가능한 술어 면에서 상호보완적이다. 상호보완성은
이 둘이 하나의 공동범주를 형성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m 은 별개설의 근거
가 아니라 오히려 별개설을 반박하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INF가 행위를 표현하는 타동사나 비능격동사를 원천
으로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 INF가 되면 애초의 행위성이 사라진다는 것
이 다. 이 러 한 동사가 사용되 는 ‘NPNOM--VP’구문은 AG 인 NOM 이 V 의 행위
를 함을 낀술하지만， ‘DAT--INF’구문은

DAT 지시체가 INF 내에 내포된 V

러시아어 ‘여격 주어’ 구문 쩨고

217

의 행위를 해야 하는 상황-상태에 처해있음을 진술한다. 즉， 모든 INF구문은
V 구문과 달리
궤를 같이

행위가 아니라 상태를 묘사하며

한다.

이

점에서

EXP DAT구문과

(EXP DAT구문의 상태성에 대해서는 V 장을 보라. EXP

DAT구문은 상태범주， 양상사， AD]와 같이 품사 자체가 상태성을 함의하는
술어를 사용하거나 무인칭 V-C 5I나 중간적 V-C 5I와 같이 적어도 AG를 배제시
키는 술어를 사용한다.) (i)은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다음， 참주어성 테스트에 입각한 (ii) 를 보자. (ii) 에서 제안된 기준들은 이미
그 문제점이 II장에서 지적된 바 있으므로 이 기준들을 근거로 하는 (ii)의 주

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끝으로， (iii)에 제시된 비교유형학적 접근을 보자. G&F (1 99D 및 Franks (1 995)
는 러시 아어 의 ‘DAT--INF’구문이 타 슬라브어들에서 ‘NOM--HAVE--INF’구문

에 상응함을 지적한다.

(28) Co mám robit’?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what--I have--to do] ’
(슬로바키 아어 , G&F(1991:84))
cf. 니 TO MHe (D AT) lleJJa Tb?
그러나 (28) 유형을 갖는 슬라브어들에서도 EXP 구문에서는 러시아어에서처
럼 DAT가 사용된다.

(29) Ne radi mi se danas. ‘나는(DAT)
(크로야티 아어， Franks (1 995:365))
cf. MHe He pa50TaeTC 5! CerOllH5!.

오늘 일이 잘 안 된다.’

G&F(199D 및 Franks (1 995) 는 러 시 아어 INF구문의 DAT는 타 슬라브어 들
에서 NOM 에 상응하지만

EXP DAT는 이 언어들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점

을 들어 두 구문의 DAT가 별개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세부로 들어가 보면，
(29) 와 같은 무인칭

재귀사를 동반하는

EXP DAT는 THEME NOM 주어도

동반할 수 있는 반면 러시아어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드러난다. (이 점
은 Franks (1 995: 365-366) 자신도 지 적 하고 있다!)
(3이

Ova knjiga mi se ne Ci ta ‘나는 (DAT)
Franks(1995:366))
cf. *MHe BeCb lleHb t쩌TaeTC5! 3Ta KHwra.

이 책 이 (NOM) 잘 안 읽 힌다.’

(크로아티 아어 ,

‘나는 (DAT) 하루종일 이 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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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

잘 읽 힌다.’ (Franks (1995:365) )

(3이을 볼 때， (29) 의

EXP

DAT와 이에 상응하는 러시아어의

EXP

DAT가

과연 진정쓰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의심이 생긴다. 이상의 자
료들은 INF구문 DAT와

EXP DAT의 차이를 보여준다기
NOM 주어구문이 러시아어에서보다

보다는 러시이-어

외의 슬라브어들에서는

좀더 확산되어있

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이 적절하다. 러시아어와 타 슬라브어들
간의

이퍼한

차이는

모든

슬라브어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화제어로부터)

NOM 주어어로의 경향성의 진척 속도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주변적인)
러시아어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타 슬라브어들에서보다 느리게

나타난다.

(28) 과 (29) 의 차이는 개별 언어 내에서도 구문유형에 따라 진화의 속도에 차

이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진화과정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공시적 언어현상들을 비교하는 방법론은 INF구문 DAT와

EXP

DAT섹 관계 규명을 위해서는 부적절하다.

IV. EXP DAT: 주어먼가， IDO 인가?
INF구문 DAT와

EXP

DAT 에

대한 기존의 동질설과 별개설을 검토한 결

과는 두 설 모두 만족스런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두 설을 대치할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야 할 것이다.

EXP

EXP

DAT에 대한 좀더

면밀한 규명이 우선해

DAT 에 대한 기존 가설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i) 일 반적 주어 설 (Mpa3e K( 1963) , Ill BelloBa (I 982))

(ii) 일반적 IDO설 (Fowler(I 987) , G&F (I 991) , Komar (I 999))
(피)11-뻐l1E NOM구문( (5))은 제외하거나 유보한 제한적 주어설( Greenberg(I쨌)，

Konclrashova (I 993) , Schoorlemmer(1994))
(i v) IDO로부터 주어로의 상승설 (Chvany(1975) ， Bailyn (I 991))

(v)

주아로부터 IDO로의 강등설 (M&P(2000))

(i)의 일반적 주어설은 주로 전통문법에서 발견된다.

EXP

DAT가 주어라는

근거로 자주 거론되는 것은 (소속 절 내에서의) 문두-화제성 ((31-a，

b)) ,

재귀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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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 주어에 대한 통제 ((31-b)) 이다.

(3 1) a. EMy 6bIJlO :l< aJl b ce6J1 H CBOIO cecTpy.

‘그는 (DAT) 그 자신 (ACC) 과 자

신의 여동생이 (ACC) 안쓰러웠다.’

b. 4HTa Jl KHHry , eMy 6bIJlO BeCeJl O. ‘책을 읽으면서 그는(DAT) 즐거웠다.’
일반적 주어설에서는

THEME NOM구문의 EXP DAT도 위의 주어성 기준

을 만족시키므로 주어로 간주된다11)

(32) PaccMaTpHBaJl peuenUHIO , Mamei

nOHpaBHJlC꺼

CBOHi Bpaq.

