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어비일치 주격에 대하여:
고대러시아어 및 북부러시아방언의 비일치 주격을 중심으로

*

정 하 경**

1. 들어가며
문장 내에서 주격(또는 절대격)으로 표시된 논항에 대하여 술어가 성, 수,
인칭 일치(phi-일치)를 보이는 것은 범언어적으로 관찰되는 경험적 사실로서,
이에 기반하여 격과 일치를 설명하는 통사이론이 꾸준히 발전되어 왔다. 영
어와 같이 주격명사구가 반드시 문법적 주어가 되는 비-사격주어-언어를 제
외하고는, 주격은 논항의 문장 내 기능과 필연적 관계가 없으며 문법적 주어
뿐 아니라 목적어에도 나타날 수 있다. 바스크어나 힌두어 같은 능격어에서
는 타동문의 목적어(O)와 자동문의 주어(S)에 무표격인 절대격(=주격)이 표시
되며 타동문의 주어(A)는 능격으로 나타난다. Phi-일치의 형태적 유표화와 격
의 상관관계는 소위 격차별(case-discrimination) 위계로 요약된다. 즉, ‘주격/
절대격 > 대격/능격 > 사격’의 순서로 술어일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Bobaljik 2008).1) 예를 들어 러시아어나 영어 같은 언어는 주격명사만
이 술어일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반면 힌두어 같은 언어는 주격뿐 아니라
능격 또한 술어에 일치 형태소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주격논항에 대한 일치
없이 능격논항에 대한 일치만 유표하는 언어는 없다.2)
* 이 논문의 초안은 2012년 10월 13일 열린 제2차 러시아 4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바 있다. 유익한 질의와 제안을 주신 토론자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 또한 본 논문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 심사자들에게도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보발릭(Bobaljik 2008)의 격차별 위계는 모라브시크(Moravcsik 1974), 크로프트(Croft
1990) 등이 제시한 격과 문법기능에 따른 일치 위계를 격을 준거로 통합한 것이다.
2) 물론 영어와 같이 형태적 곡용(inflection)이 극히 결핍된 언어에서는 술어일치의
유표라는 것이 거의 무의미하다. 본고에서는 일단 형태적으로 일치가 유표되는 언
어들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되, 영어와 같은 언어에도 이 논의가 동일하게 확장,

그러나 이와 같은 주격과 술어일치 간 상관관계는 강력하긴 하지만 절대적
인 것은 아니다. 자연언어에는 술어일치를 동반하지 않는 주격 또한 관찰되며
이는 곧 술어일치와 주격할당이 서로간에 충분조건이 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술어일치를 동반하는 주격에 대한 이론은 술어비일치 주격 또한 설
명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어는 주격과 술어일치의 상관관계를 일관
성 있게 구현하는 언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러시아어와 북부러시아방
언에서 술어일치를 동반하지 않는 주격논항의 사용이 발견된다. 본 논문의 목
적은 생성문법적 관점에서 러시아어를 포함하여 여러 언어에서 발견되는 비일
치 주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탐색하는 데 있다. 먼저 2장에서는 러시아
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에서 발견되는 비일치 주격의 구체적 예들을 제시함으로
써 격과 술어일치가 단일한, 또는 동시다발적인 현상이 아님을 보일 것이다. 3
장에서는 phi-일치에 대한 이론적 틀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2장에서 열거한 비
일치 주격의 유형들이 어떻게 설명되는지 논의할 것이다. 4장에서는 술어일치
및 술어비일치 문장에서 주격이 어떻게 할당되는지 두 가지 접근방식을 제시하
고 각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이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무
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5장에서는 본 논문의 논점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는다.

