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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BE 매개변수의 결과로서의 능격성: 
북부 라시아어 be-완료구문음 종섬으로* 

정 하 경*‘ 

1. 서론 1) 

Greenberg (1963)가 유형 학적 인 입 장에 서 언어 들의 통사적 변이 ( variation)들 

이 임의적이 아니라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보인 이후， 

변이 양식에 대한 연구는 매개변수(parameter)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형식통사(formal syntax) 적 관점에서 본 때， 매개변수적 변이， 

곧 언어들을 2원적으로 나누는 통사적 변이는 기서 구조의 특정 기능소의 자 

([:!:fJ)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Chomsky 1981, Borer 1984, 

Fukui 1988 등) . 목적어와 풍사의 어순(OV vs. VO)에 따라 후치사 혹은 전지 

사의 사용이 일관성 있게 니-타나는 것과 같이， 상이한 매개변수들이 예측 가 

양식으보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은 매개변수들 사이에 함축적 관제가- 존 

재힘-윤 보여준1:t(Baker 2001)‘ 이는 곧 하나의 매개변수의 결파호 나타나는 

통사구조가 다른 매개변수가 발달하는 데 있어 필요조건을 제공한다는 것을 

의 nl 한다. 즉， 상이한 통사적 변이들이 우연히 한 언어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 

* 본 논문은 저 자의 박사 학위 논문 "The Grammar of Have in a Have-less 
Language: Possession, Perfect, and Er딩ativity in North Russian"(2008)의 
수정한 것이다. 본 논문에 인용된 표준 러시아어 빚 북부 러시아어 

성 여부플 판단 õll 준 Natalia Pokrovskaja, Natalia Chirkova, Zhanna Glushan 등 
에게 감사한다. 

** 경 강사 

1) 축약어 ACC(대격)， AOR(아오라스트)， AUX(조동사)， DAT(여격)， Det(관형사)， 

), F(여성 l ， FUT(마래)， GEN( 생격)， GenNeg(부정생격)， INF(원형)， 

INST(조격 ), K&N(Kuz'mina and Nemcenko 1971), M(남성 ), N(중성 ), NEG(부 
정)， NP(병싸구)， NOM(주격 ), p1‘t(분싸). PartGen(부분생격)， Pf(완료상)， PL(꽉수)， 

PP(전치사구)， PRST(현재)， PST(과거 J ， Rf( 재귀사)， SG(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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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니라 동사 구조의 득정 부분의 사치에 따라 L러히 양삭을 보이케 미는 

것이다 

Isaccnkoíl974) , Hcincí1997! 등이 I!→인 비와 같이 각 인이는 ←유구문에서 

hc“JC와 he 중 하나듭 지 l내가인 표현수단P 균 산택한다 }ιlDe 언어 vs. lJe 언 

이 본 논문이1 서는 소유구문 슬아의 선내이 또 디、， "11 기l 변수익 조건을 세공 

하는 봉사석 매개댄수호서 1 소유jε 헌음 위해 have가 아니라 be득 사용하는 깃 

이 곧 능격성 매게변수 발생의 필요조건이 된디는 사실을 I! 이Jl지 깐디 

Be 언어에서 시제/상 분리 능걱구문ITense!AsjJecl-sjJlil ergalive) 이 빈비히 

나타난다논 사실은 비피언어학직 관싣에서 여더 번 지가되어 왔다 그랴나 이 

라젠 양삭이 }연히 깃이 아니라 득정 동사 구조의 사지 식쟁에 의젠 조건화 

핀 산관판겨1 인지， 나아기 기저뉘깐의 어떤 부분의 자실 번이에 의애 받À~하F 

지에 디]해서는 제안된 비가 기의 없디 g 본고는 이시아이의 be-~' 유구문(1)으 

균부터 파생핀 북부 랴시아어의 no/-tn 완검뉘둔 (2)이 시제/싱 분리 능각f 

눈의 수요 형태-동사석 특정듀음 가지고 있음음 보임으호써 he-소유구운 l' 
C;c71 능거뉘운 발날의 편 J(L{~ 긴응 제공한다논 것응 주강한다:1) 뉘 "11 직 P 도， 

he-소유구문에서 파생되 be- 얀효구운에서 감각싱이 깎지}석으호 반만힘 수 있 

논 f긴응 제공하뉴 것은 이글 fE에서 사객 주어블 인기 (license)하는 첸치 

사적 J~_-;='r:- :~~(pr，이)ositional complcmc↓ltizcr!의 존써임 을 제안한디 

(1) 11 menja hyla kniga 
냐에게 PPCEN be.PST.F.SG 채 NOM.F.SG 
'L~는 객야 한건 있였다 1 

(2) U nas takoj byl borsoj tr8mplin sc1elano 
9-~1 이]게 PPGEN 그링셰 be:PST.:vI.SG 른 E는납골，1 :';OI\LvI.SG 마드이진 Prt.';.5G 
‘우리는 η11 우 른 느암뜯린윤 민듣었였디 ’ [K&이 .12] 

2) 'd따lajan(l 9971은 OV 이 소이 he 소 H 와 오~T :C괴 사 서1 삭 분리 능격 f hf으1 웅사척 

주건이 된다고 주장찌다 그껴냐 러시아어가 ν() 어순이변서투 k 연어;;' 냐Ef냐 

는 사시은 τ의 논거듬 약화시킨디 본꼬에서는 이 rE노디는 he 소 Hfhf 누소 지 

제가 시지] 상 분이 E 걱생 넬딛의 주건을 씨강함을 주장한다 

3) 본Y~l 1~ 누 매상인 샤부 ，1λ1"1 이 와3소」fh스에서 분사 숨이는 숭성 단수 비녹용 

영대소인 rw/-Lo 또는 닝성 안수 111 각용 앵대소 n/-L :<i. 끝난다 편의상 본 톤문 

에서 는 이 싹뇨f난달 110/-to 누 E이Z:]-.Jì. 지 쟁하겠지민 τ것이 밴드시 숭성 딘 

수 어니를 /1 지능 분샤숭어구문만응 /1 리키는 것이 아낚을 탱 /1 해 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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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장에서는 능걱구문의 핵심석 ~l 꺼까 요건음 제시아고 3장에서는 옥 

부 러시아어 완검뉘문이 그 R 긴응 충족렘응 보일 것이다 4잉에서는 

Frcczdl992)와 Kaνndlι)3)의 세안을 비탕으쿄 be-~' 유구문으1 구조 맛 이와 

간본직。균 능일한 he 완검f문의 기저 -f :{~듭 제인하고， 어떠한 기능소의 어 

띤 지질의 치이가 완료구문으1 능격성을 잔새적으도 숫태히게 되는지 산펴딩 

깃이나 5장에서는 논의유 간략히 요약라고 걷론음 제시힌나 

2. 능격성 다시보기 

2. 1. 능격성의 정의 :3격 체계 

늠격 처l 껴]는 유행악적 차원에서 가장 두L드시끼 미시 변이 (micro-variation) 