‘처 방전을 살펴 보

면서， 마샤는 (DAT) 자신의 의사가 (NOM)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위의 근거들이 주어성의 필요충분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함에

대

해서는 이미 II장에서 논의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THEME NOM 구문의 경
우 숨어와 일치를 보이는 것이

EXP DAT가 아니라 THEME NOM 이라는 접

도 일반적 주어설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32) 에서 “nOHpaBllJlC.lI"의 성과 수는
“Mallle" 가 아니라 “ Bpa'!" 와

일치를 보인다. Mpa3eK (1964:245) 이

EXP

DAT를

‘간접적 주어’라 칭한 것도 이러한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볼 때， 일반적 주어설에서의 ‘주어’란 소위 ‘논리적 주어 Oogical subject) ’의 개

념으로 사용된 것이라 할 수 있다.
(ii)의

IDO설은

(i)의

주어설과 정면으로

대치된다. Komar (1 999:247-24S)는

(2) , (3) , (4) 가 무인칭구문으로서 정의 상 외부 논항 및 통사적 주어를 가질 수
없으므로
나

EXP DAT는 내부 논항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G&F (1 991:89-90)
Fow!er(1987:174) 도 이 DAT를 VP 내 적 논항으로 간주한다. DAT가 VP 내

적 논항이 라면

VP

내 적 논항 중 DO는 ACC가 차지 하므로 DAT는 IDO 일 수

밖에 없다.
IDO 의

전형이

IDO 라는 주장은
을 함축한다.

REC DAT((6)) 라고 할 때

VII장을 보라

, EXP DAT가

EXP DAT가 REC DAT와 동일하거 나 적 어 도 매우 유사함

EXP DAT와 REC DAT가 유사성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자신

에게 주어진 상황을 겪는 사람’인
를 수용하는 생명체’인

EXP DAT는 ‘자신에게 주어진 행위의 결과

REC DAT와 [+방향성 J ， [-능동성 J ， [+생명성]을 공유

11) 그러나 THEME NOM 이 인칭대명사일 때에는 그것이 EXP DAT를 선행해 문두
에 온다: “OHa MHe HpaBHTC꺼. ‘그녀 는 내 마음에 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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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2) 그러나 동시에

DAT는 주로 문두에

EXP

수 있는 반면 ((31)，
며 ((33-a，

b)) ,

DAT는

EXP

REC

DAT와 중대한 차이를 보인다.

나타나고 재귀대명사를 결속하며 PRO를 통제할
DAT는 중립적 맥락일 경우 문두에 오지 않으

(32)) , REC

재귀형용사를

결속하지도 못하고 ((33-a)) ， PRO를

통제하지도

못한다 ((33-b)).

(33) a. OHi ll aJJ MHej CBOHν*j KOCT뻐. ‘그는 내게 자신의
b. PRO/*j l.JHTa~ KHHry , OHi lla J1 MHej ~6J10KO. ‘책을

옷을 주었다.’
읽으면서 그는 내게

사과를 주었다.’

DAT가 (소속 절 내에서) 문두에 오는 경우 ((34) )에도 그것이 재귀대

REC

명사를 젤속하거나 PRO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차지하는 위상

이

DAT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보여준다.

EXP

(34) a. MHei OHj ll aJJ CBOH/*i KOCTIOM. ' 내 게 그는 자신의 옷을
b. PRO/*i 바lT a~ lI HCbMO , MHei OHj lla J1 ~6J10KO. ‘편지를

주었다.’
읽으면서 내게

그는 사과를 주었다.’

IDO셜은
어설이

REC

EXlP

DAT 와

DAT와

EXP

REC

DAT의 이러한 차이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주

DAT의 차이를 과장한 면이 있다면， IDO셜은 거꾸

로 이를 간과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다.
(iii)의

제한적

THEME

주어설은

NOM 구문인

EXP

DAT를

(2) , (3) ,

(4) 에서는 주어로， 그러나

(5) 에서는 IDO로 간주한다. Kondrashova (1 993:276) 에

따르면， (2) 는 ‘DAT 주어
는 ‘DAT IDO-- 단어 미

적으로

[-AGRJ 이므로

상태 범 주 (--ACC 보어 )’의 구조를 갖는 반면， (5)
ADJ--NOM 주어 ’의 구조를 갖는다. 상태 범 주는 본질
(2) 에서는 Spec , AGR 에 DAT가 할당되지만 --II장을

보라--， ADJ는 [+AGRJ 이므로 (5) 에서는 NOM 이 할당된다는 것이다.

THEME

NOM 구문의

EXP

DAT를

IDO로

간주하는

경 우는

Greenberg

(l 986: 1l 8- 1l 9) 에서도 발견된다. 그는 C 'IHTaTb 와 같은 ECM 동사를 갖는 구문

으로의 전환테스트에서 ACC로 전환되는 것을 주어로 보고 (35-a) 의 NOM은

12) “ OH lIpH )J,aJ1 6J1IOIlY OCTPbIH BKyC. ‘그는 요리에 자극적인 맛을 부여했다’에서와 같
이 REC DAT에 비생명체가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의인화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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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절의 ACC DO로 전환되지만 DAT는 그대로 유지됨을 들어 NOM은 주어，
DAT는 IDO 라고 주장한다. 반면， (35-b) 에 서 DAT “HaM" 은 ECM동사구문으

로의 전환에서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므로 IDO 일 수 없으며， INF는 주어가 아
니 라 상태 범 주 “HY)!<HO" 의 보어 로 간주되 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35) a. OHa Hy* Ha OÕll\eCTBY. ‘그녀는 (NOM) 사회에 (DAT) 필요하다.’ -->
OHH CqHTaIDT ee Hy*HO다 Oõll\eCTBY. ‘그들은 그녀 를 (ACC) 사회 에 (DAT)
필요하다고(INST) 간주한다.’ (Greenberg(1986:118))
b. HaM HY*HO rrpOqHTaTb 3TY KHHry. ‘우리는/우리에게는 (DAT) 이 책을
읽 는 것 이 필요하다.’

-->

*OHH CqHTaIDT HaM(DAT) HY*HbIM rrpOqHTaTb 3T Y KHHry. ‘그들은 우리 가
이 책을 읽는 것이 필요하다고 간주한다.’ (Greenberg(1986:118-119))
ECM 동사구문을 이용한 Greenberg 식

테스트에는 문제가 있다. 필자는

(35-b) 에서 INF가 ECM동사와 양립 불가능한 것은 (INST와 더불어) ACC 라

는 특정 격을 요구하는 ECM동사의 선택 제한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INF는 격을 갖지 않으므로 ECM동사의 이러한 조건에 의해 선택이

불가능해진다. INF와 ECM동사의 양립불가능성이 이러한 선택 제한에 기인하
는 것이라면 그것은 INF 의 주어성과는 무관한 문제이다 13)
ECM동사구문으로의

