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및 고대 북부 러시아어 주격목적어 구문의 통사연구:
발트어 및 핀어 주격목적어 구문과의 비교언어학적 접근*

정 하 경**

1.

***

러시아어에서 주격은 일반적으로 문장의 주어를 표시하는 문법 범주로서,
주격주어의 성, 수, 인칭 자질(phi-자질)은 통상적으로 술어에 형태적으로 지
시된다(술어일치). 한편, 타동문의 목적어에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격은 대격으
로, 러시아어의 격체계는 주격주어-대격목적어 양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1)
고대 및 현대 북부 러시아 방언에서는 전형적인 주격-대격 체계가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형태의 통사구조에 한하여 목적어에 주격이 사용된
다. 이는 곧 격표시 메커니즘과 통사적 환경이 긴밀한 조건적 관계를 맺고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51-A0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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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가 러시아어학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연구자로서 지녀
야 할 신념과 태도의 전범이 되어 주신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이인영 교수님
께 깊이 감사드린다.
1) 본 논문에서는 형태격(morphological case)과 추상격(abstract case)을 구별하지 않고
‘격’이라는 용어를 범용하고 있다. 이는 두 개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
라, 본고에서 다루는 언어들처럼 형태격이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에서 일반적
으로 추상격이 형태격과 다르게 적용될 것이라고 가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단, 본문에서 추상격과 형태격 불일치를 주장한 연구를 언급할 때에는 그에 대해
적시하도록 할 것이다. 본 논문의 한 심사자는 주격과 동일한 형태의 대격을 취하
는(NOM-ACC syncretism) 목적어, 즉 추상격은 대격이지만 형태적으로는 주격인지
대격인지 구별되지 않는 목적어 또한 주격목적어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의문을 제
기하였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주격목적어는 추상격과 형태격이 모두 주격인 목적
어를 뜻한다. 불필요한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대격과 형태적으로 구
별되는 주격을 취하는 목적어(본문 예문 7, 8)를 예시로 사용하였다.

있다 것을 보여주는 바, 그 통사적 환경의 이해야말로 이 언어에서 주격목적
어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고 하겠다. 만약 주격
목적어를 허용하는 통사적 환경을 동 언어의 다른 구문에서도 사용되는 일련
의 공통된 구조적 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주격목적어 현상을 전반적인
격표시 전략에 의존하여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주격목적어 구문은 북부 러시아어와 발트어 및 핀어를 언어 지형
도에서 하나로 묶는 주요 공통 자질 중 하나이다. 따라서 북부 러시아 방언
의 주격목적어 구문의 통사구조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데 있어 이들 언어의
주격목적어 구문과의 비교 연구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현대 및 고대 북부 러시아어, 라트비아어, 에스토니아어, 리투아니
아어, 그리고 핀란드어에 나타난 주격목적어 구문의 통사구조를 비교, 분석함
으로써 이 언어들의 주격목적어 표시 방식에 대해 비교언어학적으로 일관성
있는 설명을 제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북부 러시아어, 발트어 및 핀란드어의 주격목적어 구
문에서 주격목적어를 허용하는 통사적 특수성을 be-소유구문의 구조와 연계하
여 살펴볼 것이다. 소유구문의 피소유체 명사가 타동문의 목적어와 같이 이
(二)항구조의 내부논항일 뿐 아니라2) 주격으로 표시됨에도 불구하고 TP,
Spec을 차지하는 문법적 주어로 기능하지 않음을 감안할 때, be-소유구문 또
한 주격목적어 구문으로 분류될 수 있다.3)

러시아어 소유구문과 주격목적어

구문의 유관성은 주로 러시아권 및 유럽권 학자들(Obnorskij 1927, Georgieva
1949, Borkovskij 1949, Potebnja 1958, Staniševa 1966, Kiparsky 1967,
Kuz'mina 1977, Haspelmath 1989, Bauer 2000, Holvoet 2003, Zaliznjak 2004)
에 의해 통시적 차원에서 언급되어 왔으나 공시적인 차원에서는 구조적 분석
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소유구문과의 공시적 연계는 기존의 연구들과 본 논
2) 러시아어 소유문 같은 be-소유구문은 존재문의 하위범주이다. 존재문의 대상
(theme) 논항(소유문의 피소유체 명사)을 내부논항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Kayne 1993, Hazout 2004, Blaszczak 2007, Hartmann and Milićević 2007, Jung
2011 등을 참조하라. 반대로, 대상 논항을 외부논항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Freeze 1992, den Dikken 1995, 1997, Moro 1991, 1997을 보라.
3) 수동태구문을 포함한 비대격구문 또한 내부논항이 주격으로 나타나지만 아나포를
결속하는 등 Spec,TP와 결부되는 문법적 주어로 기능하므로, 그렇지 않은 소유구
문 및 타동문의 내부논항과 달리 주격목적어로 간주될 수 없다(예. Onai byla
ubita svoimi ljubovnikom. ‘그녀는 자신의 애인에 의해 살해당했다’).

문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북부 러시아어와 발트어, 핀란드어의 주격목적어 구문과 능격어의
격표시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격표시 전략에 대한 유형학적 이해를 꾀하고자
한다. 주격목적어의 사용은 주어를 능격으로 목적어를 주격(절대격)으로 표시
하는 능격어에서 가장 활발히 관찰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능격 체계와의 비
교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능격어의 한 유형인 시제/상-분리 능격어와 be-소유구문간의 상관관계
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어 온 바 있다(Benveniste 1952,
Trask 1979). 앞서 기술한 be-소유구문과 주격목적어 구문의 통사적 유사성은
이 언어들의 주격목적어 허용 메커니즘과 능격 체계의 격표시 전략을 통합적
으로 설명하는 데 주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주격목적어 현상 제반에 대한
상이한 두 접근 방식을 소개하고, 본고에서 사용할 이론적 토대를 선택한다.
3절에서는 북부 러시아어, 발트어, 핀란드어의 주격목적어 구문을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하고, 소유구문과의 구조적 유사성과 그 외 통사적 특성을 살
펴본다. 4절에서는 3절에서 살펴본 통사적 특징들을 소유구문의 통사적 환경
및 격할당 전략에 비추어 보편적인 구조적 특성으로 설명한다. 5절에서는 논
의를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주격목적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목적어
의 주격할당을 주격의 디폴트적 혹은 무표적 성격에 의한 형태적 작용으로
파악하는 형태론적 입장과, 목적어의 대격이 대격 허가 기능소(v)에 의해 표
시되듯 주격 역시 특정한 주격 허가 기능소에 의해 표시된다는 통사론적 입
장이 그것이다.
형태론적 입장의 연구 중 격의미에 근간한 기능주의적 관점(Timberlake
1974, 1975a, 이인영 2002 등)에서는 주격의 외연적 특성, 곧 형태적 무표성
이 지니는 의미적 도상성을 추구하는 한편 주격을 기능적으로 동기화된 대격
의 이형태로 파악한다. 이인영(2002)은 형태적 무표성이 논항의 낮은 인지적