현상 충 히니모 여 ;j 져 왔다(Dixon 1972‘ 1994‘ J\..ndcrson 1976, Trask 1979‘ 

Chümsky 1993 등) 능걱 체겨1 의 행태 동사석 득정드이 엔어듀 간에 l 익관 

생이 뚜릿하지 많은 만큼， 능객 세계의 일만직 성의듭 ?ι; 하기 위한 념은 λ1 

도든이 있어왔다 이러젠 논의든은 수호 걱표시와 논항 의 wl 간의 상관과 jjl 에 

대한 것늘이었다 

늠격성이린 일인 7= 격 디]격 체계와 구벨되는 격표시와 논헝의 상관관계도 

느슨하기1 성의될 수 있다 주각 대거 새껴)에서논 Et~.--f묘의 주어(A)와 자농 

구분으 -í::이 (S)가 행미적으도 무표적인 추격으모 니티니 고 터통사의 R 걱이 

(0)는 유표석엔 대걱으로 나바난나 4) 히펴 강걱 저대걱 체계에서는 바동구운 

의 7::.이íL\J가 유표적인 능격으쿄 표시되는 빈먼‘ 자동구분의 추이 (S) 와 타 동 

구운의 복석어 (0)까 부표 석이 거대걱으로 표시된나 이러히 논항과 걱 사이의 

성댈 양시윤 통상직 。5'c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íDixon !(η2， !DD4) 

4) 유::I성/무표성。1 랴는 ;lF 흔히 잠못 인끼 "1 는 섯치렴 기 E 적 흑R 분포적 일밴/t! 

의 성노든 니다냐]는 것이 이니띠 f성소가 지니는 지선의 유〕l 보애 간4 딘디 r 
걱"+ 절대걱 F 걱어 "1 가 111 씨함。묘써 (휴F 씨피 어미를 가짐。 l써 J 영대적。파 

]/ 갇적이디 -~-}I생 /]1J 갇생어] 니]한 q~l돈적 4의외 꾀상된 논의에 니1 에셔 는 

Tmbctzkoy(jQ3j 1, J깅1、이)son(l Q32J ， 버ldcrscn(200l J 등을 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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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격 대격 기]계 늑겨 낄대 격 깨셔] 
~~ 

T---낙 

대걱 

• 71 
υ 「

걸대걱 

Marantz( 1991)블 우1시한 최간의 인뉘같은 주각 대거 지)계에서 놈향늘의 표 

냄적 관게를 디티니)는 A, S‘ 0으1 구꾀이 능격이으1 격할당을 켈정히는 철디]적 

순거기 될 수 없다논 사실응 보여순다 여)듭 늘어 Tsova-Tush (Jlo1isky 1987) 

와 Hinc1i Cl;lohanan 19니4)에서 지 통구분의 격표 λ1 잉식은 능격 표시가 행위주 

성에 민감싹옥 보여쥬마 만약 사동구운의 유익 논향이 행위수이번 (4al와 긴 

이 능격으모 표 λ1 되는 벤면~，렇지 않븐 경우에는 (4b) 이1 서처런 철대격 1= í o 

걱)으노 나바난다 

U) a. las) VUlz-n-as 

lSG-E[tG 넘어시다 Ao[t-1SG-E[tG 
’니는 님이섰디 I~l 우미) , 

1. (::;0) voz-cn ω 
lSG-:\O'c1 님이지디 AOR-1SG-NOM 
1 나는 넘어겼나 (우연히， 사고로).' [llo1isl、γ 1987:105] 

이이만 관찰븐 곧 이띤 늠격 제계에서는 격표시가 논헝들의 표충 분법 관 

계기 아니라 기저 생성 위치(와부 논향 vs 내부 논항)에 따라 실정핀다는 것 

을 I! 여준디 지동구문은 인영한 구조가 아LI 피 유 임논헝이 내무 논형인지 외 

부 논항이시에 따라 비대걱 (unaccusa Li vel구둔과 H] 능걱 I unergall ve) 구운으노 

니받디 터통사의 주아가 인제니 외부 논헝이고 되적이가 니]부 논항임을 JL 려 

힘 1대， (3)의 논항파 걱힘딩의 상관과겨]는 [5)와 긴이 수정뉘 수 있나 

(5) 외부 논장 또는 A 
내시1 논항 또는 S, () 

、 느격 

절대걱 

f , 능격 실대각 표시기 어떤 언어 le，g ， lnuit, Ton다an)에서뉴 Ft-~사 vs 

자동사의 측을 충심으포 니티난 수도 았고 또 이띤 인이 (c.g. BasCjuc, Hinc1i! 

에서뉴 와부 논항 vs 내부 놈향의 숙응 따라 나타나기ι 한다 

능격 천미격 양식얀 가지는 격체계는 llyirbal "1 간은 91 이에서 여]외적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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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l'r낭 뿐1 대부분의 능걱어에는 수걱 대걱 양식과 능각 저대각 양식이 공뜬 

한다 후자의 경우에 어떻기1 거 세계을 성의한 수 였뉴기? Levin and 

l'vlassam (1985) ‘ Bob따jikm꺼3) ， Chomsky(l이)3) 등븐 능격괴 절디l 격올 시제 

펙(T)과 능사 액 (IJ )에 의애 각각 한당뇌논 주객과 대객의 표층 이헛태도 파아 

댔디 능격=주격) 철다]격=미격 농격이 디]격이 행대적으포 유표적。]고 철디]격 

과 수각이 우j{ 작익음 고이낌 때 이려젠 가섣은 쌍이젠 위시에서 '~1 딩디는 

두 추상격(i\bstract Casc) 이 두 격체게에서 형 rll 적으로 실현될 때 ] 유표 

우j{ 성의 과계까 역진됩음 의 wl 젠나 이 까식은 왜 형태 체계가 능걱어에서 

주격 대거 언어에서와는 다른 방시 。 R 식용해야 하는지 설영하지 봇한다 또 

힌 만약 강걱이 시재 핵에 의해 구조석으호 힘딩두1 나변 왜 어떤 능걱어에서 

논 능객 표 λ1 기 놈항의 의마(행위주생)에 민김한 것인지도 알 수 없응 것이 

디 "1 지막으도‘ Anand and ]\cvins(2(XXì)가 Hinc1i에서 11→였민 능격 논항ι1 

주객 논항의 식용역의 차이，-， 주격 놈향과 능각 는향이 인기뇌논(격한당되 

는) 우1시가 나딛나는 깃옴 보여준나 능걱 논항은 수각 논항보나 작용역이 좁 

고， 따라서 더 낮은 위치에서 인기핀다 능객 실대격과 주격 대격의 영격한 

상응 과겨]는 이와 ，1 이 개넙삭. 경힘석인 사원에서 분/r응하냐고 하겠나， 

두 성이한 격한당 세계듭 이해하는 또 다른 방안은 형태직 유표성 여부에 

띠이 격들올 꾀류히는 것이다 능격=미격; 절대격=추격 우 선‘ 이미가 부새한 

무표직 헝태을 지난 주객과 실대격응 시제 섹에 의해 한당되논 단일한 T':{-: 

격으도 피악히는 것은 일빈적으로 반아들여지는 가섣이디 UVlurasugi 1992‘ 

Ura 2000, inler alia) , . ~，깅나면 Ura(2000까 수장했듯이 강걱과 대걱음 u어1 

악 해 할당되 는 격 으로 통일 시 할 수 있 는가'! HindiO;lohanan 1994, Anand anc1 

Nevins 2006) ‘ Kashmiri(BhalL 1994) , .~i:'.1 고 Nez Perce(Deal 200이와 낀 은 언 

어늘어1 서 대격과 능객은 같은 둔잉 안에서 서 s，- --f별놔논 헝태 S'- Jo'.λ1 에 나 

타난나 (6) 의 Hincti 예에서， 합상인 /아이/득 의 wl 하는 옥석어 병사는 대각으 

R 표시뇌뉴 만딘 (63) ， 비환성 목직어인 1목길이’뉴 주객 Ö;;'c 나타난다(6b) 