전환테스트

외에

‘DAT IDO--AD]--NOM 주어’와

‘ DAT 주어--상태범주( --보어)’를 구별시컬 다른 근거로 (2-b) 에서처럼 상태
범주 뒤에 ACC 보어가 오는 경우가 제안될 수도 있겠지만 ACC가 주어가 아
니므로 DAT가 자동적으로 주어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또한 충분
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14)

제한적 주어설이 EXP DAT를 구문에 따라 주어 혹은 IDO로 보는 것이라
면， (iv) 의
갖는다는

상승설과 (v) 의
점에

초점을

강등셜은

맞춘

EXP DAT가 주어성과 IDO성 둘 다를

것이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상승셜은

EXP

DAT가 IDO 로부터 출발하여 주어의 위치로 상승한 것이라는 것이고， 강등설

13)

Greenberg와 달리 Fow]er(1 987:169) 는 이 INF를 (35-a) 의 NOM처 럼 ADJ 인

의 주어로 간주하며，

lli8ello8a(1982:316,

HY*HO

320-32 1)는 INF가 HY*HO 를 뒤따르면 보어，

선행하면 주어로 간주하는 점을 참고하라.

14)

ACC가 주어 가 아니 므로 DAT가 주어 라는 논리 는 모든 문장이 주어 를 갖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이러한 서구어 편향적 시각은 적어도 러시아어와 같
이 무인칭구문이 매우 생산적인 언어에는 적용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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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어에서 출발하여 IDO로 낙착된 것이라는 것이다.

Chvany (1 975:67) 가 상태 범 주구문의 DAT를 IDO 위 치 에 서 할당된 후

\:1

1어

있는 주어 의 위치로 상승한 것으로 본 것을 효시로 상승설은 Bailyn (1 991)에

서 본격적으로 체계화된다.1 5) Bailyn(1991)은 (동일한 격은 동일한 심층 형상
을 갖는다는 주장의 일환으로) 모든 DAT가 일단 IDO 위치인 vo의 자매 위
치에서 할당된다고 보고 EXP DAT는 현저성 (prominence) 으로 인해 이 위치
로부터 Spec , 1로 상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6) 그에 따르면 Spec , 1는 (일반

적 형상씨론들에서처럼 NOM 이 할당되는 위치가 아니라) 현저성의 위치이다.
재귀대명시

결속은 현저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Spec , 1 의

위치에 오는 NP는

재귀대병사·를 결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NOM은， 그에 의하면， Spec , 1
가 아니라 Spec , PRED 에서 할당된다. THEME의 경우에도 Spec , V 에서 할
당되는

ACC( (36-a)) 와 달리

THEME NOM은 Spec , PRED 에서

할당된다

((36-b , c)). THEME NOM은 숨부 INST와 일치를 보이되 ((36-c) ) 재귀대명
사를 결속할 수 없는 반면 ((36-b)) ， EXP DAT는 술부 INST와 일치를 보이지
않되 ((36-a， c)) 재귀대명사를 결속할 수 있는 것 ((36-b)) 은 이러한 형상적 차
이로써 설명된다)7)

(36) a. (=(20-b)) Camei

Hyl!<HO

Bpa'l ai

TIb꺼 HblMl*i. ‘사샤는(DAT) 취한 상태에

있는 의사가 (ACC) 펼요하다.’(B ailyn(1991:85))

15)

DA1'òJl 대한 일반적 상승설로는
Belletti and Rizzi (이 하 B&R) (1 988) 를 보라.

러시아어 외의 언어에서

구문을 다룬

이탈리아어의 심리동사

(i) A Gianni piace questo. ‘[1'0 Gianni pleases this] ’ (B&R (1 988:291l
(ii) Questo preoccupa Gianni. ‘1'his worries Gianni.’ (B &R(1988:29 1)
B&R(1988:293)는 (i)와

(ii)

둘 다에 서 EXP와

1'HEME

둘 다

VP 내 적 논항이

되 비 어 있는 주어 의 위 치 로 EXP가 상승하면 (i)가，1'HEME이 상승하면 (ii) 가 도
출된다고 본다.

16) Bailyn(1991l은 ACC가 DA1'보다 양화 범위가 넓다는 점을 근거로 일반적 견해와
달리 ACC는 Spec , V에서， DA1'는 VO 의 자매 위치에서 할당된다고 주장한다.
Fowler (l 987) , Franks(1995) 등이 DO ACC는 VO의 자매로， IDO DA1'는 V’의 자
매로 간주하는 점과 비교해 보라.

17) EXP

DA1'는

(1 9-b) 를 보라.

1'HEME

NOM 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술부 INS1'와 일치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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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amei I10HpaBHJlC)I Bpa'l i y ceõ) I /*i' ‘사샤는 (DAT) 자기 집 에
의사가 (NOM) 마음에 들었다.’ (B ailyn (1 991:88))
C. Camei I10HpaBH기C )I Bpa'lj I1b)lH삐M/*i' ‘사샤는 (DAT) 취 한 상태 에

있는
있는

의 사가 (NOM) 마음에 들었다.’ (Bailyn(1991:87))

Bailyn (199D 이

EXP DAT를 NOM 이 할당되는 절점이 아니라 그보다 더

상위

절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본 점은 평가될 만하다. 그러나 모든 DAT가

일단

VP 내부에서 할당된다는 주장은 DAT ETHICUS((9)) 와 같이 VP 외부

에 부가되는 것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를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EXP DAT가 상승하는 절점이 과연 Spec, 1 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Bailyn (1 991:88, 86) 에 의 하면 Spec , 1는 (화제 화에 의 한 부가적 위 치

가 아니라) 술어의 논항구조에 의해 현저성이 부여되는 기저적 위치이자 “전
형적 주어의 위치”이다 18) 이에 따르면，

(2) , (3) , (4) 와 같은 EXP DAT구문은

일반적 관례와 달리 “외부 논항을 갖지 않으며 통사적 주어 위치를 투사하지
않는 구문 "(Komar(1999:247) ), 즉，

Spec, 1가 비어있는 구문인 무인칭구문으로

분류될 수 없다. 이런 식의 해법의 약점은

EXP DAT구문과 무인칭구문이 보

이는 의미적 공통성이 간과된다는 것이다. AG 의 부재 및 상태지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황의

자발성 (CTHXH잉HOC Tb)이라는

EXP DAT구문의 특성 -V 장

을 보라--은 실상 무인칭구문의 본질적 특성에 속한다.

EXP DAT가 Spec, 1

로 상승한다면 이러한 무인칭구문적 특성은 설명되기 힘들다.
상승설과 대칭을 이루는 (v) 의

강등셜은

EXP

DAT가 주어로부터 IDO로

강등된 것으로 본다. M&P(2000 :405) 의 관계문법적 접근에 의하면

EXP DAT

는 (INF구문 DAT나 진정한 IDO 와 달리) 최초 arc에서는 1(=주어)이지만 최
종 arc 에서는 3(=IDO) 으로 전환된다.