현저도를 신호하는 것으로 보고 주격을 대격이나 부분격의 디폴트 형태로 파
악했다. 활성, 특정성, 한정성과 같은 유표적 의미를 지니는 목적어에 주격이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증거이다. 이러한 기능주의
적 입장은 곧 주격을 제로 격으로 본 야콥슨(Jakobson 1936/1971)의 격의미론
과 맥을 같이한다.
격형태의 의미적 유표성/무표성에 기반한 기능주의적 관점의 가장 큰 이점
은 주격목적어 현상의 동기적 측면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기
적인 측면과 그것을 실제로 실현하는 격표시 메커니즘은 별개로 고려될 수
있는 사안이다. 특정 통사구조와 주격목적어와의 긴밀한 상관성에 비추어 볼
때 기능적인 측면 외에 주격목적어를 발생시키는 통사적 환경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격의미보다는 격표시 전략 측면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Yip, Maling and
Jackendoff 1987, Marantz 1991, Schütze 2001, Bobaljik 2008) 중 가장 주요한
이론적 뼈대를 제공하는 것은 마란츠(Marantz 1991)의 “의존격 이론(Dependent
Case Theory)” 또는 “이접 격층위론(Disjunctive Case Hierarchy)”이다. 그의
의존격 이론에 따르면, 격은 특정 기능소에 의해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도메인 내 논항 수에 따라 분배되는 형태적 작용이다.4) 도메인 내에 격표시
가 필요한 논항이 두 개 있을 때에만, 의존격(dependent case)인 대격(능격어
에서는 능격)이 두 논항 중 하위논항(상위논항)에 표시되고 디폴트격(default
case)인 주격(절대격)이 상위논항(하위논항)에 표시된다. 만약 어휘격(lexical
case) 할당이 의존격에 앞서 일어나게 되면, 격표시가 필요한 논항이 하나밖
에 남지 않으므로 의존격은 할당될 수 없고 디폴트격인 주격(혹은 절대격)이
할당된다.5)
4) 프레밍어(Preminger 2011)는 의존격 이론에 바탕한 격할당이 형태적 작용이 아니
라 통사적 층위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보인 바 있다.
5) 라바인(Lavine 2000)은 리투아니아어와 북부 러시아어 구문들을 능격구문으로 분류
하면서 목적어의 주격 형태가 기저 목적격의 형태적 이형으로 나타난다고 제안한
다. 그는 입 등(Yip et al. 1987)의 “격 층위론(Generalization of Case-in-Tier)”, 마
란츠의 의존격 이론, 그리고 할리(Harley 1995)의 “자동격 매개변인(Mechanical
Case Parameter)”을 토대로 목적어의 주격 표시를 설명한다. 이들의 제안은 격할당
소에 의존하는 통사적인 설명이 아니라 형태적인 차원에서 문장 내 격분포를 설명
하는 접근방식으로서, 격할당이 v나 T와 같은 기능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
라 그 절의 논항구조 및 격들의 형태적 위계에 달려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론은 실제로 자연어에서 관찰되는 격분포 양상들을 완
전히 설명할 수 없다. 마란츠의 의존격 이론에 따르면, 주격-대격 언어에서
논항이 두 개 있는 문장의 경우에는 주격-대격 구조와 사격-주격 구조만이,
그리고 논항이 한 개 있는 문장의 경우에는 주격 단일논항구조만이 예상된다.
그러나 러시아어만 하더라도, (1a)의 주격-대격 구문 및 (1b)의 사격-주격 구
문과 더불어 (2)의 사격-대격 구문, (3)의 단일대격논항 구문을 가지고 있다.6)
(2)와 (3) 같은 구문들은 마란츠의 의존격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다.
(1) a. Anna
kupila
mašinu.
안나.주격
사다.과거
자동차.대격
‘안나가 자동차를 샀다.’
b. Mne
ponravilsja
etot fil’m.
나.여격
마음에 들다.과거.남성.단수 [이 영화].주격.남성.단수
‘나는 이 영화가 마음에 들었다.’
(2) Začem
mne
pokupat’
sigarety?
무엇 때문에
나.여격 사다.원형
담배.대격.복수
‘무엇 때문에 내가 담배를 산단 말인가?’
(Nacional'nyj korpus russkogo jazyka)
(3) Lodku
uneslo
vetrom.
보트.대격
데려가다.과거.중성.단수
바람.조격
‘바람에 보트가 떠내려갔다.’

한편, 주격목적어 구문에 대해 통사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추구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목적어와 주어의 주격이 각각 다른
주격 할당 기능소에 의해 표시된다고 보는 입장이다(Alexiadou 2001, Lavine
and Franks 2005, Franks and Lavine 2006). 다른 하나는 목적어의 주격과 주어
의 주격이 동일한 기능소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혹은 다른 위치에서) 표시된다
고 보는 것이다(Nelson 1998, Mitchell 1991, Jakab 2002). 이러한 접근은 능격
어의 절대격을 주격과 동일시한 무라수기(Murasugi 1992), 우라(Ura 2000) 등의
연구와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후자와 같은 맥락의 설명
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4.1-4.2).
북부 러시아어 주격목적어 구문에 대한 통사적 연구들의 문제점은 눈에
6) 예문 (3)의 조격구를 필수 논항으로 본다면, 이 구문은 대격-사격 구조로 분류될 것
이다. 이 또한 마란츠의 의존격 이론으로 예측되지 않는 격분포 양식이다.

보이는 현상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통사적 가정들을 변주시키는
데 주의를 기울인 나머지, 해당 구문 외의 다른 통사적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한다는 데 있다. 본고에서는 주격목적어를 발생시키는 통사적
환경의 특수성을 언어 내적으로 그리고 범언어적으로 다른 구문들과 연계시킴
으로써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 발
트어, 핀어, 북부 러시아어의 주격목적어 구문과 be-소유구문과의 구조적 유사
성은 간략히 기술된 적은 있으나(Holvoet 2001) 형식통사적 관점에서 그 구조
의 공통적 특성이 고찰된 경우는 전무하다. 소유구문과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주격목적어 구문과 능격구문의 격표시 전략을 연관시킴으로써 주격목적어 구문
의 통사구조를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주격목적어가 특정 구문에 제한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은, 곧 주격목적어가
기능적, 화용적 필요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일지라도 실질적으로 특정 통사적
조건과 규칙에 의해 운용되는 격체계의 결과라는 것을 지시한다. 따라서 다양
한 표면구조를 보편 문법(Universal Grammar), 곧 공통적인 구조적 체계로부
터 일정한 규칙에 따라 파생되는 것으로 보는 생성문법적 관점은 주격목적어
구문에서 통사적 구조와 격형태의 유기적 관계를 보편적으로 기술하고 나아
가 통사 체계를 경제적으로 기술하는 데 가장 용이한 이론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촘스키(Chomsky 2000)에 의해 제안된 최근의 최소주의 모델은
러시아어 소유구문에서와 같이 논항의 이동이 불필요한 격/일치현상을 설명하
는 데 이상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 모델에서는 상응하는 자질을 가
지는 기능적 핵과 어휘적 핵이 일치관계를 수립함으로써 격을 허용하게 되는
데, 이러한 일치관계는 비해석성 자질을 지닌 핵인 탐침(Probe)이 상응하는
해석성 자질을 가진 목표(Goal)를 성분통어(c-command)함으로써 성립된다. 이
원거리 일치(Long Distance Agreement)에서 목표는 탐침의 지정어 자리로 이
동할 필요가 없다.