(6a) 와 Uìb) 모두에서 ?이는 되적이익 미격피 구벌되는 능격으도 표시된디 

(6) Ilindi (힐싱 ACC 비 할생 r\0:\11 [M，이lahan 1994:79] 
a. ilaa-ne ek *bacce/bacce-ko uthaavaa 

lla:E[lG 과냐 아이 "\OWACC 듬어온리나 Pl 
'Tla 는 이이를 듣이설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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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써김 nc CJ.、 haaι;'11aar-[、o uthaa、 깅깅 

lJa: ERC; 하냐 목걸이 NOMf*ACC 늘어올미다 Pí 

'lla는 목걷이를 득어옹댔다 1 

Uìa-b)에 니티닌 되적이의 디l격이 쥬격을 논헝의 필성 여부에 띠 영층의 

형태가 g 함(svncretism)_O_균 이해한 수 었는기 9 다시 말애， 목직어어1 나타나 

는 디]격이 추격을 기서 "1 년일한 추상격익 상이한 표층 형대도 살 수 있는가 

lLegale 2α써， 200810 수걱과 대각의 상이건1 행래까 건1 둔장 내에서 동시에 

니터니는 Kashmiri익 분장 (71은 이 가능성을 부정만디 

(7) laRk-an αlfnaav kuur hisaab. [Bhalt 199-1: 81] 

소닌 ERG.IVI. SG 가닝치디 Pf.F.SG 소니 NOM.F.SG 수학 ACC.M.SG 

1소년이 소녀에게 수악을 가르쳤다 ’ 

(7J이 같은 경우 주격븐 격할당지 시세 핵이 무관한 디롤드 형미격 

Cv!orphological Case, à la Schüt,e 200!) 이 아니다 일단 E 사기 주거 놈향과 
성 수 임치를 11 앤디는 사실은 쥬격 논헝이 시제 핵피 얻지 관계에 놓여 있 

음음 가마 Ò!l 나， 드애호， 171에서 대각 논항의 위시만 마꾼 (8) 은 시지] 핵파 수 

격 논헝 λ}이에 위치한 디]격 Nl'가 간섭 효"l lintcrvcntíon cffcctJ 를 가져유으 

로써 비문이 된다" 만약 /소녀， :\P에 나l까난 수걱이 시제 핵과 쌍관없는 디 

플듀 헝태객이라띤 이 "1 한 간섭효파는 일어날 수 없응 것이다 따라서 여기의 

수걱은 시재 핵에 의해 힘딩띠는 구조걱암이 화산하나， 

181 *la[(k -an paαllaav hisaab kuur. [Ibic\. 81] 
소닌 ERG.M. SG 가닝치디 Pf.F.SG 수학 ACc.:\lSG 소니'1O'cI.F.SG 

지감까지 살펴본 매듭 토대균 검는응 내리자띈↑ 능격 실매각과 주거 대거 

51 간섭 효파란f 탐색자IPmhe) A와 그와 111 합(m;써 h)하뉴 자질응 가지논 목표(go<:!]) 인 

r영사'f C 사이에 A외 지 ;.<.1척으보 부합히지민 "1힐성화ünactlγel 된 명사TB까 위 

'1 한 때 A와 C간의 원/↑ ι1 일지 판겨1 가 성텀될 수 있음을 뭇한다 난 이 갱우 A 
는 B 듣， B 는 C 를 성 분 웅이 (c-command) 한디 "1 활 성화렌 당색 7.1 외 부합함 수 있 

는 111 해식생( 11 l1inLeJ1}reLable) 자실이 Gl읍윤 의미한다 에문 I Il I 에서 대걱 목적어안 

J 수학J 이 E에 해당한디 간섭 줍고1에 LiI한 보디 지시]한 논익릎 위에셔는 

ChomsJ.、y(20001응 비 랴 



-

. 

(9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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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으로 가능케 한1 다 따라서 복석어의 구조각 힘딩보냐는 수어의 걱표 λ1 까 

능거성의 펙심이 핀다 

2.2. 시제/상 분리 능격 구문과 be 완료구문의 분포적 상관관계 

사연어에서 반견미는 능걱어의 히 유행 ~l 시개/상 분리 능걱어에서 능각은 

완료시저1. 완검성:[논 과거시제 」난묘에서만 나타난다 h) 시제/싱 분리 능각성 

이 haue 소유구문이 야빈 be 소유구문과의 쌍과관겨1에 있냐는 사심은 비 ílL언 

어학직。균 여러번 논의되어 왔다 7) Okl Persian. Classical A rmenian 과 같은 

인이악 데이너를 비당으로 Bcnvcnistd19퍼)는 판 인이에서 have 이휘의 유무 

와 능거생의 받날이 핀련되어 있다논 것응 처음。균 지가했다 이늘의 성관판 

거]는 또딴 Traskíl~η9) 으1 유 행학적 연구에서도 니티난 비 았디 

(l Oa- iJ)의 Cl a~ ‘ 1cal Armenian 의 예와 111 a-b)의 Irish 구운에 서 안 수 있 

듯 be-언어에서는 have-언어에서 hal'e가 조동사노 쓰이는 깃파 동억힌 양쌍 

。도 be기 완료뉘문이나 양상 f문의 죠딘사도 사용띤다 

(10) C1assical ArmenÍan 
a. ße-:~유 

Zinc’ 5norh c jer? [Luke G:32, Belπ히liste 1952:59] 
어 떤 지사 ACC bc PnST 너 GEN 
너는 이띤 감사를 가끼고 있는까? 

(-)) 대 111 끌의 E 걱어에서 U 걱 표시는 득정 시세 상(만묘， 판5 싱 1 아오이스디 등 )011 서 

민 니타냐거니 또는 벙사f익 특 4 의미 지 ~'l (f;)J 우1 주성 회성 당)에 띠미 냐타니는 

데 신자의 갱 F를 시시| 상 문ι1 ν걱성 (Tense/AsvecL-spliL ergaLiviLy) , 후가의 갱 

우 를 명사누 걷리 능격성 C\P-split ergativitv) 이끼고 한디 

7) BaS(lllt샤'11 서는 E 걱 표시가 슴어의 cf동생애 의해 결정피기 때문에 be가 아1.1 랴 

hm‘e가놓격 주이외 함께 니타냐세 된디 iArregi 200,1) .. "1.이냐 이것은 he외 사세/ 

상 분 i:.j -0 걱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강력한 반비가 될 수 없다 4장에서 논의하겠 

지민? 놓격의 함당은 소 R-T :t Ö1 사격지;.<.1을 가지는 거치사적 보안소를 포감히 y

있는가에 따랴 결정란다 한펀 r-::ζ 걱 (SLmcLural Case) 인 주걱파 대걱건 의미걱 

(Semantic Case) 이니 。1 휘격(Lexic띠 Case)과 난리 빈 R시 논힘에 한당닉이 소~l 

피어야 잔 필 g 가 없다 Basque에서 소유 F문이 마풍 슬어와 사걱 (=2(;' 걱) 주어의 

신합으보 이루이져 누조격의 잉 '1 까 반생한디는 사 λ1은 본j7익 논거에 본씨척 E 
저]듬 저|기 òf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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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e 완료 
Er 1101"a hraman ar raman areal [B에lVenisLe H)F.{~::m 

bc:PST _L:GEN 핀 경 ACC 빈 나 Prt[ -AC;n] 
j그는 판결올 받았었다 f 

1l1ì Ilish 
a. He 소유 

[αl' 1934:42] 

T á lcabh ilI' a밍am 

beHb'j、 잭 NOM 에 게-냐 

j 나는 츠~응 한 궈 /1ι] 고 있나 

h. He 완? 