최초

DAT

최종

l

3

INF구문

1
3

3

IDO 구문

M&P(2000:395-400) 에 의하면

18)

arc

EXP구운

B&R (1 988:337) 도 문두의
로 간주한 점을 참고하라.

IDO

EXP

arc

DAT가 최초 arc 에서 1 인 점은 재귀 대

DAT는 화제화로， 그러나 문두의

EXP

DAT는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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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결속윤 설명해 주며， 최종 arc 에서 3 인 점은 (술부 INST와의 일치， 피통

제 가능성， 상승 가능성이라는) 참주어테스트에서 불합격인 점을 설명해준다.

EXP DAT가 1-->3 의 전환을 보인다는 주장은 (37-a) 와 (37-b) 가 최초
arc 에서는 동일한 관계구조를 갖으며 (37-a) 가 (37-b) 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는

전제를 함축한다.

(37)

(=(5))

a.

MHe BC l1 0MHIUlaCb MOC I< Ba. ‘나는(DAT) 모스크바가 회상되었다.’

b. B BC l10MHHn

MOC I< By

‘나는 (NOM) 모스크바를 회상했다.’

EXP DAT구문이 과연 EXP NOM 구문으로부터 파생되는가의 문제는 차치
하더라도 관계문법적 접근은 EXP DAT구문에서는 왜 강등이 일어나는지， 그
리고 그 깎등이 왜 IDO로 낙착되논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 상승설
과 마찬가지로 강등설 또한
점에서

EXP DAT의 이중성을 설명하기 위한 시도라는

의의를 갖기는 하지만 두 설 모두 주어설과 IDO설을 근간으로 하는

일종의 타협책일 뿐 주어설과 IDO설의 근본적 문제점을 극복하지는 못한다.

v.

담화주제 로서 의 EXP DAT

EXP DAT 에 대한 기존 가설들의 검토 결과는 모든 가설들이 주어 및/혹은
IDO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존 가설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는 EXP DAT를 주어 /IDO로부터 해방시킨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결
론에 이르재 된다. (37) 을 다시 보자.

(37) c.

*MHOll B ClIOMHHnaCb MOC I< Ba.

‘나에 의해 (INST) 모스크바가 회상되었다.’

(37-c) 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37-a) 의

C.lI가 피동적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

을 시사한다. (37-a) 의 -C .lI는 AG와 양립불가능하다. 회상은 (그 속성 상 인물

내적 현상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물의 바깥에서 인물과 독립적
으로 스스로 발생해 인물에게 주어진 것처럼 표현된다. 이러한 상황중심적 관
점은 상황이 인물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임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화자

의

의도에서

비롯된다.

이

점에서

인물중심적

관점을

취하는

NOM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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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b)) 은 무표적 이 다. (37-b) 의 EXP NOM은 경 우에 따라서 는 AG 적 변모를
동반할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19)
유사한 설병이 (38) 에도 적용될 수 있다.
(38) a.(=(2-b)) MHe
b. 꺼

lI< aJJe lO

lI< aJJb

ero. ‘나는 (DAT) 그가 가없다.’

ero. ‘나는 (NOM) 그를 가없게 여 긴다.’

인물중심적 관점을 취하는 무표적인 (38-b) 와 달리 (38-a) 는 인물의 감정상
태가 마치 외부로부터 인물에게 주어진 것처럼 표현한다 2이
이번에는 (39) 와 같은 무인칭 -C $I의 경우를 보자.

(39) a.(=(4)) MHe He CITllTC 5I. ‘나는 (DAT) 잠이 오지 않는다.’
b. íl He CTIJJIO. ‘나는 (NOM) 잠을 자지 않는다.’
c. *MHOií He CTIllTC 5I. ‘나에 의해(INST) 잠이 안 온다.’
(37-c) 에서처럼

(39- C)도 불가능하므로 (39-a) 의

-C 5I는 피동적

의미로 볼

수 없고 DAT 또한 AG 일 수 없다.(이 유형의 -C $I는 자동사인 능격 (ergative)

동사에만 첨부될 수 있으므로 피동적 의미는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39-b) 의

NOM 이 AG 인 것과 달리， (39-a) 의 DAT는 주어진 상황을 경험하는 EXP 일 뿐
이다. 두 구문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39-a) 의 의미는 “í! He Mory cnaTb.

‘나는 잠을 잘 수 없다’에 근접 한다.

EXP DAT구문과 NOM구문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기는 (40) 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이 a.( =(2-a)) MHe XOJJOllHO. ‘나는(DAT) 춤다.’

b. íl XOJJOllH뻐 ‘나는 (NOM) 차가운 사람이 다.’

19) 필자는 “íl CTapaJJC 5I 8CTIOMHllTb

II

HaKOHeu 8CTIOMHllJJ. ‘나는 회 상하려 고 노력 했고 마

침내 회상해냈다”’와 같은 구문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여기서 “ 8CTIOMHllJJ" 의

NOM 주어 “꺼”는 AG적 변모를 동반한다고 할 수 있을 것 이 다.
20) “MHe HallO/H YlI<HO 3a뻐MaTbC꺼. ‘나는 (DAT) 공부해야 한다. [나는 공부할 필요가 있다.]"’
와 “íl llOJJlI< eH 3aHllMaTbC 5I. ‘나는 (NOM) 공부해야 한다. [나는 공부할 의무가 있다.]’” 그
리고 “MHe HpaBllTC꺼 Mama. ‘나는(DAT) 마샤가 마음에 든다’와 “íl JJI0 6JJ1O Mamy.
(NOM) 마샤를 사랑한다’의 차이도 이와 유사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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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a) 의 DAT는 ‘줍다’라는 외 부로부터 주어 진 상황을 경 험 하는 EXP 인 반

면， (40-b) 의 NOM은 ‘차가운 사람’이 라는 특정 자질을 갖는 인물이 다.
(37)-(4이이

공통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인물중심적인

NOM구문과

달리

EXP DAT구문은 상황중심적이고 여기서 인물은 상황의 바깥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For [EXP DAT]X 크 [situation]S

EXP DAT가 상황을 진술하는 S 절의 외부에 존재함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
로 그것이 S 절의 부정범위 밖에 위치함을 들 수 있다 .21)

(41) a'(=(2-b)) MHe )[(aJIb ero. ‘나는 그가 불쌍하다.’ -->
b. MHe He )[(aJIb ero. ‘나는 그가 불쌍하지 않다.’
c. He MHe (, a Te6e) )[(aJIb ero. ‘그가 볼쌍한 건 내가 아니(라 더)다.’
중립적 맥락에서 (41-a) 의 문장 부정은 (41-c) 가 아니라 (41-b) 이다. (41-c)

는 대립맥락에서 가능한 성분부정일 뿐이다. EXP DAT가 S 절의 부정범위 밖
에 위치한다는 것은 그것이 이미 담화적으로 주어진 것， 혹은 적아도 주어진
것으로 전제됨을 시사한다.