이제 핀란드어, 라트비아어, 에스토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북부 러시아어의
주격목적어 구문들의 통사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견 다양해 보이는 이
구문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유형은 수동분사구문으로부터 파생된 능동구문으로서 행위주가 소
유주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 소유격 행위주 구문이다(4-7):
소유격 행위주 구문
(4) 핀란드어
Talo
on
Pekan
maalaama.
집.주격.단수 be.현재.3.단수 페까.생격 칠하다.행위주적 분사
‘페까가 집을 칠했다.’
(5) 라트비아어
Majā
ir
tēva
celta.
집.주격.여성.단수 be.현재.3.단수 아버지.생격 짓다.수동분사.여성.단수

‘아버지가 이 집을 지었다.’
(6) 리투아니아어(증거법 구문)
Mano
pastatytas
namas.
나.생격 짓다.수동분사.남성.단수
집.주격.남성.단수
‘분명히 내가 이 집을 지은 것 같다.’
(7) 북부 러시아어(완료구문)
privedeno
svojai staraja nevesta.
U Šrkii
[슈르까에게].PP생격

데려오다.수동분사.중성 [자신의 나이든 약혼녀].주격.여성

‘슈르까가 자신의 나이든 약혼녀를 데려왔다.’
(Kuz'mina and Nemčenko 1971:35)

이들 구문은 수동분사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주가 명시적으로 구
현된다는 점(핀란드어, 라트비아어), 조동사가 없다는 점(리투아니아어), 분사가
주격 논항에 일치하지 않고 행위주가 소유주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점(북부 러
시아어)에 있어서 각 언어의 전형적인 수동구문 양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북부 러시아어 완료구문에서는 과거완료의 경우 (8a-b)와 같이 연사 과거
형이 함께 사용된다.
(8) a. Bylo
be.과거.중성.단수

volja

dano.

자유의지.주격.여성.단수

주다.분사.중성.단수

‘자유의지가 주어졌다.’

(Ibid. 36)

b. U nemcev

otobran

[독일인들에게].PP생격 가져가다..분사.남성.단수

‘독일인들이 말들을 가져가 버렸다.’

koni

byli.

말.주격.남성.복수 be.과거.복수

(Ibid. 79)

북부러시아어 완료구문은 술어일치 변이현상을 보인다. 세부 지역(방언)에
따라 분사와 연사가 모두 주격목적어에 일치하는 경우, 연사만 일치하고 분사
는 중성 혹은 남성 단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8b), 분사, 연사 모두 주격목적
어에 일치하지 않고 중성 혹은 남성 단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8a)가 있다.
두번째 주격목적어 구문 유형은 비정태(non-finite) 무인칭 구문으로서 원형
부정사와 사격주어가 결합한 양상구문과 명령구문을 포함한다(9-12):
비정태 무인칭 구문
(9) 핀란드어
a. 원형부정사 양상구문
Sinun
täytyy
ostaa
uusi talo.
너.생격 ~해야한다.3.단수 사다.원형 [새로운 집].주격
‘너는 새 집을 사야 한다.’
b. 명령문
Lue
(sinä)
tämä kirja!
읽다.명령형
(너.주격)
[이 책].주격
‘이 책을 읽어라!’
(10) 에스토니아어
a. 원형부정사 양상구문
See raamat
tuleb
teil
läbi
lugeda.
[이 책].주격 ~해야 한다
너.여격
통하여
읽다.원형
‘너는 이 책을 통독해야 한다.’
b. 명령문
Too
raamat
siia!
가져오다.명령형
책.주격 여기로
‘그 책을 여기로 가져오라!’
(11) 리투아니아어
원형부정사 양상구문
(man)
(yra)/buvo/bus
namai
statyti.
(나.여격) be.(현재.3)/과거.3/미래.3 집.주격.복수 짓다.원형
‘나는 집들을 지어야 한다/했다/할 것이다.’
(12) 고대 북부 러시아어

a. 원형부정사 양상구문
Korolju bylo
ta ruxljad’
왕.여격. be.과거.중성.단수 [그 세간].주격.여성.단수
‘왕은 그 세간을 주어야 했다.’
b. 명령문
posli.
tvoja m̅lst’ č̅staja
[너의 호의 순전한].주격.여성.단수
보내다.명령형
‘너의 순전한 호의를 보내 다오!’

dati.
주다.원형

이들 비정태 무인칭 구문에서는 동사가 부정사나 명령형 같은 비정태 형태
로 나타나는 한편 목적어는 주격으로 나타난다. 조동사가 있는 경우 주격목적
어와 일치하지 않고 디폴트 형태인 3인칭 단수로 나타난다. (9b)에 보인 바와
같이 핀란드어 명령문에서는 주격주어가 주격목적어와 함께 나타날 수도 있다.

앞서 (4)와 (5)에서 보인 핀란드어와 라트비아어의 소유격 행위주 구문들은
각각 (13), (14)와 같이 소유격 소유주를 포함한 명사구가 연사 be에 의해 확
장된 구조로 분석된다(Holvoet 2001).
(13) 핀란드어
Pekan
maalaama
talo
페까.생격
칠하다.행위주적 분사
집.주격.단수
‘페까의(에 의해) 칠해진 집’
Cf. (4) Talo
on
Pekan
maalaama.
집.주격.단수 be.현재.3.단수 페까.생격 칠하다.행위주적 분사
‘페까가 집을 칠했다.’
(14) 라트비아어
Tēva
celta
아버지.생격
짓다.수동분사.단수
‘아버지의(에 의해) 지어진 집’
Cf. (5) Majā
ir
tēva

majā
집.주격.단수
celta.

집.주격.단수
be.현재.3.단수 아버지.생격
‘아버지가 이 집을 지었다.’

짓다.수동분사.단수

예문 (6)에 나타난 리투아니아어의 행위주인 생격 형태 mano ‘나의’ 또한
(15)가 보여주듯 피수식어를 선행하는 소유주 표현과 동일하다.
(15) 리투아니아어
Mano
namas
나.생격
집.주격.단수
‘나의 집’
Cf. (6) Mano
pastatytas
나.생격
짓다.수동분사.단수
‘내가 이 집을 지은 게 틀림없다.’

namas.
집.주격.단수

리투아니아어의 소유격 행위주 구문에서 1, 2인칭 대명사와 재귀대명사 주
어는 피수식명사를 선행하는 소유격 형태 mano, tavo, savo(=my, your, self's)
를 취하는데, 이는 피수식어 뒤에 오는 생격 형태인 manęs, tavęs, savęs(=of
me, of you, of self)와 구별된다. 이러한 소유격은 피수식명사의 외부논항으로
생성된다.
한편, (7)에서 외견상 부사구처럼 보이는 북부 러시아어 구문의 u 생격 행
위주 역시 명사화된 분사의 외부논항으로 생성되어 외현적 전치사인 u에 의
해 생격으로 표시된다. 분사의 명사화는 연사 일치 변이현상에 의해 확인되며
(분사가 남성 혹은 중성 단수 비곡용 형태인 경우 연사가 그에 각각 일치), u
생격구가 외부논항으로 생성되는 것은 이 구성소가 문법상 주어가 가지는 형
태통사적 자질과 외부논항으로서의 의미적 자질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자세한 논증에 대해서는 Jung 2011을 참조하라). 이 u 생격구는 (16)
과 같은 러시아어 소유문에서 전형적인 소유주 표현으로 사용된다.7)

7) 러시아어에는 명사에서 파생되는 소유형용사가 존재한다(예. mama ‘엄마’ →
mam-in-#/a/o/i ‘엄마의’). 이 소유형용사는 대명사적 소유형용사(moj, tvoj, ego 등)
와 동일하게 명사구의 외부논항으로 생성되어 비외현적 D에 의해 허가(license)된
다. U 생격구의 생격명사 역시 명사구의 외부논항으로 생성되지만 외현적 D인 전
치사 u에 의해 허가된다.