2. 격과 일치
비교언어학적으로 관찰되는 주격과 술어일치의 높은 상관성 때문에 지배결속
이론부터 최소주의에 이르기까지 생성통사론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다발적인,
나아가 동일한 현상으로 파악하는 입장을 발전시켜왔다. 지배결속이론 관점에서
는, 단항구문의 유일논항과 이항구문의 상위논항 (외부논항)이 phi-자질(성, 수,
인칭)과 격자질을 지니는 기능소 Infl로부터 주격을 할당받고 동시에 자신의 phi자질을 Infl을 통하여 술어에 유표시킴으로써 명사구로 실현된다(DP-licensing).
촘스키(Chomsky 2000, 2001)에 의해 제안된 최소주의 모델에서는 비해석성
(uninterpretable)/해석성 (interpretable) 자질들을 지닌 기능소 핵인 탐침(Probe)과
상응하는 해석성/비해석성 자질을 가진 구성소인 목표(Goal) 간에 원거리 일치관
계(AGREE)가 성립되어 양쪽의 비해석성 자질이 상응하는 해석성 자질에 의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각각 평가(value)된다. 탐침과 목표가 AGREE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자가 후자를
성분통어(c-command)하는 통사적 위치관계가 필요하며, 한 문장이 성공적으로
음성적 실현 단계(PF)에 이르기 위해서는 통사적 파생 단계에서 비해석성 자질
이 모두 평가되어 제거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델에서 주격할당과 술어일치란 (1)과
같이 주격자질 및 비해석성 phi-자질을 가지는 Infl이 아직 특정 격으로 평가되지
않은(=비해석성인) 격자질 및 이미 결정된 phi-자질을 지닌 명사구와 AGREE를
이룸으로써, 비해석성이었던 명사의 격자질이 주격으로 평가되고 Infl의 비해석성
phi-자질이 명사의 phi-자질과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주격할당과
술어일치는 구성소들이 지니는 비해석성 자질을 평가하기 위한 메커니즘인
AGREE의 결과로 일반화된다.
(1)

탐침
α
Infl [uϕ, NOM]

목표
β
명사구 [여성/단수, uCase]

AGREE

여기서 한가지 언급해야 할 것은 촘스키(2001)의 AGREE 모델에서 Infl의
주격자질은 비해석성 자질이라는 것이다. Infl의 비해석성 자질에 의해 명사의
비해석성

격자질이

평가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모순된다.

페제츠키와

토레고(Pesetsky and Torrego 2001)는 명사구(DP)의 비해석성 격자질 uCase가
비해석성 시제자질

uT이며,

이것이 Infl을 이루는 시제핵(Tense)의 해석성

시제자질 [+Tense]에 의해 평가된다고 제안함으로써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였다.
그러나 주격이 시제자질이라는 제안은 본고에서 다룰 비정형절 주격주어
예들에 의해 기각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비정형절의 Infl은 [-Tense]로
상정되기 때문이다. 주격자질이 어떠한 기능소에 속해 있는 자질인지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주격-술어일치를 하나로 묶는 지배결속 및 최소주의 이론들은 인도유럽어
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비정형절과 주격주어 간의 배타적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 즉, 기존 이론들에서는 비정형 Infl이 불완전한 Infl로서 phi-자질과
격자질이 부재하거나 설사 있다 하더라도 비활성이기 때문에, 명사구와 일치
관계를 수립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비정형절의 외부논항은 (2)와 같

이 정형절인 주절의 Infl과 일치관계를 맺어 주격을 할당받거나(인상구문),
(3)에서처럼 다른 기능소(주절 동사핵 또는 전치사)와 일치관계를 맺어 대격
으로 표시되거나(ECM), 아니면 (4)와 같이 아무런 기능소와도 일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비외현적인 논항(PRO)으로 남게 된다.
(2) Hei seems ti to work here.
(3) a. I want him to work here.
b. I prefer for him to work here.
(4) Ii want PROi to work here.