EXP DAT에 볼특정 비한정적 NP가 허용되지 않

는다는 사실은 그것이 주어진 것임을 뒷받침해 준다.

(42) *IKOMY-HII6Yllb )[(aJIb ce 태. ‘누군가이 든 자신을 불쌍해 한다.’

EXP DAT가 담화적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S 절의 바깥에 위치한다는 사실
은 그것이 S 절에
연관되어

대해 의미적

제한사 (semantic restrictor) 로 작용하는 점과

있다. (37)-(40) 의 (a) 구문들에서 S 절은 통사적으로는 자족적이지만

그 의미는 EXP DAT와 관련하여서만이 비로소 이해되어질 수 있다. 다시 말
해서 S 절익 의미는 EXP DAT의 영역 내에서만 유효하다 .s 절의 의미를 한

정시키는 영역이기 위해서는 그 영역 자체는 이미 주어진 것으로서 S 절꾀 바
깥에 위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P DAT의 이러한 세 가지 특정 --s 절의 외부에 위치함， 주어진 것임， 의
21) EXP DAT가 S 절의

외부에

존재한다는

]akobson(1936/1971) 의 주장과도 부합된다.

점은

DAT가

[ +주변성]을 갖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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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제한사로 기능함 -은 그것이 (S 내적 성분인) 주어나 IDO 일 수 없음을
명 백히 해 줄 뿐 아니 라 나아가서 그것의 담화주제 (discourse topic) 적 성 격을

시사한다 .22) 담화주제는 앞으로 발화될 S 절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밝혀주

는 것이므로 당연히 S 절 바깥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청자가 그 지시체를 알
아야만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유의미하므로 담화적으로 이미 주어진 것이
거나 주어진 것으로 전제되는 것이어야 하며， S 절의 의미가 그것과 관련해서

만이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의미적 제한사라 할 수 있다.앙) 의미적 제한사
로서의 기능은 담화주제에 현저성을 부여한다. (현저성을 주어의 속성으로 간

주한 Bailyn (1 991) 과 비 교해 보라.)

22) 필자는 모든 S 절이 심층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성을 갖는 복수의) 담화주제
를 동반한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에 따르면， 디폴트일 경우--예컨대， 담화에서
동일한 주제가 계속될 경우-

표층에서는 담화주제가 표현되지 않지만， 화자가 필

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예컨대， 새로운 담화주제가 소개되거나 다른 담화주제로
넘어갈 경우

담화주제가 표층에 명시되기도 한다. 아울러， 필자는 문장화제는

S

절 내적인 문제로서 S 절 외적인 담화주제와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이인영 (1996) 을 보라.

23) 기존의 담화주제에 대한 논의에서 주로 거론되어 온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i) Marua , 51 ee

(ii)

니TO

JII0 6JIIO.

‘마샤 (NOM) ， 나는 그녀를 사랑해.’

KaCaeTC 5! MaruH , 51 ee JII06Jllo. ‘마샤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그녀를 사랑해.’
JlI0 6JlIO. ‘마샤 (ACC) ， 나는 그녀를 사랑해.’

(i iil Maruy , 51 ee

(iil ,

(iii)유형은 각각 NOM유형((i))의 어휘적

및 형태적

변이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 (j Hiii) 이 주로 거론되어온 이유는 담화주제와 뒤따르는 S 절 사이에 휴지가
존재하고 담화주제와 동지시적인 NP가 S 절에 재등장한다는 점에서 담화주제가 표

층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지와 NP의 재등장이 필수요소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GEN유형((iv)) 및 LOC유형 ((v)) 도 담화주제의 하부

유형들로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인영 (2000) 을 보라. 이인영 (1998) 에서는
LOC유형을 잠정적으로 ‘특별한 화제’로 규정했던 점도 참고하라.)

(i v) lleByrueK 6bIJ10 ,'1 Be. ‘소녀들은 (GEN) 둘이었다.’
(v) Y MeH 5! eCTb CaMOBap. ‘내게는 사모바르가 있다.’
NOM유형이

디폴트라면， GEN유형

및 LOC유형은 각각 [+양화성 J ， [十처소성]으

로써 변별된다. EXP DAT가 담화주제의 또 한 하부유형으로 추가된다면 그것은
[+방향성]으로써 변별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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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시에

DAT를 담화주제로 보자는 주장은 주어 설 및 IDO 설의 문제 점 들을 동

해결해

THEME

준다.

DAT가

EXP

NOM 구문에서의

담화주제라면

THEME

NOM 의

주어설에서

주어성에

문제가

되썼던

대한 논란은

EXP

DAT와는 독립적인 문제가 된다. NOM 이 있건 없건， NOM 이 주~이건 아니
건， 그것은 S 절 내부의 문제이므로 담화주제로서 S 절 외부에 위치하는
와는 무관하다 .S 절 외부에 위치하는

EXP

DAT

DAT는 당연히 S 절 내부의 술어

와는 일치를 보이지 않는다. 한편， 담화주제는 현저성을 가지므로 재귀대명사/
재귀형용사를 결속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VP

내적 논항인

REC

EXP

DAT가 S 절의 외부에 위치한다면

DAT와는 병 백하게 다른 위상을 가지므로 이

두 DAT의 차이를 간과하는 IDO설의 문제점도 해결될 수 있다.잉)

VL 다-시 INF 구문 DAτ로
V장의 요지는

DAT를 주어나 IDO가 아니라 담화주제로 보자는 것이

EXP

다. INF구문 DAT에 대해서도 담화주제가설의 적용이 가능한가? 필자는 II장

에 서 INF구문의 DAT가 주어 일 수 없으며 이 는 INF의 주어 흡수력 과 관련되
어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43)

a. >1 CJIyma lO My3blKy. -- > *>1 CJIymaTb My3blKy.
b. OH paðoneT. -- > *OH paðoTaTb. 25l

24)

담화주제가설은

EXP

DAT의 필수성/임의성 및 구조적 격/어휘적 격 논란에 대해서

도 설득팩있는 해법을 제공한다. (논란에 대해서는 Komar Cl 999:248) , Schoorlemmer
Cl 994:134-135) 를 보라.)