(16) 러시아어
U menja
나에게.PP생격
‘나에게는 이모가
Cf. (7) U Šrkii
[슈르까에게].PP생격

byla
be.과거.여성.단수
한 분 계셨다.’
privedeno

tetja.
이모.주격.여성.단수
svojai staraja nevesta.

데려오다.분사.중성.단수 [자신의 나이든 약혼녀].주격.여성.단수

‘슈르까가 자신의 나이든 약혼녀를 데려왔다.’
.

(4-7)의 소유격 행위주 구문들은 소유격 행위주와 주격목적어의 상관관계
에 대한 더 넓은 맥락의 논의에 비추어 설명될 수 있다. 소유주가 명사구의
외부논항으로 생성되어 소유격을 할당받는 것과 동일한 양식으로, 명사화된
동사구에서는 행위주가 외부논항으로 생성되어 생격 소유주 표현으로 나타난
다. 알렉시아두(Alexiadou 2001)는 명사적 구조가 본질적으로 대격을 지니지
않는 비대격 구조이기 때문에 소유격 형태의 사격주어와 주격목적어를 가지
는 능격구문을 발생시키는 통사적 조건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4-7)과
(13-16)에 나타난 be, 소유격 행위주, 주격목적어의 상관관계는 이누이트어,
메벵고크레어, 촐어 등과 같은 능격어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된다. (17)에 예시
된 바와 같이 이들 언어에서는 명사절이 연사 be에 의해 확대됨으로써 능격
구문이 성립된다.
(17) 이눅티투트어
a. 생격 행위주를 가지는 명사화된 동사구
anguti-up
kapi-ja-a
사람-능격(=생격)
찌르다-주격-3.단수
‘그 사람의 찌른 것’
b. 확장된 연사 구문
nanuq-ø
ti
kapi-ja-a-ø
anguti-upi
사람-능격(=생격) 곰-절대격
찌르다-주격-3.단수-3.단수
‘곰이 그 사람의 찌른 것이었다 > 그 사람이 곰을 찔렀다.’
(Johns 1992)

(17a)에서 생격 행위주는 명사화된 동사구의 외부논항이며 (17b)는 (17a)의
구조에 주격 피의체와 주절 술어 be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구문이다. (4-7)과
(13-16), (17a)와 (17b) 사이에 나타난 소유격 행위주 구문, 능격구문, 소유구
문의 유사성에 비추어 볼 때, 소유주가 피소유체 명사구의 외부논항으로 생

성되는 소유구문의 구조는 본고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구문들의 통사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소유격 행위주 구문과 능격구문
을 비교하는 유형학적 접근에 주요한 논점을 제공할 것이다(소유구문의 기저
구조에 대해서는 4.1에서 논의할 것이다).

비정태 무인칭 구문 중 원형부정사 양상구문은 소유구문과의 역사적 파생
관계의 흔적으로 소유구문과 일련의 구조적 유사성을 보인다. 리투아니아어
에서는 소유구문(18)과 원형부정사 양상구문(11) 사이에 여격주어와 주격목적
어 같은 공통적 특성이 발견된다.
(18) 리투아니아어 여격 소유구문
naktį
jai
bus
밤.대격
그녀.여격
be.미래.3
‘밤에 그녀는 집을 가지게 될 것이다.’
Cf. (11) (man)
(yra)/buvo/bus
(나.여격)
be.(현재.3)/과거.3/미래.3
‘나는 집을 지어야 한다/했다/할 것이다.’

namas.
집.주격
(Stolz et al. 2008:37)
namas
statyti.
집.주격 짓다.원형

라트비아어 역시 리투아니아어와 같이 여격 소유주와 주격 피소유체를 포
함한 be-소유구문(19)을 사용한다.
(19) 라트비아어 여격 소유구문
Man
ir
나.여격
be.현재.3
‘나에게는 집이 있다.’

māja.
집.주격

그러나 리투아니아어와 달리 라트비아어의 경우, 여격, be, 원형부정사로
이루어진 양상구문은 (20)과 같은 드문 예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Ambrazas 2001:397). 라트비아어에서는 대신 의무양상을 라트비아어 특유의
의무법(debitive mood)으로 표현한다. 라트비아어 의무법 구문은 접어 소사인
jā-가 직설법 동사의 3인칭 형태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21)에 예시된 바와
같이, jā-가 결합된 동사가 사용된 의무법 구문에는 여격주어와 주격목적어가

사용된다(Mathiassen 1996:129-130).
(20) Kungam
주인.여격
‘주인이 이 빵을
(21) Man
나.여격
‘나는 그 신문을

ēst
tei meizīte!
먹다.원형 [이 빵].주격
먹어야 한다!’
jā-lasa
avīze.
접어-읽다 신문.주격
읽어야 한다.’

(Endzelins 1951:783)

(Mathiassen 1996:130)

핀란드어 원형부정사 양상구문의 경우에는 (22)에 예시된 소유주와 동일한
형태의 생격주어를 사용하지만 무인칭 양상조동사가 원형부정사 앞에 쓰인
다. 목적어는 소유구문과 양상구문 모두 주격으로 나타난다.
(22) 핀란드어 생격 소유구문
Minun
talo
나.생격
집.주격
‘나의 집’
Cf. (9b) Sinun
täytyy
너.생격
~해야한다.3.단수
‘너는 새 집을 사야 한다.’

ostaa
uusi talo.
사다.원형 [새로운 집].주격

고대 러시아어에서는 여격 소유구문이 사용되었지만 러시아어 특유의 소유
주 표현인 u 생격 전치사구 때문에 현대로 오면서 주변적 기능으로 밀려났
다. 고대 북부 러시아어의 여격-원형부정사 주격목적어 구문은 이 고대 여격
소유구문(23)과 구조적 유사성을 보인다(Haspelmath 1989; cf. 이인영 2008).8)
(23) 고대 러시아어 여격 소유구문
Ne
bystь
pamjati
ni
jedinomu
že
부정
be
기억.부정생격
부정접어 한(사람).여격 소사
o
vъziskanii telese stāago.
~에 대해
수색
몸 성자의
‘성자의 시체를 찾는 것에 대해 아무에게도 기억이 없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8) 현대 러시아어에는 Ej여격 bylo desjat’ let ‘그녀는 열 살이었다’와 같은 문장이 여
격 소유구문의 잔재로 남아있다.

(Sъkazanie i strastь i poxvala svjatuju mučeniku Borisa i Glěba, 12세기)
Cf. (12a) Korolju bylo
ta ruxljad’
dati.
왕.여격 be.과거.중성.단수 [그 세간].주격.여성.단수
주다.원형
‘왕은 그 세간을 주어야 했다.’