Tá sé c\éanta aw:un 
be:PR:iT 그섯 NOM 하다 Pn[ -AC;Rj 에게-냐 

j 나는 ←l 것응 했나’ 

Be 엔어에서 얀효 츄은 양상구문의 조동사호 사용띠는 be는 언지]나 사걱 

(C,g 생격， 여격 처~':.격) 주이와 걸한히는데 이 사격 F이는 종중 소쥐 7::. 표 

띤파 능일한 형태균 나타난다 (1 -2) 의 랴시아어 be 소유f둔과 북부 러시아 

이 be 완료구문 또만 110-11)에 니터닌 것이 같은 양식올 띤디 즉 완요구문 

121에서 행위수는 소유구둔 (1)의 소유수 형태와 동익젠 진시사구 (u !-에서/ 

GEl\ J모 니터닌디 이이한 공사적 상관관계는 역사적으포 스유완료구문이 

[소유구둔 - 수동태 소꺼 (smalI clause)]의 구조호? 터 수동태 소꺼의 태 진환 

및 재十f화 1 restructuring)을 거쳐 발날했다논 일반직 첸저] 하에 통시가인 깐: 

적에서 또한1 우마없이 석명되나， 휴， (12 1와 긴이 복문 구조가 까운 ?조호 마 

뀌딘서 소유뉘둔의 소유주 논향이 행위주 논항 ö 도 재애서핀다 (Salvi lD87. 

Yinccnt 1982 등 ) 

(12) [ havc lsc a housc builtJJ > [ havc lvp built a houscJ 

He 인이에서 니티니는 。]이한 ~유구퓨이 완요구문 λ}이의 구조적 유사성 

(동익힌 사걱 수어 ， be)과 be-소유구운과 시지] 상-복마 강각성과의 분:1:석 상 

관관게를 JL려할 때 시제/상 문리 능격구문의 능격 추이가 총중 끼유구문의 

소유수와 동인젠 형태호 나l'r나는 갓은 사연스러운 혀상이라고 헥 수 였냐， 

능객이 생객 :T~논 소유주 표띤파 능;일한 언어 murusha딩ζi ， 01d Persian, 

Kurdish, NürLh Caucasian 둥)에서는 어원석으노 소유수듀 나바냈던 j{ 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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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1 wl 삭 딘색을 거시맨서 행위수료 재해석된 깃으노 보이나 8) 

지감까지 살펴본 he 소유뉘문과 시제/선 분리 능각f묘의 성판판겨)둡 고려 

할 I대‘ 벙백히 수동 꾀사에서 유 대깐 술이약 ?유주 선치사구를 ~-한한 봐부 

21 시아어 he 완료뉘묘은 능각뉘둔일 기능성이 눈다고 하겠다 만악， 북부 러 
λ1 아이처떤 농격성이 발생하적 관점에서 기디]되지 않는 인이에서 발딛만 be 

와효구둔이 강걱싱음 냐따낸 수 였다면 ， hwι/he 매개댄수와 능걱성 사이의 

조선 관계가 )등사적으모 정당파필 수 았을 것이디 디 g 장에서는 앞서 섣정 
힌 잔반석이 능각상의 친다 요건f;-(에 HI 추어 북부 라 λ1 아어의 be 얀효구둔이 

능거뉘~， _o_~ 평기될 수 있응지 살펴보도팍 하겠다 

3. 북부 러시아어 완료구문의 능격성 

3.1 북부 러시아어 완료구문의 형태 통사직 자질 

북부 21 시아어 완 j주뉘문의 술어기 수농 분사에서 유리)한 것응 김인한 l이1 ， 

와효구둔응 수동태 구운과 비꾀하는 깃이 →」 형태 동사석 특꺼을 파익하는데 

ι움이 될 것이다 (1:，)의 러시아어 수E 태 뉘문에서 기저 목직어인 피험씨 

(Thcmc!l'alicnl) 는 표증 추이포서 주격으포 니 EI 니는 한편‘ 기 서 주이인 행위 

주는 펀수작 잉 소기 아닌 부기 직 (3djunct) 죠각뉘균 나타난다 분사와 인사논 

7::. 격 표충 주이에 생 수 영치를 11 인디 

(ß) 헌대 표준 러시아어 수풍대 F문 

Ego fmnilija byb kem-to t8m napisanι 

그의 성 \O:vr.F.SC; be:P'까、 F.SC; 누냥가 INST 서 기 에 쓰여 산 PrLF.~(; 

‘그의 성이 누J 까에 의에 거기에 Y 여섰디/-}여져 있었디 1 

(1 3)악 수동태 구둔파 단피 북부 라시아어 얀료구운에서는 ;1 저 목섞어까 JF 

층에서 (14)과 같이 대거 。 iê， 나타나거나 lE뉴 (1 S)에서파 같이 주객.03， 나 

Il) 소유 안묘 구문이 수동 소정응 포함하논 소유←「문으y)~ 터 파생되었다논 통칠。1 

끓디 1선 인부 시세/장 문"1 능격이 (e.g. Basque, Kham)애서 능격 헝EiI가 수등태 QI 

행위주 헝태 (by 전치사구)와 동일하냐는 사실 또한 쉽기| 설병될 수 있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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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I A]J]JlicaLive u-GEN 진시사구는 북부 러시야어 와iC구둔과도 한깨 나 

타날 수 있다 

(22) U 11ft' muza ubito [K&.:\: 37] 

[너 에 'II:PPcE\ 얀연 ACC.y!.SG 측유응 당한 Prt.N.SG 
’ τ니는 남띤이 상。:11 냥했디 1 

l링나변 북부 러시아어 얀효구운의 행위수 u+GEN 진시사구는 (221 에 나l'r 

닌 i\pplicativc u+GEN 와 통일한 구성 ←인가(Tscdryk 2CX1(ì)" 아니연 (22)에서 

행위수 u-GEK 진시사구가 익바석 주어득 시칭하시 때운에 생략피었음 뿐인 

기 9 몇 기지 심에서， 이러한 Alllllicative u-GEN 전치사뉘파 행위주을 나타내 

는 u+GE:\는1 비하 역사석으노 진사에서 후사가 파생미어 나ε 깃으호 보이 

지민(Jun잉 200S). 공시 직 。 Sc는 」난별뇌논 뉘생소균 。여겨지야 한다 

깃째로. 북〕/ 얀료구문에서 나타나는 u+GEN 신지사구가 행위주단옥 "1 칭하 

i 수혜지/피허]지를 의미할 수 입는 경우 를 살 때‘ 행위 7::. 를 지챙히는 

u+GE:\와 수헤샤/i.'~ 해사듀 으}이라는 u-GEN가 연!개의 표핵이라는 깃윷 ?} 
수 였다 (23) 의 여1파 같이， 북부 랴시아어 완 j주」난표에서는 비환성 명사기 

u+GE:\로 나타난 수 있는데 1 비합성 논항은 비의지석 (un voliLionaD 행위수는 

될 수 있。나 수해자/피해자의 의미 역한윤 기낄 수 없다 

(231 Eto u a、 tomobilja ideno U\'!atveenko 19G1:123] 
[것 샤동자에 PPCC.L'1 간 Prt.N.SG 

iτ건 치까 지니긴 거야 

수해자/피해자듭 의미하? 것이 갈기한 경우을 보여주논 또 다른 예도 (24) 