EXP

DAT가 담화주제라변 그것은 S 절의 외부에 독립적으

로 위치하므로 VP의 필수 논항은 아니다. 그러나 S 절이 의미적으로 유효한 영역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운장 전체의 의미 파악에 결코 임의적 요소라 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EXP

DAT는 의미와 무관하게 형상적으로만 결정되는 구조적 격으로

도， 문장차원과 무관하게 술어 어휘차원에서 선택되어지는 어휘적 격으로도 볼 수 없

다. 굳이 규정하자면， EXP DAT는 문장의미에 작용한다는 점에서 Babby(1986)가 말
하는 획미적 격 (semantic case) 에 근접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25)

구어， 특히 민속어에서 간혹 이러한 구문유형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Oa p

aðOTaeT."와는 전혀 달리 ‘그는 돌연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경우는

“ OH

,Il

aBa fI paðoTaTb." 와 같은 소위 ‘의사명령형구문’의 일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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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논항 숨어는

일논항 술어로

((43-a)) , 일논항 술어는 무논항 술어로 ((43-b)) 대치된다. 후자의 경우 DAT가
INF 절의 논항일 수 없음은 자명하며， 전자의 경우 유일하게 가능한 논항은
INFP에 내포된 VP 의 내부 논항일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는 ACC가 차지하므
로 DAT는 INF절의 논항일 수 없다. 그렇다면 INF구문 DAT는 INF절 바깔에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INF구문 DAT가 INF절 바깥에 존재함은 그것이 부정범위 밖에 존재한다
는 점으로 뒷받침된다. (44-a) 의 문장부정은 (44-b) 이지 (44-c) 가 아니다 .26)

(44) a. MHe 6blJIO )j(HTb C T060lí. ‘나는 너와 함께 살 운명이었다.’
b. MHe 6blJIO He )j( HTb C TO 60lí. ‘나는 너와 함께 살지 못할 운명이었다.’
c. He MHe 6blJIO 째Tb C T060lí. ‘너와 함께 살 운명인 것은 내가 아니었다.’
중립적

맥락의

경우 INF구문 DAT가 문두의 위치를 차지하는 점도 이와

관련되어 있다찌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INF구문 DAT 에도 불특정 비한정

인칭대명사가 불

가능하다는 것이다.

(45)

*KOMy-HH6y~b

He

째 Tb C

T060lí.

‘누구든 (DAT) 너 와 함께 살지 못할 운

명이다’

(45) 의

비문법성은 INF구문 DAT가 담화적으로 주어진

것이거나 주어진

것으로 전제되는 것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INF구문에서도 INF절의 의미는 DAT 의 영역 내에서만 유효하
다. (44-a) 에서 INF절이 단언하는 “너와 함께 살지 못할” 상황은 “나”라는 영
역으로 제한된다.

이상에서 내려지는 결론은 INF구문 DAT도 담화주제의 세 가지 요건을 충

26)

(44- c)는 성 분부정 일 때 에 만 가능하다. 참고로*“MHe

가능하다는 사실은 INF구문에서는

위 치 함을 시 사한다.

27) “ He

)j(

DAT

He 6blJIO

빼Tb

C

T060lí." 가 불

뿐 아니라 BE(= 깨blJIO") 도 부정범위 밖에

Kondrashova (1 993:265) , M&P(1999) 를 보라.

HTb MHe 6e3 Te6J1.

‘나는 너 없이 살 수 없어 ’ "(Forsyth(1970:287) 에서 인용)

와 같은 경우는 초점이 되는 부정 술부를 강조하기 위해 추후 어순의 조정이 일어
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러시아연구 져117권 뼈11 호

230

족시킨다는 것이다. 담화주제가설은 INF구문의 INF가 (중간

-CJI

및 무인칭 -

CJI 를 갖는 V 만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유형의 V들로부터 파생 가능한 점 -'-III
장을

보라--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다. DAT가 INF절，

[VP]NP의 바깔에 위치한다면 그것은 [VP]NP 에 내포되어

있는

V

즉，

자체의 논

항구조와는 무관하므로 V 유형에 따른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당연하
다. 또한， 담화주제가설은 INF구문의 다양한 양상적 해석의 문제 --III장을 보

라--를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담화주제로서 DAT는 INF절에

서 단언되는 상황이 자신과 유관함을 보일 뿐 INFP에 내포된 V와는 직접적
으로는 무관하므로 V가 표지하는 행위 자체와 DAT지시체의 관계는 맥락에
의거한 추론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이다.

INF구문 DAT 에 대한 담화주제가설에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이 가섣이
INF구문 DAT와

EXP

이다. INF구문 DAT는

DAT가 완전히 동일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EXP

DAT와 달리 [+사람]이라는 제한을 보이지 않는

다. 생병성 변에서 INF구문 DAT와
성 위계와 관련되어 있다.

EXP

EXP

DAT가 보이는 이러한 차이는 능동

DAT는 AG가 갖는 힘이나 의지를 갖지는 않

지만 주어진 상황이 그의 느낌이나 생각， 인지과정을 통해서 수용된다는 점에
서 적어도 내적 능동성은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P

DAT는 외적 상황을 내

면화시킨다. 반면， INF구문에서는 DAT가 사람일 경우

예컨대，

(44)-

이더라

도 이러한 내변화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INF구문 DAT에 비생명체가 가능한
것--예컨대， (15)-- 은 그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INF 구문 DAT는
DAT보다 좀더

EXP

수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INF구문

DAT는 상황을 수용해야하는 상태에 놓여 있을 뿐 PAT처럼 행위로 인해 직
접적

변모를 겪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PAT 만큼 수동적이라고 할 수는 없

다， 28) 이상읍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능동성 위계를 설정할 수 있다‘
<능동성 위계〉

AG > EXP DAT >

INF구문

이러한 능동성 위계 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28)

DAT > PAT
EXP

DAT와 INF 구문

DAT

행위로 인해 직접적 변모를 겪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여기서는 좀더 광범위한

개념인

THEME

대신 PAT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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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담화주제라는 핵심적 기능을 공유한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이 둘은 AG와

PAT 중간에 위치하는 공동 의미기능의 두 성원으로 간주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이 둘의 공동 기능을 잠정적으로 ‘상황의 REC’라 부르기로 하겠

다.