원형부정사 양상구문과 달리 명령문은 주격목적어 사용을 제외하고는 소유
구문과 역사적으로나 공시적으로나 연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구문들과
소유구문간의 지대한 관련성을 볼 때, 명령문에서의 주격목적어 사용이 여타
구문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비록 소유구문과 직
접적인 파생관계에 놓이지는 않지만 격할당에 있어서 동일한 통사적 환경을
지니고 있으리라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통된 통사적 환경이
란 곧 일정 도메인(절) 내 주격주어의 부재(Timberlake 1974)이다. 이 환경에
대해서는 4.1절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소유격 행위주 구문과 비정태 무인칭 구문은
소유구문과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소유구문의 격할당 방식으
로부터 이들 구문의 격표시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be-소
유구문과의 비교는 주격목적어 구문과 능격구문의 구조적 공통성에 대한 근
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목적어가 한정성, 활성, 또는 특정성과 같은 의미적 자질에 따라 대격이나
주격으로 나타나는 차별적 목적어 표시(differential object marking) 현상은 범
언어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주격주어 및 대격목적어를 중심으로 기술되
어 온 격표시 체계와 전통적으로 주격과 결부되어 온 술어일치에 대해 보다
다각적인 접근을 불러일으켜 왔다(Bossong 1991).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주
격목적어 구문의 대부분에서 이러한 차별적 격표시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고대 북부 러시아어의 비정태 무인칭 양상구문은 활성 목적어에는 대
격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격을 사용한다(24). 북부 러시아어의 소유격
행위주 완료구문에서는 지역에 따라 주격과 대격의 교체가 아예 없이 한 격
으로만 표시되거나, 목적어 명사의 범주에 따라 주격과 대격이 나타난다(25).
한편, 핀란드어의 비정태 무인칭 양상구문에서는 대명사 목적어는 대격으로

일반명사 목적어는 주격으로 나타난다(26).
(24) 고대 북부 러시아어
i tobě
bylo vьěxavši v Kievь brat moego
너.여격

i sña moeg

be.과거 들어가서

i

jati,

키예프에 [형제 나의].대격.남성

žena moja

i

domь moj

[아들 나의].대격.남성 [아내 나의].주격.여성 [집 나의].주/대

잡다.원형

vzjati
취하다.원형

‘그리고 너는, 키예프에 들어간 다음, 나의 형제와 나의 아들과
나의 아내를 붙잡고 나의 집을 취해야 한다.’
(Hypatian Chronicle, 1149; Timberlake(1974)로부터 재인용)
(25) 현대 북부 러시아어
U menja bylo
telenka
zarezano.
내게.PP생격 be.과거.중성.단수 송아지.대격.활성.남성 도살하다.분사.중성.단수

‘나는 송아지 한 마리를 도살했었다.’
(Kuz'mina and Nemčenko 1971:38)
(26) 핀란드어
Sinun
täytyy
kutsua
minua/*minä.
너.생격 ~해야한다.3.단수
초대하다.원형
나.대격/*주격
‘너는 나를 초대해야 한다.’

차별적 격표시 현상을 명사의 의미를 고려하여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사적으로 가능케 하는 구조적 환경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활성, 특정성 등을 기준으로 주격과 대격이 교체되는 현상은 힌두어,
네즈퍼스어(Nez Perce)와 같은 시제/상-분리 능격어에서도 나타난다(27).
(27) 힌두어 능격구문 (활성-대격/비활성-주격)
a. ilaa-ne
ek
*bacce/bacce-ko
일라.능격
하나 아이.*주격/대격
‘일라는 아이를 들어올렸다.’
b. ilaa-ne
ek
haar/*haar-ko
일라.능격
하나 목걸이.주격/*대격
‘일라는 목걸이를 들어올렸다.’

uthaayaa.
들어올리다.완료
uthaayaa.
들어올리다.완료
(Mohanan 1994:79)

이는 곧 이러한 차별적 격표시 현상을 가능케 하는 통사적 구조가 단지 본
고에서 다루고 있는 언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언어 구조의

하나이며, 이러한 격표시 전략을 가지고 있는 언어들의 유형화 또한 일반화된
구조적 특징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발트어, 핀어, 슬라브어의 주격목적어 구문의 기저 구조를
고찰함에 있어서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것은 이들 구문이 소유구문과 통사적
으로 매우 유사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유구문의 격/일치 방식 및 통사구조는
주격목적어 구문의 통사를 연구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러시아어에서는 격과
일치의 메커니즘이 지정어(specifier)-핵(head)의 지엽적 위치 관계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주격 표시는 논항의 표면적 위치 및 문법적 기능과는 무관하다.
전형적으로 ‘전치사구-be-명사구’의 어순을 가지는 러시아어 소유구문에서는
be 뒤에 오는 피소유체 명사구가 주격으로 나타나고 be는 이 주격 명사구와
성/수/인칭 일치를 이룬다. 피소유체 주격 명사구는 술어일치를 위해 상위 기
능 결절의 지정어(Spec,TP)로 이동할 필요가 없다. (6-12)의 예에서 알 수 있듯
이, 발트어, 핀어, 북부 러시아어의 주격목적어 구문에서 또한 주격목적어는
격/일치를 위해 문두에 나타날 필요가 없다.
필자는 동사구와 명사구 사이의 상응적 관계에 근간하여 주격목적어 구문
및 소유구문의 통사구조를 제안하려 한다. 절 구조에 대한 생성문법적 연구에
서 문장(CP)과 명사구(DP)의 구조적 유사성은 여러 번 논의된 바 있다. 특히
스베노니우스(Svenonius 2004)와 히라이와(Hiraiwa 2005)의 최근 연구는 CP와
DP의 구조가 엄격한 대칭성을 띠고 있음을 주장한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주격
목적어 구문의 기저구조는 (28)과 같은 CP와 DP 간의 대칭성에 기반하고 있
다. 소유구문에서 소유주를 피소유체 명사구의 외부논항으로 파악할 경우, 소
유주는 동사의 외부논항이 Spec,vP에서 생성되는 것과 대칭적으로 Spec,nP에서
생성될 것이다.

(28) a. CP 구조
b. DP 구조

[CP C ... [vP DPAGENT
v
[DP D ... [nP DPPOSSESSOR n

[VP V ... ]]]
[NP N … ]]]

케인(Kayne 1993)과 바트(Bhatt 1997)는 소유구문과 완료구문/의무양상구문
간의 구조적 유사성을 (29)와 같이 제안하였다. 소유구문(28a)이 주절술어인
BE 아래에 명사절 DP가 내포되어 있는 구조라면, 완료구문/의무양상구문(28b)
은 그에 상응하는 CP 내포절을 지닌 구조라고 할 수 있다.
(29) 케인(Kayne 1993)과 바트(Bhatt 1997)로부터 수정 인용9):
a. 소유구문
[… [BEP BE [DP P [nP Subj [ n NP ]]]]]]
b. 완료/의무양상구문
[… [BEP BE [CP P [vP Subj [ v VP ]]]]]]