와 같은 것이 았다 (24)의 화자의 낚면옥 ? 때 선에 새상올 떠났디 그이니 j 

기 무서 많은 t생김응 애 놓았기 때문에 화자는 그 맨김 E 현재까지 쓰고 였다 

이 분장에서 화지의 낚팬은 지신으1 생위으1 생위 7::.일 뿐 수혀]자가 필 수 없디 

(:24) 11 muza Innogo dmv n<:!1lJhleno [AgranaL :2(Xμ] 

남띤에서I]:PPCEN 많은 맹감 r써 PπN.SG 

J내 닝편이 떤감올 망이 베어 놨어 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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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듀 동재하는 히펴 또 냐른 주각 수어약 대등 접속띠는 둥 수걱 수어와 

E일한 표충 주어 자낄e 지닌다(Tirnberlake 1976) 

(27) 재 사 '-11 응시 간끼 

U SrkL PI1\'αICIlO SY，이 ai 
Srka에서1 :PPCEN IiI려온 Plt.l\.SG 지시익 
‘Srka/I 샤시의 나이든 약휴너름 터1 려왔l ↑ ‘ 

Cf. Srkai privel sv이 Uj nevestu 
Srka:l\OM 네허왔나 샤신의 약휴너 

‘Srka까 지기 약흔나는 IiI려왔디 
(28) PnO 몬제 

U babkL navemo [PROi kosit' 

staraJ3 Ilcvcsta 
니이든 약흔니 NOM.F.SG 

[K&N: 35] 

lljdeno] 

굉미니에 '11 :PPGE' 아마도 뜯어1나 INF L니나 Prt.'1.SG 

[Matveenko 19G1:123] ‘항내니는 이이노 눔베긴1 갔을 가야 1 

Cl. ßabkai posla [PROi kupit• 

만머니 '10M 갔다 사다 1l\F 

‘항내니는 버디듣 샤이 갔디 1 

(:29'l 대동 접속 

mas야10] 

이터 

U menja• ne znkonceno etu rabotu 110 ej poj c1u poguljat' 

내얘세 PPGEN 'lliG 끔난 Prt.'l.SG 이 일 그이나 갈것이대 FUT.1.SG 산액하다 

l니 는 이 인 을 끝미지 않았지만 산해히이 갈 것이디 [p.c. Zh. Gl11shan] 

Cf. Ja; ne zakol1ci써 야11 rabOLll 110 ej Ilojdll “)g1l1jat’ 
니 1.N(}Vl.S(~ \l ll:G 겁내 cj 이잎 二」라니 강것이 cj :Fl!T.1. SC; 산에히니 

'L~는이 일올끝내가 않였지만산객하라 강싱이다 1 

이에 만해 (3())과 (31 )에 나타나δ、이 수농 태 」안표의 죠 .?1 행워주논 이러한 표 

층수어 사지올 지니시 않는냐 

(30) Oni byl 1)'Jslan pro[cssααn， [P[tOν ‘μ:rcc\at' SVOCtnUi'끼 CgO'i/j kollcgc pis’rno] 
그 "OM )，l니1 섰다 i수[\1ST 전하다 IW 자신익 그의 응 ~_:DAT 띤지 

‘?는， 교수에 의해 c7자<'19~ i，/~ ~)~ j 용료에게 먼지을 끼하기 위해 한내졌마’ 

(:m Onι hyla 1ηveden<:! IV<:!nOIni POIX)zie a ei/.j llshla/*ll이lel srιαl 

」너 '10M 데려와갔나 Ivan.INST 쥬 늦게 l 터냐 띠닝、나 바로 

1그녀는 종 갓게 IvanÖl] 의해 터1 끼와겼가안 lIf투 [떠났다’ 

(27-:m 의 대죠는 북부 러시아어 완료 뉘묘이 명백 "1 수농태 f둔 。 R부터 

비롯두1 것이긴 히지난， 이 구문이1 서 논헝듣 사이의 문입걱 과거]는 수통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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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 의즌히나고 하였나 이러히 제안은 u+GE:\ 낀시사구가 익반석으호 비대 

각 농사긍 여겨자는 hyt' ’이다/있다/ 혹은 /mjti ' ι 직하다/파 같은 E사의 

유일 논헝에 우괴된디는 사실이1 기빈히 i 있디 그1.'，1 니， 3.1철에서 논의된 비 

와 같이， 이늘 능사늘은 북부 터사아어 원 j주」난문에서 비대객이 아니라 비능객 

통사포 니티니며 I다피서 이 통사들으1 유 영논항은 니|부 논헝 이 아니이 외부 

논항이나 이러젠 과적에서 논항의 끼저 생성 위시와 우관한1 익꺼 작 어펴걱 

할당 세안은 그 동기를 잃는다 한팬 이비인이 세안깐 이휘격으포서으1 능격 

힘딩 진략이 복부 라시서어 외의 L 어떠 능걱 헤겨1 에서도 센견피시 않는나 

논 사실 또한 이 거한당 에커니즘의 설나릭응 년어 CC 렌다 실는 가 。 Sc， 어휘 

각옴 증십으노 히 라ut이의 걱 j 시 께키니듬은 부굉요낌 ?F 아니라 부석저히 
것이라고 하겠다 

피비인이 제안한 기서구조는 사격 할당지를 구체적으로 세사함으도써 에 

이 뉘둔에서 주객 주어기 갈기능한지 보여순다 그더나 그논 왜 저헝직인 소 

유수 표헨1이 u-GEK 낀시사구가 수동태에서 온 -nu/-lu 분사행과 함께 사용 

뇌어야 하논지에 대해서는 언냐하지 않고 있다 그논 u+GπN도 나타난 논향 

이 소유수가 이니라 행위수임옴 보여수는 예시듀응 제시아고는 있지만 래 소 

유주기 아닌 논항이 소유주 형태둡 기지고 나타나야 하는지논 설명하지 봇한 

디 본 논분은 4.2절에서 까유 구문피 완료구문 "1 구조적 통임성 올 비탕으포 

이 문제에 대한 헝시통사직 해납응 제시한 것이다 

그렇디면 비비인의 세안에서 추격 1되적이는 이떻게 인가되는가? 그는 Yip 

el al.l표 87)의 ”층위석 걱힘딩의 법칙 (GeneralizaLÎon 01 Case-in-Tier)" , 

lvlarantzíl991l의 11 9-1 폭격이론(])cpcnc1cnt Casc Thcory l", 그티 JL Harlcy(l9951 

의 ”사동각 매개댄수(rvlechanical Case ParameLer)'1듀 토대로 옥석어의 수걱 

표시을 설영한다 충우1 직 객한당의 범거은 두 놈향응 기지는 E 상 내 격의 분 
포듀 묘사석 층위에서 /1 ，，:히나 측 1 수어가 비정규걱 (quirky αise)음 가캠으 

도싸 T:'~객 (structural case)응 한앙받응 수 없논 정우， 능;일한 실 내에서 주 

이 Nl'의 9; c쪽에 니 티 니 는 Nl'가 7 격 올 할당반는디 (Yip ct a1. 1987:224) 