EXP DAT와 INF구문 DAT를 한 의 미 기 능의 두 성 원으로 보자는 제 안은

III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이 둘 간의 상보적 분포로도 뒷받침된다. 두 성원

중에서 [+사람J ， [+내적 능동성] 자질을 가지며

어휘적 제한을 보이는

EXP

DAT가 유표적 성 원으로 간주된다.
‘상황의

REC’

\

/
유표적

무표적

11

11

EXP DAT

INF구문

DAT

VI I. ‘상황의 REC ’와 REC DAT
‘상황의
관계에

즉，

REC ’

있는가?

EXP

EXP

DAT와 INF구문 DAT-- 와 (순수한) REC는 어 떤

DAT와

REC

DAT가 [+방향성J， [+생명성]을 공유함은

IV장에서 지적한 바 있다. ‘상황의 REC’의 유표적 성원인

REC

DAT의 [+생명성]이 [+사람]으로 심화된다. 한편

성원인 INF구문 DAT에서는

REC

DAT의

EXP

DAT에서는

‘상황의 REC’의 무표적

[+생명성]이

EXP

DAT 의

경우와

반대로 [U 생명성]으로 넓혀지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방향성]은 유지된다.

‘상황의 REC’와

REC

DAT 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들이 공유

하는 [+방향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방향성]은 공간적 개

념으로서 그 원형적 실현은 GOAL DAT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간적 위치를
지칭한다는 점에서

GOAL DAT는 원칙적으로 [-생명성]을 갖는다 .29)

REC는 GOAL 의 [+방향성]이 생명체로 확산된 것이라 할 수 있다.3이

29) “ OHa

1I0 1l0lllJl

a

K

HaTarue.

‘그녀는

나타샤

쪽으로

다가갔다’에서처럼

REC

생명체가

GOAL로 나타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나타샤”는 생명체로서가 아니라 특정한 공
간적 위치로 인식됨을 보라.

30) 필자와 탈리， Van Belle and Langendonck(l996)는 DAT를 (방향성을 갖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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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동사

}l

aTb ‘주

다’의 내부 논항인 IDO가 REC라는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이
REC를 원형적 REC 라 부르자. 행위는 원형적 REC를 향해 주어지고 원형적
REC는 행위의 결과 PAT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수혜 (혹은 손해)를 입게 된
다. 수혜 (j손해)라는 함축은 원형적 REC가 BEN DAT로 확산될 수 있는 여
지를

제공한다，31) BEN DAT가 원형적

REC로부터

확산된

개념임은 BEN

DAT구문인 (46-a) 가 원형적 REC 를 포함하는 구문 ((46-b)) 으로 비-꿔 써질 수
있다는 사실로 확인된다.

(46) a.(=(7)) OH I< ynuJI MHe IlO M. ‘그는 내게 (DAT) 집을 사 주었다.’
b. OH I< ynuJI 110M I! lla Jl MHe 3TOT 110M. ‘그는 집 을 사서 그 집 을
(D AT) 주었다.’

내게

(46) 의 치환 가능성은 BEN DAT에 REC 적 자질이 내포되어 있음을 시사한
다. BEN DAT가 수혜성 표현 부사구인 }lJUI+GEN과 다른 점은 바로 이 REC
적 자질， 즉， [+방향성]과 [+생명성]이다. (46-a) 와 (47-a) 가 보이는 의미상의

미묘한 차이는 BEN DAT의

[+방향성]에 기인하며， (47-b) 와 달리

(47- c)가

불가능한 이유는 BEN DAT의 [+생명성]에 기인한다.

(47) a. OH KynHJI 110M IlJlJl MeHJI. ‘그는 나를 위 해 집 을 샀다.’
b. OH I< ynuJI 110M IlJlJl MepTBO~ 1l04KU. ‘그는 죽은 딸을 위 해 집 을 샀다.’
C. *OH KynuJI 110M MepTBOìl 1l04Ke. ‘그는 죽은 딸에게 (DAT) 집을 사주었다.’
BEN DAT는 REC 적 자질을 갖지만 원형적 REC와 달리 소위 ‘자유여격 (free
dative) ’으로서

VP 내적 논항이 아니다. KyIlHTb 는 }laTb 와 달리 DAT를 요구하

는 동사가 아님을 보라.

DAT는 띠.lI +GEN처럼

(46-a) 는 “ MHe ”

VP에

없이도 완벽한 문장이다. 즉， BEN

임의적으로 부가된다.

그렇다면

BEN DAT는

REC DAT가 VP 내부로부터 VP 밖 부가어 위치로 확산된 것으로서 이 과정
EXP--그들의

용어로는

‘interested

party’--와 (방향성을 갖는)

GOAL로 대별하고

REC에는 이 두 의미가 공존하는 것으로 보며， Rudzka-Ostyn(996)은 REC를 DAT의
원형으로 간주한다. DAT의 인지적 확산에 대해서는

Janda(1993) , Rudzka-Ostyn(l996)

등을보라.

31)

필자는 ‘BEN’이라는 용어를 수혜 뿐 아니라 손해도 포함하는 넓은 재념으로 사용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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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원형적 REC 에서는 함축적 의미에 불과했던 수혜성이 주의미로 부상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POSS DAT로 간주되어온 (48-a) 에

대해서도 유사한 설명이

가능하다.

(48) a. (=(8)) OH HacTynH.II MHe Ha Hory.
stepped on my foo t.’
b. OH HaCTynH.II Ha MOIO Hory. ‘그는
stepped on my foot.'

‘그는 내 (DAT) 발을 밟았다.’

‘He

내 (POSS

‘He

ADJ)

발을 밟았다.’

(48-a) 의 “MHe ”가 흔히 POSS DAT로 간주되 는 주된 이 유는 우리 말이 나 영

어

번역이

보여주듯이

많은 언어들에서 그것이

소유인칭형용사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시아어에서는 이 구문과 (48-b) 의 소유인칭형용사구문이
미묘하지만 의미적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MHe ”를 POSS DAT로 칭하는 것
은 만족스럽지 못하다，32) (48-a) 의 “MHe ”는 (46-a) 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행위

로 인해 수혜/손해를 업는 인물인 BEN DAT 이며 소유적 해석은 BEN DAT
인 “MHe" 와 PAT 인 “Hory" 의 관계에 대한 추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
다. (이에

반해， (48-b) 에서는 소유는 주의미의 일부이며 수혜/손해는 추론적

해석일 뿐이다.) HaCTymfT b도 KynHTb 와 마찬가지로 DAT를 필수 논항으로 요

구하는 동사가 아님도 참고하라.