소유구문에서 소유주가 격자질을 지니는 D(전치사적 보문소)에 의해 격표시
되는 언어에서는 사격 소유주와 비대격동사(대부분의 경우 be)로 이루어진 소
유구문이 나타난다. 이 경우, 피소유체 명사가 주절의 시제핵(Tense)에 의해 주
격으로 표시된다. 피소유체 명사구의 D가 격자질을 지니지 않는 언어에서는
have에 해당하는 대격 동사와 그로부터 대격할당을 받은 피소유체, 주절의 시
제핵으로부터 주격표시가 된 소유주가 나타나는 소유구문이 사용된다. 이 격표
시 메커니즘은 하위의 파생단계에서 외부논항의 격표시가 일찌감치 이루어져
사격 주어가 발생하는 경우 주절의 시제핵이 가지는 주격을 내부논항이 받을
수 있다는(그러나 다른 기능소로부터 격할당이 가능한 경우 꼭 주격을 받을 필
요는 없는) 조건적이고 순차적인 파생과정이다.
한편, 완료/의무양상구문에서는 C(전치사적 보문소)에 의해 내포절 CP의 외
부논항이 사격으로 표시된 후 피의체 명사(목적어)가 주절의 시제핵에 의해 주
격표시가 되거나 내포절의 동사핵(v)에 의해 대격으로 표시된다. 본고에서 다
루고 있는 소유격 행위주 구문과 원형부정사 양상구문은 (29b)의 구조로 그
통사적 파생이 설명될 수 있다. 소유격 행위주 구문에서 소유격 행위주는 목
적어 명사구나 명사화된 동사구(분사구)의 Spec,nP(명사화가 최고투사층에만
일어난 경우에는 Spec,vP)에서 외부논항으로 생성되어 격자질을 지니는 전치사
적 보문소(D)에 의해 사격을 할당받게 된다. 내부논항(목적어)은 나중에 주절
의 시제핵으로부터 주격을 할당받을 수 있다. 원형부정사 양상구문에서는 행위
9) 몇몇 표기 수정은 필자에 의한 것이다(예. AgrP → nP/vP).

주 논항이 원형부정사의 외부논항으로 생성되어 역시 전치사적 보문소(C)에 의
해 여격 또는 생격을 할당받고, 원형부정사의 내부논항, 곧 목적어는 원형부정
사의 v에 의해 대격으로 표시되거나 주절 시제핵에 의해 주격으로 나타난다.
언제 주격과 대격이 각각 할당되는지에 대해서는 4.3절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내포절의 외부논항이 주절 시제핵보다 낮은 격허용자(D/C)에 의해 격표시
되는 이러한 통사적 환경은 곧 격자질을 지니는 외현적/비외현적 전치사적 보
문소가 그 언어의 기능소 범주에 존재함으로써 형성된다. 따라서 전치사적 보
문소를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에서 주격목적어 구문이 사용될 잠재적 가능
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정태 무인칭 구문에서는 조동사 또는 be가 주격
목적어와 일치하지 않는다.10) 술어 불일치의 경우에 주격을 통사적으로 허용
하는 메커니즘은 여러 방식으로 제안되었다. 먼저 알렉시아두(Alexiadou 2001),
라바인과 프랭스(Lavine and Franks 2005), 프랭스와 라바인(Franks and Lavine
2006), 미첼(Mitchell 1991) 등의 제안을 따라 기저구조에 T(ense) 이외의 주격
할당자로 Aspect 혹은 Pred 핵을 가정해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상이한 두 종류
의 주격을 상정하는 바, 상이한 두 주격에 대한 독립적인 정당화가 필요하다.
한편, 자캅(Jakab 2002, 2004)은 주격이 목적어에 허용되는 위치와 목적어에
10) 주격목적어가 술어일치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주격목적어와 주격주어의 격표
시 전략을 어떤 식으로든 차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시구르드슨과 홀름
버그(Sigurđsson and Holmberg 2007)에 따르면 아이슬란드어에서는 주격목적어 구문
의 술어가 구세대에서 신세대로 갈수록 일치에서 불일치로 변하고 있다. 북부 러시
아어의 소유격 행위주 구문 역시 술어 일치-불일치 변이 양상이 관찰된다(Kuz'mina
and Nemčenko 1971, Trubinskij 1984). 이는 곧 술어일치가 동반되는 구문과 술어일
치가 부재한 구문의 주격목적어가 모종의 다른 작용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보여주
는 셈이다. 본고에서 택하고 있는 다중 일치의 관점에서는, 아이슬란드어의 경우 시
제핵과 일치관계에 놓이는 상이한 두 목표(Goal) 중 어떤 목표와의 phi-일치가 형태
적으로 실현되는가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과거에는
주격목적어와의 phi-자질 일치가 술어형태에 반영되었던 것이, 사격주어나 분사구와
의 일치를 드러내는 쪽으로 변화한 것이다. 한편, 북부 러시아어의 경우에는 이 점
에 있어 두 가능성 간의 자유변이를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격이 표시되는 위치를 각각 VP내의 다른 위치로 제안한다. 주격이 목적어에
표시되는 위치와 주어의 주격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위치를 구별함으로써, 자
캅은 (9b)와 같이 명령문 내에서 주격목적어와 주격주어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
상을 설명한다.11) 자캅의 제안과 유사한 관점에서 헤이콕(Heycock 1993)과 우
라(Ura 1996)의 제안을 따라 T(ense)에 의한 다중 자질 점검(multiple feature
checking)을 가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일본어나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이중 주격 구문은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되어 왔다(김선웅 1996;
cf. 이남근 1999). 이러한 방향의 제안들은 술어 불일치를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본고에서 나중에 채용하게 될 다중 일치 전략은 이러
한 다중 자질 점검/평가를 재해석한 것이다.
기능소와 논항간의 자질 일치와 무관한 형태적 격할당 이론에서 술어일치는
형태격에 따르는 단순한 후속작용이거나(Bobaljik 2008), 아니면 아예 격과 무
관하게 된다(McFadden and Sundaresan 2011). 맥파든과 선다레산(McFadden
and Sundaresan 2011)은 샤볼츠시(Szabolcsi 2009)가 제시한 헝가리어와 이탈리
아어 비정태 내포절의 주격주어가 시제핵과의 통사적 일치가 아니라 형태적
격표시 전략의 결과임을 주장하였다(30-31).
(30) 헝가리어
Utálok
[én
is
magas
lenni ].
싫어하다.1.단수 나.주격 또한
키 큰
be.원형
‘나는 나 또한 키가 큰 것이 싫다.’
(31) 이탈리아어
Ogni ragazzoi
vuole
[lavorare
sodo
anche luii].
[모든 소년].주격 원하다.3.단수 일하다.원형
열심히 또한 그.주격
‘모든 소년은 자기도 역시 열심히 일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술어 불일치나 비정태 형태가 반드시 주격논항의 형태적 격할당을
정당화하는 증거라고는 할 수 없다. 만약 전통적으로 전제되어 온 것과 달리
격할당과 phi-자질 일치가 기능소와 논항 사이에서 상호적으로 동시에 실현되
11) 그러나 명령문에서의 주격주어가 과연 평서문의 주격주어와 동일한 위상의 구성
소인지는 분명치 않다. 오히려 명령문에서의 주격주어는 호격과 유사한 기능을 하
기 마련이며 주격주어와 일치를 이루는 듯 보이는 명령술어의 형태(예. 러시아어의
–te) 또한 의미적 일치일 가능성이 크다.