한펜， Marantz (J(191)와 Ilarley( 1 ~*)G)는 비정뉴격과 --f:{~거의 워겨)을 이파는 

빈미로 행식화한디 이런츠는 의폭격인 비정 η격이 7 격이 할당된 다니 의미 

논향이 ;둔r 

니 T2와} 같+븐뜬 특진딴 격할당지에 의해 걸정되는 것이 아니비 그 절의 논헝 구 

-5-:-와 객들의 형태 석 위겨1 에 달러 였다i 깃이냐 동일한 맥릭에서 헬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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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유익논항의 걱사지이 구조석으노 꺾겸 Icheckl미는 경 우 」 걱은 바t드시 

NO,:fj ATlS i;'c 실현뇌어야 하며 (의무객， Mandatory Case) , 한 실 내에서 두 

격지질이 구조적으포 점검되는 경우， 두 번째 격지질은 i\CC!EHG모 실현된 

다고 보았다 (의손각， Dependent Casel 이늘의 제안은 득성한 객한 l낭자어) 의 

츄히는 퉁사적인 섣 1성이 아니이 형미적인 치윈에서 능격 절디]격 잉식을 섣냉 

하도적 으1 도미있마 

입 등괴 딜러 마련츠와 할리는 주격이 디까 모간 격에 앞서 할당왼디 :iL :-'::. 

장젠나 l러나 이튼의 제안은 경힘 석으호 쉽게 바빅놔 수 있나 여걱주어 동 

사원행 대거목가어 양성 」안둔이나 능객주어 대거꼭가어 뉘둔은 묘 싱이 문범 

석이 디 11 위해서 수걱이 항쌍 먼저 힘딩미어야 파는 깃이 시닝음 보여쥬마 

무엿보다?↑ 이 십간법은 북부 터시아어 자농사 완검뉘묘에서 유일놈향이 사 

격으포 니티니는 것올 설 1성히지 끗한디는 정에서 부부 이 λ1 아이 완료구문올 

설명하논 비 작실치 잃다 

행태론석 걱」{사 진략옥 수용한으호써 1 라마~l 은 135cl 에 의해 바동사 능걱 

fE 의 목직어의 주객은 일만직인 주객한단자인 시저1 핵이 아니라 농사에 의 

해 힘탱되나고 수장젠나 즉. 통사에 의해 힘딩된 추 상각은 4 언어가 (35)악 

객표시 전략ξ 수용하는 지 여부에 따라 형태직 。 R 실현띤다 북부 러시아어 

에서는 이 선략이 유효히여 통사에 의헤 할당된 되적이의 추상격이 형미적으 

균 주객 Ö i;'c 실현핀다 라바인은 북부 터시아어에서 발견되논 매각 꼭직어논 

표준이의 주격 미격 앙식괴 부부 방인익 농격 추격 양식의 정쟁악 걷피포 줄 

핵아게 된나고 보고 있냐.~라나 이러젠 라마엔의 수장은1 얀ii.구문에서 수 

격 논헝피 연λ} 사이의 성 수 임치가 주격의 근윈지가 시서1 핵이지 통사가 

이니라는 사싣음 명백히 보여수는 마1 정딩회뉘 수 없나 

4. 1.2. 분리 된 돌사구 구훈(split-verb structure) (Tsedryk 20(6) 

능거 양시의 중R 한 자낄 증 하나는 목직어기 어떤 f긴 하에서는 대격←。 

로‘ 그 외에는 7=격(절디]격)으로 니티닌다는 것이디 Tscc1rvkI2(XJ(ì)븐 R 걱이 

의 주거 표 λ1 을 특정한 통사 --f:{~ 어) 의애 대객 한당이 차단뇌기 l대 E 어1 일어 

니는 현상으로 피악했디 3가 능격 구문에 미해 제안만 꾀티된 통사구 구조 

(sp]iL - verb slruclureJ에서는 통사 핵에 의젠 복석어 걱힘팅이 구조석으호 사 

인왼디 그으1 세안은 Chomskγ12(XX))의 원기랴 일지 (]ong distancc agrccmcnt) 

에 기반하고 있다 원거리 일시수 단색사 1 Pr"bel와 복표(Goal) /I 부합 Ima(c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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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북부 러시아어 완료구문의 기저구조 제안 

4.2.1. 소유구문의 구조 have와 be 

2.2전에서 심이보였나사 i.'~， be-소유구운에서 빈단힌 와효구눈이 능걱생옴 

니 EI 니|는 정우가 많디 그렇디 연‘ be-/;τ유구문에서 피생된 be 완료구문익 기 

저구조의 어떠 득싱이 능각성음 깎재석으호 가능케 라는 깃잉까? 곧 . hauc

소유~R 과 완j주뉘묘파 lJe 소유뉘묘의 어떤 통사직 차이기 lJe 뉘E 과 능격성 

사이의 상관삭 분~듀 야 ;1 하는 깃인가? 

본고에 서 소유fE 의 f죠에 대 한 놈의 논 소유뉘문 의 술어 인 띠De파 lJe기 

통일한 기서구조에서 피생되는 등사적 매게변수비는 사실에서 줄받만디 의미 

카 ö3c 능일한 놈향 --f :{~기 통사가 _0_5:. ~.일한 기저 뉘f을 기지야 한다논 

선제 íUTi\H‘ Bakcr 1988) 히이11， .-:'유 구분의 기 서구조는 표층의 hG1Je 와 be를 

노함젠 상이힌 ji층구조/} 과생미는 깃을 심득력있게 보여준 수 있어야 힐 

깃이나 이리한1 접근빙 삭옴 취힌 대표 석이 연 구호 Freeze(I992)와 

Kayne(l D~J:))의 P-to-lìπ 힘성 제인응 늘 수 있다 

연사 ícopula) 를 으1 미적으로 비이았는 기능술이도 상정할 때 íFrcczc 1992‘ 

Kaγne 19D3, Kondrashova 1 (XJ6, Moro 1 ()!.η ， T1aπes 2íXl2 임 ), halJe따 be~

격지질 유무에 "1 、 L 두 기]의 상。1 딴 표증 이형이이 고 할 수 있디 

Free:iιeil앉 2) 와 Kaynel19931 은 연사의 시휴형음 BE라고 보고 4 아래에 내 

또된 Dl'의 D가 격지질을 가지 i 있는 선치사 l'로 니터니는 기 서 구조를 상 

쟁했나 í361에 간략히 나바넨 마와 낀이 이 Pí=D)가 DP내의 의부 논항인 소 

윤주어) 시) 객응 한당하지 않고 주길의 Rπ에 합성이 뇌딘 lìE뉴 표층에서 객자 

7，1 옴 가지는 l'}동사 역사 즉 have호 나바나고， P가 소유수 와부 논항에게 각 

E 한담하딘 Rπ는 표층에서 객자실응 기자지 않논 인사얀 lJe 5'c 나타난다 이 

와 같븐 접근븐 격체게와 논헝구조에 미한 직관적인 등칼을 세공할 뿐 아니 

라 여러 언어늘어1 서 나타나는 haue와 lJe의 헝태직 유싼생， I잉ve，/be파 주어 

격형 rll 의 긴 π1 한 상관성 등올 섣 1성히는 잇점이 있디 

(:1(-j) Free;t;e (HfJ:2 l, 1ιl.Vl1e (1띠:l): P-ln-HE 합성 

PIC\SEI-to-DE 뀌 싱 '> haue 
p[C.\:::EJ-to-BE 합성 111 새 、 b" 