VP 의 부가어 위 치 로 확산된 REC DAT가 한 결음 더 나아가 S 절 밖으로
까지 확산되게 되면 그것은 S 절이 표현하는 상황 전체의 REC로서 담화주제

로 기능하게 된다. ‘상황의 REC ’, 즉， EXP DAT와 INF 구문 DAT가 그 대표
적 사례이다 .33)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유표적 성원인

32)

EXP DAT 에서는 REC

소유인칭형용사구문은 DAT구문과 달리 ‘분리불가능한 소유 Gnalianable

possession) ’

적 해석을 보장하지 않는다. 두 구문 간의 의미적 차이에 대한 좀더 상세한 논의는
Levine(1980)을 보라.

33) (48-a) 외에 관례상 POSS DAT로 불리는 또 다른 유형인 “OH MHe 6paT. ‘그는 나의/
내게(DAT) 형제이다’의 DAT도 (BEN DAT로 처리되는 (48-a) 의 경우와 달리) ‘상
황의 REC’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8-a) 에서와 달리 이 구문유형에는
행위가 부재한다. 전통적으로 이 구문의

“OH MO ì1: 6paT.
간주되어

왔다:

‘그는 내 (POSS

ADJ)

(뼈a3eK(1짧:2땅짧)，

(1쨌:51)을 보라J 그러나 ‘빼e

OH 6paT.

DAT

“MHe”는 “ 6paT" 의 소유적 수식어로， 즉，

형제이다’의 “MO허”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lIIBeφBa(1용갱1)，

Fo뼈erWE7:1ffi-167)，

Bachrrnn

‘내게 (DAT) 그는 형제이다’에서와 같이 DA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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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명성]이

보다 유표적인

[+사람]으로 심화되는

반면， 무표적

성원인

INF구문 DAT에서는 무표적인 [U 생명성]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즉， S 차원
으로의 확산은 활성범주의

변화를 동반하되 유표적 성원에서는 좀더 유표적

범주로， 무표적 성원에서는 무표적 범주로 변화가 일어난다.
DAT의 확산은 S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화행차원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49) a. (=(9)) Tbl MHe He orr0311a따 CMOTpH! ‘너 (나를 봐서 (DAT)) 늦지 않게
조심해!’
orr0311뼈 CMOTpH! ‘(너 ) 늦지 않게 조섬 해 !’

b. (Tbl) He

DAT ETHICUS 라 불리는 (49-a) 의 “MHe ”는 화행 참여자일 뿐 사건참여자
는 아니다. (49-bl 에서 알 수 있듯이 중립적 표현에서는 DAT가 나타나지 않
는다. 이 구문에 DAT가 부가되는 동기는 발화 내용의 수행이 발화참여자 뿐
아니라 화행참여자와도 유관함을 보이려는 것이다. 발화의 내용이 화행참여자
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행적 REC 는

DAT ETHICUS 는 화행차원의 REC 라 할 수 있다.

1, 2 인칭으로 국한되는 점을 볼 때 III단계의 EXP DAT가 보

이는 활섬범주의 유표화가 여기서는 한 단계 더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DAT의 확산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밟는다.
단계
의미기능

0
GOAL

I

H

REC

BEN

11

11

m
상황의

IV
REC

(EXP，아IF
원형적

REC

VP내부

VP내부

VP

활성

비생명체

생명체

생명체

DAT)

11

VP부가어적

차원

마n‘ EI1표αJS

REC

담화주제

11

REC

S
사람!u 생명체

화행적 REC

화행

1,

2인칭

해당 병사 바로 앞에 오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소유 수식적 해석은 적어도

우선적 해석은 아니다. 수식가설에서는 두 구문의 DAT는 상이한 것으로 처리되어
야 한다. 그러나

N

바로 앞에 오는가 아닌가에 따라 DAT의 기능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자유 어순을 갖는 러시아어에서는 매우 이례적 처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수식가설은 DAT와 소유인칭형용사/생격 명사가 보이는 통사
적 차이점도 간과한다. “MOη õpaT ‘내 형제”’나

“ MHe

ÕP1LT" 는 NP를 형성할 수 없다. 필자의

DAT뜰 갖는다. 두 구문 모두에서

DAT

“llOM OTua ‘아버지의 집”’과 달리

*

관점에서는 위의 두 구문은 동일한

“MHe" 는 “。H õpaT" 라는 S 절애

주제이자 S 절이 표현하는 상황의 REC라 할 수 있다.

대한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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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I. 결론
I장에서 제기된 과제들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i) INF구문 DAT와

EXP

DAT는 둘 다 주어 나 IDO 가 아니 라 담화주제 의

한 유형으로 간주되는 것이 적절하다.

(ii) 담화주제 로서 INF구문 DAT와

EXP

DAT는 각각 ‘상황의 REC’의 무표

적 및 유표적 성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iiD ‘상황의 REC’는 GOAL로부터
과정 중의 한 단계를 반영한다.

DAT

ETHICUS 에 이 르는 DAT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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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other Look at Russian "Dative Subject" Construction
Lee , In-Young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consider the prevailing views on the
subjecthood

of DAT

of

infinitive

construction

and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DAT of infinitive construction and EXP(eriencer)
DAT. The ultimate goal of the research is to explicate the cognitive
expansion of Russian DAT. In the beginning chapter various criteria that
have been applied to prove the subjecthood of DAT

of infinitive

construction are reexamined and repudiated. In the next chapter both of
the two contradicting view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AT of infinitive
construction and EXP DAT , i.e. identifying view and dissimilating view ,
are rej ected on the ground of their wrong presumptions or improper
methodology. All the existing views on EXP DAT have been dependent on
subjecthood or/and indirect objecthood. Such approach , however, turned out
to be unsatisfactory in order to explain properly the behaviora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EXP DAT. 1 claim that discourse topic
approach may be the answer. Both EXP DAT and DAT of infinitive
construction show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discourse topic such as
location outside S , existential presupposition and semantically restricting
function. EXP DAT and DAT of infinitive construction exhibit difference
in animacy and ' activeness ,’ which may be explained by their difference in
markedness.

EXP

DAT

and

DAT

of

infinitive

construction

are

marke d/unmarked members of one and the same semantic function which
may

be temporarily

called

REC (ipient)

OF SITUATION.

REC

OF

SITUATION reflects one of the intermediate stages in the course of
expansion of REC DAT , which in its turn is a result of the expansion of
[+Directional] of GOAL DAT toward [+AnimateJ. REC DAT , starting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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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rect Object position of V, expands out of VP to Adjunct position,
serving as BEN(eficiaηT) DAT , and then further expands to the outside of
S, functioning as REC OF SITUATION. It may further expand to
pragmatic level and serve as DAT ETHI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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