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곧 주격이 술어일치와 상관없이 통사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면, (30)의 원형부정사 내포절의 주어에 나타난 주격은 주절의 시제핵으
로부터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언어에서 주격주어를 가지는 원형부정사
절이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태 주절 밑에 내포절로 나타
난다는 점, 그리고 (31)과 같이 주절의 주격주어가 존재하는 경우(비외현적이더
라도 술어일치로 실현) 원형부정사 내포절의 주격주어와 동지시적어야 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하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술어일치를 동반하지 않는 주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치자
질과 격자질이 따로 점검/평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술어일치를 동반하지 않는 주격이라는 경험적 현상이 어떻게 존재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최소주의 가설의 한 원칙을 지적하고자
한다. 최소주의 가설에서 기능소의 격자질과 논항의 성, 수, 인칭 자질은 해석
성 자질(interpretable feature)인 반면, 기능소의 성, 수, 인칭 자질과 논항의 격
자질은 비해석성 자질(uninterpretable feature)이다. 해석성 자질은 평가되지 않
아도 그 구조가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데(spell-out) 지장이 없지만, 비해석성 자
질은 반드시 음성적 실현 단계(PF)로 이동하기 전에 평가되어 구체적인 값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여격주어와 대격목적어를 가지는 양상구문에서 주절
시제핵의 주격은 아무 곳에도 할당되지 않는다 해도 그 구문의 문법성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논항의 일치자질 또
한 평가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문의 문법성에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점이
다. 따라서, 논항의 격자질은 주격으로 평가된 반면 일치자질은 평가되지 않아
술어에 논항의 일치자질이 형태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된다 할지라도 그 구문
은 문법적이 될 것이다. 즉, 일치를 동반하지 않는 주격 논항이라는 것은, 전
통적인 관점과는 달리, 최소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론적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
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목적어 논항과 시제핵 사이에 다른
잠재적인 목표(Goal)인 사격논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의 논의는
히라이와(Hiraiwa 2001, 2005) 등이 주장한 탐침(Probe)과 다수의 목표(Goal)
사이의 다중 일치(Multiple Agree)의 맥락에서 보다 정교화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주격목적어 구문의 경우, 하나의 탐침(주절 시제핵)과
다수의 목표(내포절 주어, 내포절 목적어)를 상정했을 때, 만약 내포절 목적어
가 내포절 동사핵으로부터 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주절의 시제핵에 의해
자질 점검/평가가 이루어져 주격을 할당받는 메커니즘을 상정해 볼 수 있다.

(32)

α
주절 시제핵

[ β
사격주어

γ ]
주격목적어

phi-자질 실현
격자질 실현

(3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 경우 탐침인 주절의 시제핵은 내포절 주어와
내포절 목적어 두 목표 모두와 동시에 일치 관계를 이루지만(다중 일치) 그 격
자질은 내포절 목적어에 주격으로 실현되고 phi-자질(일치자질)들은 보다 가까
운 사격주어와의 일치에 의해 디폴트로 실현된다. 이 결과로 주격목적어와 디
폴트 비일치 술어가 도출된다.12) 단, 북부 러시아어 소유격 행위주 구문의 경
우에는 명사화된 분사 또한 잠재적인 목표가 되어 주절 시제핵과 다중 일치를
이루며, 분사의 명사화 정도에 따라 주절 술어가 분사 또는 목적어에 일치하
는 변이 현상을 보인다.13)

12) 히라이와(Hiraiwa 2001:78-79)는 다음과 같은 아이슬란드어 예문에서 주절 술어가
디폴트 형태로 나타나고 목적어가 주격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
명한 바 있다.
(i)

Mér
virðist/*?virðast
Jóni
Me(DAT) seem(default)/seem(PL) John(Dat)
‘It seems to me that John likes horses.’

líka
like

hestarnir.
horses(NOM.PL)

여기에서 탐침은 주절 시제핵이며 목표는 주절의 여격주어, 내포절의 여격주어, 주
격목적어이다. 탐침이 세 목표와 동시에 일치 관계를 맺는데, 가장 가까운 목표인
여격주어가 이미 다른 격할당자에 의해 사격을 할당받았기 때문에 디폴트 술어가
나타나고 주격목적어에 주격을 허가하게 된다.
13) 명사화된 동사구와 내포절의 목적어와의 술어일치 변이현상은 (i)의 바스크어 예
문에서도 나타난다.
(i)

[nobela erromantikoak irakurtzea] gustatzen zaio/zaizko (Etxepare 2005:303)
novel romantic.ABS.PL read.N-Det-ABS like Aux.3.SG/PL.ABS-3.SG.DAT
‘He/she likes to read romantic novels.’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는 소유구문을 제외한 주격목적어 구
문들 중 많은 경우에 대격목적어가 주격목적어와 기능적 측면에서 상보적 분
포를 보인다는 점이다. 앞서 기술했듯이, 고대 북부 러시아어의 여격 원형부정
사 양상구문에서는 명사의 활성 여부에 따라 주격(비활성)과 대격(활성)이 선
택되었다(Timberlake 1974). 이러한 주격목적어 구문의 기저구조는 외부논항이
사격 표시가 될 때 내부논항이 주격이나 대격으로 선택적으로 격표시될 수 있
는 통사적 환경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사건 구조에 대한 연구들에서 직접목적어는 전형적으로 사건의 종결성
(telicity), 곧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벤들러(Vendler 1957)의
‘완성(accomplishment)’과 ‘달성(achievement)’에 해당한다. 보레르(Borer 1998)
는 종결문(telic sentence)에서 상(Aspect) 결절이 [사건성(eventive)]으로 특정
된다고 여긴다. 목적어 논항은 Spec,AspEVENTIVEP 로 이동하고 사건의 결과에
준하여 서술된다. ‘사건적’ 타동문에서는 AspEVENTIVE가 대격자질을 할당하며
따라서 Spec,AspEVENTIVEP로 이동한 논항은 대격으로 표시된다. 보레르의 용어
를 빌자면, 동사적(사건적) 수동구문에서 ‘[-N]이 아닌(distinct from [-N])’ 분
사 형태소는 AspEVENTIVE 아래 투사되며 대격을 흡수한다(Baker, Johnson and
Roberts 1989와 동일한 방식). 형용사적, 상태적 수동태에서는 거의 동일한 파
생과정이 진행되지만 결과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결절(AP)이 AspEVENTIVE
대신 투사되고 따라서 대격이 처음부터 부재하게 된다. 대격이 타동문에서 사
건성(eventiveness)의 지표라고 할 때(de Hoop and Lamers 2006, de Hoop and
Narasimhan 2005 등), 북부 러시아어 완료구문과 같은 주격목적어 구문에서
대격의 할당은 구문의 ‘사건적’ 속성을 보여주는 셈이다. 이러한 결론은 북부
러시아어 완료구문을 형용사적 수동구문과 같은 상태적 결과구문(resultative)
으로 보았던 다닐렌코(Danylenko 2006)나 오어(Orr 1989)의 주장과 반대되는
것이다.
비슷한 유형의 상에 따른 격표시 변이현상을 핀란드어에서 찾아볼 수 있
다(Vainikka and Maling 1996, Kiparsky 1998, Borer 2005, van Hout 2000,
Ritter and Rosen 2000, Kratzer 2004 등). 핀란드어에서는 비종결적 서술에서
비롯되는 비한정, 비양화적 객체에 부분격이 사용되는 반면, 종결적 사건의
한정적(특정적, 총칭적 등) 객체에는 대격이 사용된다. 러시아어 또한 핀란드