Eng 

R 
I havc aoooJ ‘ 
U menja esL' kni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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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p/pp 

씩b ζ?s、 n
"，~\Nl' 

본 논묘에서는 이늘의 제인응 보다 일만직인 통사가 파생 과성 Ö;;' 이해하 

고지 한디 즉‘ 기 서 구조를 의미적으도 빈 기능적 울이인 F가 Dl'를 니JE7 히 

고 있는 것。 R 산정한 α11， 내포실의 PJf)에 유효한 격자실이 없는 경우에는 

격지질을 가지는 연사인 fκn‘c가 주절에서 선내되고‘ 니|F 절약 P/D에 유효한 

각사7，1 이 있는 경 우에는 걱사지음 가지시 않는 연사인 be/} 수저에서 선택된 

디 이렇게 적이도 격할당이 필요깐 논항 수까콤의 격지질을 ?한만 구조의 

파생만이 문연직얀 것이 띤다 러시아어의 be 소유뉘E 의 기저 뉘f파 그R 

부너 피생되는 표층 구조는 디유피 같이 니 FI 닌디 

(:17) 11 menj a eSL' kniga 

니 에 .il :PPCEN be:PRST 채 NOM 
j 냐는 꾀응 한 궈 /1 시고 있나‘ 

est f 

“ 19a 



HAVE/BE 매개변수의 결과로서의 능력성 ,),)::) 
'-'~V 

소유구운음 포한힌 둔 "11 구운의 정보 구조는 주제 평언 구조(Theme-Rheme 

Structure: lìabbv 1 DSü l 혹은 이와 유사한 관심 T :{~(Perspective Structure 

Borschcv and 1 )artcc 떼깅)도 피악된디 (37)에서 제안된 기서 구조는 이1..'，1 만 

성보 뉘 깐에 따른 자유 어순응 통사직 _Ö 5'c 나타내기 위 애 lìelletti(2001 , 20041 

가 이탈리아이에 디l 해 제안한 히위 오점 íLow Focus=ll'-inlcrnal Focusl을 F 

함라고 있다 새노운 정보에 해팅하는 괴소유 명사구가 Spec，FocP호 이동히 

후 니머지 Dl' 부문이 모두 표증 주이 지랴인 Spcc‘ 11'모 니머지 。]동 

(renmanL movemenLl을 싹으노써 소유구둔의 과생과정이 와효된나 

4.2.2. 소유구문과 완료구문의 구룻적 돌일성과 능격성의 파생 

소유낚문과 소유뉘묘에서 파선J 년 완료뉘묘의 뉘:{~ ?-] ~'.일성은 이미 여러 

연구지들이] 약해 지적되었디 특히 Kaγnd19931 악 세안은 까유구문_l!] 완료구 

묘의 유사성응 헝시통사직 Ö，5'c 해석한 기강 증임한 인f라 하겠다 í:1Hl에 나 

타년1 마와 킨이， 소유구운에서는 수션의 역사 FP 민에 내포띠어 았는 꺼이 

명사가 부사 '11 인 DP인 만띤， 완검뉘묘에서는 똑같은 뉘죠에서 단지 내포실이 

DP와 상옹하는 통사석 투사처11， 즉 CP이나， 이러힌 꽉점에서 얀료구문온 소유 

뉘E 이 명사직 영역에서 ~.사직 영역 。균 팍잉핀 것이라고 한 수 있다 

(38) 소꺼 누 난"1 싹뇨눈 난의 -Tx척 

a 소유 「문 IF+IJPI 

'o~~l생 

h 만5%.7문 IF+CPI 

Imiga tramplin sde/ano 

소유뉘묘파 E일한 완 j주뉘문의 기저 f죠에서 내포실응 이끄는 최상위 기 

감소이 C까 걱사지을 쏘함하는 진시사， 곧 진시사석 보둔소노서 사선이 지배 

하는 외부 판항에 격응 합당할 경우 완료fR 의 주어는 사격 전치사f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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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게 된나 (여끼에서 진시사까 가시 석이지 아년시는 분석에 영헝음 수지 

않는다 일만직 P 균 /사각 놈항은 전치사뉘R 투사되어 기사직/비기사가인 전 

지사에 의히1 인가되는 것으포 간 7::. 왼디) 선치사적 J~_-æ-:~의 주이으1 사격 할 

당은 난아 있논 논항， 주 목직어기 심재직 ö3c 주각 혹은 대격응 한당 받응 

수 있는 조선을 제공한디 。]는 곧 앞서 논의되었빈 농격성의 기본 요건이이 

고 힘 수 있나 즉， 소유구운 빚 얀효구둔에서 걱사지이 없는 D와 C득 까지 

는 haue 인이에서는 외부 논항이 주격 할당지인 시세 핵에 격올 의츄할 수밖 

에 없 I1 때운에 능각 수어까 나타남 수 없는 반면， 소유구문/얀효구문에서 진 

치사직 보묘소에 의해 사객이 외부 는항에 할만뇌는 be 언어에서는 이랴한 

사걱 외부 논향이 능각 논항으호 반단힘 수 있는 I1 복석 ~l 조컨이 충족디거1 

뇌는 것이다 

4.2.3. 목적어 격표시와 연사 일지의 미시 변이 

복석어의 걱(수걱 1 대걱)옴 격정라는 요소는 억어번노 나긍나 Hindi에서치 

힘 대각응 한담하? 잉사 섹 c기 환성자길에 대해 특화되어 환성영사만이 

v[ +활성]와의 사진 익시노 대걱욕 낌딩만 11 도 하고. InuiL. Mebengokre와 긴 

은 능객어에서처임 분사뉘기 흔힘빙주R서 능사 섹 "이 아닌 명사 핵 n응 기 

낌으로써 다]격이 아예 부새히여 R 적이가 시세 핵이] 격올 의츄할 수도 있디 

(Johns 1~*)2. A1exiadou 2(Xl l , Sa1anova 깨(7) 북부 러시아어 뉘둔에서논 fF 

성 흑은 낚성 만수포 국이신 비곡용 잉사가 연사으1 일치를 일으킬 수 있디는 

점 .1피고 납→상 다수 비곡용 분사형이 대걱 복석어듀 가친 수 없나는 꺾 둥 

으도 미루이 후지 즉 벙사화가 적절만 꾀식으로 셔인디 

념성 반수 비곡용 분사형과 연사의 님성 만수 익시가 예외석인 "1 폭드 형 

태가 아니라는 사실은 (제)의 낭생 단수 분사 완5뉘묘에서 부분 생객 목직어 

때둔어1 나바나는 여사의 이폰드 형태가 증성 깐수로 나바나는 깃에서 약 수 

였다 

(39) U nego prinesen tabaku bylo κ&N: 80] 

l 에 711 :PP''E.' /1 시온Prt.lVI.SG 담배 PilItGCll.YI. SG bc:N.SG 
lτ는 어 "1 간익 납비1 를 까져왔였디 ’ 

(지))들 고려한 띠1 ， 얀사 일치듭 일 。 기논 분사의 낭생 단수 어미? 디올~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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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익바석인 닝성 까수 병사(e.g. doml와 낀이 어훼석으호 고정된 익 

치자실이 실현원 것。도 보아야 한 것이다 이라한 명사화핀 분사f에 대해 

lDP l"p n Vl'JJ 와 같은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미격 띄적이를 가지는 충성 인 