어와 유사하게, 사건의 상적 구별에 따라 부분생격과 대격간에 격변이 현상
을 보인다. 격과 상의 유관성에 대한 또 다른 잘 알려진 예는 부정문에서 생
격과 대격의 교체현상이다. 러시아어에서 부정생격 또한 객체의 한정성 또는
양화성, 술어의 종결성 여부 등에 바탕한 [개별성(individuated)] 자질의 층위
에 따라 나타나며, 이 개별성은 완료상/불완료상의 구분과 유기적 관계를 맺
고 있다(Timberlake 1975b).
힌두어와 같은 능격어의 능격구문에서 발견되는 목적어 격표시 변이현상 또
한 동일한 원리에 의한다. 주격목적어와 대격목적어가 단일한 언어(방언)에서
교체현상을 보일 경우, v의 자질을 특정함으로써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약 v가 [+특정성]이라는 자질을 보이게 되면 오직 특정적 해석을 지니
는 명사만이 v로부터 대격을 할당받는다. 그리고 그 외의 명사들은 v와 자질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나중에 주절 시제핵으로부터 주격을 허가받게 되는
것이다. 능격성의 한 종류인 NP-분리 능격성은 ‘실베스타인 위계(Silverstein
Hierarchies: Silverstein 1976)’와 같은 의미적 한정성 위계에 기반하여 나타나
는데, 이러한 층위는 종결성/비종결성, 또는 사건성-상태성과 같은 상적 구분과
긴밀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
전술했듯이, 북부 러시아어 완료구문을 비롯한 소유격 행위주 구문은 수동
구문으로부터 발달했다. 대격목적어 표시의 출현은 n과 유사한 수동태(비대격)
v가 완전한 타동적 v가 되는 태전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고대 북부 러시
아어 원형부정사 양상구문의 차별적 목적어 표시와 달리 현대 북부 러시아어
소유격 행위주 구문에서는 목적어 격표시가 명사의 의미적 자질에 의해 달라
지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쿠즈미나와 넴첸코(Kuz'mina and Nemčenko
1971)의 통계적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여성이고 문법적으로 비활성인 a-어미
명사들이 주격으로 표시되는 경향이 매우 강한 반면, 의미적 활성 위계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대명사들은 전형적으로 대격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역사
적으로, 차별적 격표시 전략이 원래 목적어 명사의 활성자질을 근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가 나중에 표준어의 영향으로 대격표시가 모든 명사로 일반화되어
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활성 여부와 상관없
이 대격만 사용하는 구조의 확대는 곧 v의 자질 변화([+활성] > [0활성])로 파
악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현대 및 고대 북부 러시아어, 발트어, 그리고 핀란드
어에 나타나는 주격목적어 구문의 통사적 특징을 살펴보고, 주격목적어를 허
가하는 격표시 메커니즘을 be-소유구문 구조와의 비교를 통해 제안하였다.
주된 논점은 주격을 허가하는 기능소를 파악하고 술어일치 부재 및 주격-대
격 교체 현상을 설명하는 한편, 구조적 특징을 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유형
화하는 것이었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주격목적어 구문의 통사적 환경은 be-소유구문의 구조
에서와 같이 외부논항에 사격을 할당하는 기능소, 곧 전치사적 보문소(외현적
또는 비외현적)가 존재하여 주격이 목적어에 할당될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되
는 상태이다. 이러한 환경은 전형적으로 명사적 통사구조에서 나타나는데, 본
고에서 살펴본 주격목적어 구문 중 소유격 행위주 구문에서 동사의 명사화
혹은 명사적 구조의 확장이 나타나고 있다. 비정태 무인칭 구문의 경우에는
명사적 구조를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소유구문과의 역사적 파생관계로 인하
여 내포절의 주어가 사격으로 할당되는 통사적 환경을 지님으로써 주격목적
어가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 내포절에서 대격을 할
당하는 기능소 v의 자질(예. [+특정성], [+활성] 등)에 상응하지 않는 목적어만
이 대격을 받지 못하여 주절 시제핵으로부터 주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술어 불일치의 문제는 목적어 논항과 기능소가 가지는 격자질과 일치자질
의 상이한 속성(해석성 vs. 비해석성)에 기반하여 탐침(Probe)과 목표(Goal) 간
의 일대일 일치관계가 아닌 하나의 탐침과 복수의 목표들의 다중 일치를 상
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제안한 격표시 메커니즘은 능격어의 격할당 전략과 매우 유사하
다. 지금까지 살펴본 주격목적어 구문들을 능격구문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유보하더라도, 외부논항에 사격을 할당하는 기능소의 존재에 대하여
능격어를 포함하여 많은 주격목적어 구문들을 유형학적으로 하나로 묶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격 할당 기능소를 가진 언어들은 be-소유구문,
주격목적어 구문, 능격구문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본고에서 이러한 기능소
로서 제안한 전치사적 보문소의 [±격]자질의 유무 여부는 be-언어/have-언어,
혹은 주격-대격/능격-절대격 체계와 같은 유형화보다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유형화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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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yntax of Nominative Objects in Modern and Old North
Russian: A Comparative Approach Based on Parallels in Baltic
and Finnic Languages
Jung, Ha-Kyung
The case system of Old and Modern North Russian is based on a typical
nominative-accusative pattern. However, these languages utilize nominative
objects

in

some

syntactic

constructions.

The

rigid

correlation

between

nominative object marking and particular syntactic structures shows that
nominative object marking is motivated and conditioned by a certain syntactic
environment. This paper explores how the nominative object is syntactically
licensed by comparing North Russian nominative object constructions to similar
constructions in Baltic and Finnic languages.
Special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similarity between nominative object
constructions and be-possessive constructions in Baltic, Finnic, and North
Russian. Nominative object constructions, like be-possessive constructions,
feature a syntactic structure in which a functional head assigns an oblique case
to the external argument. The object then may appear in the nominative in an
agreement relation with the matrix Tense. The presence of a functional head
that licenses oblique subject appears to condition the nominative object
phenomenon. I identify this functional head as a prepositional complementizer.
This kind of environment typically appears in nominal phrase structures.
Possessive

Agentive

Constructions,

one

type

of

the

nominative

object

constructions examined in this paper, feature either verbal nominalization or the
extension of the nominal structure. Non-finite Impersonal Constructions, the
other nominative object sentence type, do not contain a nominalized structure,
but they are historically derived from the be-possessive structure and still
provide an environment in which the embedded subject is oblique case-marked,

which makes it possible for the object to appear in the nominative.
If the accusative-assigning functional head v is specified as [+specific],
[+animate], etc., only object nouns with the relevant features may be assigned
the accusative by v. Object nouns without the relevant features are licensed by
the matrix Tense with the nominative case. The variation of predicate
agreement with the nominative object in the given constructions is explained in
terms of Multiple Agree: when agreement is established between a Probe and
multiple Goals, phi-agreement may be morphologically realized in favor of one
of the Goals and case may be realized on another Goal.
The case-marking mechanism proposed in this paper is very similar to the
case-marking strategy in Tense/Aspect-split ergative languages, in which the
nominative object is productive. Baltic, Finnic, and North Russian nominative
object constructions as well as ergative constructions may be typologically
defined based on the presence of a prepositional complementizer that assigns
the oblique case to the external argument, which conditions the licensing of the
nominative object. This typology is more general and universal than the
be-language vs. have-language and NOM-ACC vs. ERG-ABS dichot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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