수 분사의 경우어1 논 디올듀 형태~ 해서한 수 l ，~ 였지만， 영어에서 대객 목직 

이를 가지는 동냉사처띤 최상위 기농 절정만 1성사적(D)인 섯으로 꾀사구조를 

파익 힘 수도 있나 [DP ["p tηdω VP]] 

꾀사으1 상위 기능 절정의 핵이 격지질올 가지지 않은 n인지 대격올 할당할 

수 있는 u이지에 따라 옥석어가 수각으노 나바냐는지 대각으호 나바나는시 

설정핀다 한펜， 일치의 번이 또한 이러한 상위 기능 실심의 번주직 번이균씨 

석 t정힘 수 있나 Chomsky(2αlO l의 원거비 익 /.1 께키니슴에 업끽했응 때 1 탐 

객자연 λ1 제 섹은 주거 목가어와 염사화핀 분λ}라는 두 묵표을 기심?균씨 

디충일치 (Multiplc Agrcc) 를 임으키게 되i 시세 핵으로 이통한 연사는 추격 

목가어와 명사화4신 분사 눌 증 하나에 일치하논 형태균 나타난다 (자서1 한 다 

증익시의 께커니즙에 대해서는 Hirai\ν ，， (2005)듀 보라 1. 이약 끼이 명사화되 

능사뉘와 그 내부의 주각 영사f기 두 씨의 목표가 됨 Ö :'êc 싸 당색자인 시제 

핵에 맹합되 조동사가 익시의 w1 시-맨이듀 보이는 성 우는 (401악 BaSllue 예 

와 같이 다른 언어글에서[ 발견핀다 

(10) [n얘eh:t errom8ntikoak irakUltzeaJ gustatzen zaio/ zaizko (비 까ε) 

4、섭 호 lÆ 'G]하 ACCJ'L 위-;:.- :_\wλl-l)ec.ACC 즉。 1 ，카q Aux:3.SG/PL.ACC-3.SG.DA'1 
lτ/τ니는 보벤녁한 소션듣윤 잉는 것 ii 좋이아디 ’ 

[Elxeμ"" ~(xti::jO:j 에 서 수정 인 용] 

5. 결론 

시금까시 유 논문에서는 능걱싱옴 정의하고 」 쟁의에 H] 추어 북부 라시아 

이 완료구문이 능격구문으포 명가필 수 있는지를 암아 11 는 한편‘ :τ 농격성이 

파생띠는 기저구조특 재시아았나 복부 리사이어의 be 얀효구문의 형태 동사 

가， 의미직 자길은 2.1 실에서 제시한 능객생의 잉긴늘응 충족한다 먼저， 

u+GE:\라는 사걱 형태가 외부 논항에만 배바석으호 나타나고 내부 논향은 l' 

f각(주격 혹은 대거)응 한당받는다 이 u-GEN 전치사놔 논항은 행위주 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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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항시 석으노 가짐으호써 Applicalive 수혜자구약 의 wl 석으노 구변디는 히펴 

표충 주어의 자실응 기 싱 P 둔 씨 수농태 행우1주 깐Zff와 통사자Ö-i;'c 'f별원 

디 스유구문 맛 완료구'~r:-에서 ←:유주 맛 생위주 논헝은 선형적인 추격 할당 

자인 주실의 시제 헥 P 문부터기 아니라 내포실의 선치사직 보묘소균부터 사 

격할당을 반 g 으로써 되적이가 시세 핵으로부니 잔새적으로 주격올 할당반올 

수 있게 되나 북부 라 λ1 아어의 얀효 구문은 유형학석으호 상/시지 ~O-걱 구운 

으도 팽가필 수 았디 

북부 러시이어에서 he 소유구둔으노부터 be-~}효구문이 밴단하고 이 구둔이 

사제/성 분리 능거생응 보이논 것은 곧 haDe.까e 매개연수 설껴의 실과이다 

복 논문에서는 he 소유구운과 시재/상 분리 능각구둔의 분포석 쌍과꽉계에서 

승받하여 he 소유f문과 완료f문， 그리고 능각성의 파생응 일판성 있 ;11 설 

1성할 수 있는 기 서 구조를 제안댔디 이 구조에서 뼈le 약 be 구문들의 상이 

한 표충 형태의 파생과 능각성의 발날응 야기하는 _8 소는 곰 그 언어의 기능 

소 중에 외부 논항에 사걱음 띤딩아는 진시사석 보운소까 슨지]하는까 .L미고 

이것이 소유낚묘 뉘f깐와 그에서 파생뇌는 다른 ←난죠글에 사용되는기 하는 여 

부 라고 힘 수 있나 측 1 소유구문 빚 얀호1구문에서 l.~ :t..꺼의 D/C가 [ +Casel, 
혹은 r -Case 1 도 자실설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기 haue/he 매개변수을 실생하 

고 v!C의 l +CascJ 지질섣징은 니아가 사세 상 꾀터 능격성 발틸을 가능 111 

한다 목직어의 격표시 및 인사의 일치에서 나타나논 미사 번이논 분사의 영 

사파로 섣1성할 수 았으며‘ 이비한 꾀사의 1성사화는 다 능격이에서도 니티니 

는 현쌍으호 복석어의 수걱 〕?시의 워인으호 과익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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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rgativity in North Russian 

as a Consequence of the HA VE/ßE Parameter 

Jung, Ha-kyung 

1기 lis paper argues that ergatiγity may appear in SL1 ch a language as 

North Hussian that has not bccn considcrcd as crgativc‘ 、 Ia a 

he-posse“lνe ]Jerlecl sLmcLure. 1 seL ctiagnüsLic Iaclors üI ergaLi viLy and 

dcmonstratc that thc morphosγntactic and s 인llantic fcalurcs of thc North 

Russian he-per[ecL ωnsLructiün meeL these facLors: The agenti 、 e exLernal 

argUl1lcnt appcars in a11 obliquc casc form in a position lmvcr than thc 

matrix Tense, which allows the object 10 J]otentiallγ 3ppear in the 

nominativc. Thc obliquc argul1lcnt aSSU l11CS subjcct pro~rtics 、.vhich is 

characLerisLic o[ mü:rpholügicall\ -ergaLlve COnSLnlcLlOl1S. 

Giγα1 that crgatiγc pattcrns corrclatc \\Tith thc posscssiγc pcrtcct 

lunnatiünwith Lhe he-auxiliary in many' languages, I pursue a deμüled 

underl~ying structure of the North TIussian construct•on. based on the 

sy'nLacLic IJarallel beLween IJossessi ve and per[ecL consLrucLions. The 

proposed under1ying structure of the be-pc 익 sessrve and be-perfect 

constructions providcs an adcquatc cnγÎronmcnt for crgativc cncoding bγ 

containing a prepositiona1 comp1ementi:ær that assigns a11 ob1띠 ue case to 

thc cmb띠c1cd subjcct. Thc objcct casc-marking variation bctwccn -"OM 

and ACC, and Lhe agreemenL vmiaLion 011 Lhe copula are accou11Led [or as 

a conscqucncc of nominalization of thc participlc 

The ergaLive encoding in Lhe -'orLh Russian ]JerlecL shows LhaL lhe 

Tense/Aspect-sp1it ergativity is a com11ary of tlle crc 익 s-linguistic variation 

o[ the IJossessive he and have , a universal lexical parameLer independenLly' 

attesled 0디tside of studies of erg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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