그러나 다음 (5-7)에 예시된 비일치 주격은 주격과 술어일치의 상관성을
기반으로 한 이러한 격/일치 이론들에 있어 난제가 아닐 수 없다. (5-6)에 예
시된 고대러시아어 여격원형양상구문과 북부러시아방언의 완료구문에서는 목
적어가 주격으로 표시된다. 여격원형양상구문에서 내포절은 원형부정사절이
며 시제를 나타내는 주절의 byt’는 중성 단수로 나타난다. 북부방언 완료구문
에서는 주동사가 중성 또는 남성의 비곡용 분사이고 시제를 나타내는 byt’
동사는 분사의 주격목적어와 일치하거나(6a) 중성/남성 형태의 비곡용 분사에
일치(6b/c)하는 술어일치변이를 보인다.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에
서 술어일치를 동반하지 않는 주격명사가 관찰된다. (7a)의 아이슬란드어 구
문에서 내포절 원형부정사의 목적어는 주격으로 표시되는 한편 주절의 동사
는 디폴트 단수 형태를 취한다. (7b)의 아이슬란드어 예문에서는 독립된 원
형부정사절 문장에 목적어가 주격으로 나타난다.3)
(5, 6b, 6c)에 예시된 고대 및 현대북부러시아어 구문과 (7a)의 아이슬란드
구문에서처럼 문장 내에 정형 Infl과 주격논항이 있는데 둘 사이에 일치가
일어나지 않거나, (7b)와 같이 주격논항이 존재하는데 정형 Infl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격과 일치를 동시적 작용으로 묶는 이론들에 배치된다.4)
3) 러시아어와 아이슬란드어 외에 이탈리아어, 헝가리어, 포르투갈어, 중세영어, 타밀
어, 한국어 등 많은 언어들에서 비일치 주격이 사용된다. 기존 연구들에서 일치에
대한 논의에 가장 자주 거론되는 예들이 아이슬란드어 구문들이기에 본고에서는
러시아어와 더불어 아이슬란드어 예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시킬 것이며 필요한
경우 다른 언어의 예를 제시할 것이다.
4) 다음 예문과 같이 2인칭 단수 명령형과 인칭, 수 제한을 받지 않는 주격주어가 결
합한 현대표준러시아어 가정법 구문은 4장에서 따로 다루도록 할 것이다.

(5) 고대러시아어 여격원형양상구문
Korolju
bylo
ta ruxljad’
dati.
왕.여격
be.과거.중성.단수 그 세간.주격.여성.단수 주다.원형
‘왕은 그 세간을 주어야 했다.’
(Timberlake 1974: 52)
(6) 북부러시아어 완료구문
a. Ja
u byka
나.주격.단수 황소에게.PP

byla

sbudano.

be.과거.여성.단수 깨우다.분사.중성.단수

‘황소가 나를 깨웠다.’
(Kuz’mina and Nemčenko 1971: 36)
b. Bylo
volja
dano.
be.과거.중성.단수 자유.주격.여성.단수 주다.분사.중성.단수
‘자유를 주었다.’
(위 문헌)
c. U nix
byl
postavlen
konjušnja.
그들에게.PP

be.과거.남성.단수 짓다.분사.남성.단수 헛간.주격.여성.단수

‘그들은 헛간을 지었다.’

(위 문헌, 79)

(7) 아이슬란드어
virðist/*?virðast Jóni
líka
hestarnir.
a. Mér
나.여격 보이다.단수/복수 존.여격 좋아하다.원형 말.주격.복수
‘내게는 존이 말들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
(Boeckx 2000: 359)
svona fáránleiki/*fáránleika!
b. Að líka
to 좋아하다.원형 그러한 모순.주격/대격
‘그러한 모순을 좋아하다니!’
(Sigurðsson 2006: 293)

(5-7)의 예문들은 비록 주격할당과 술어일치가 동일한 명사구를 대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경향이 강하다 하더라도 실은 별개의 작용이며, 어떻게 이
두 작용이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따로따로 일어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 즉, 격자질과 phi-자질은 하나의 Infl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구현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i)

Ujdi
oni
sejčas, ja
vse sdelaju
sama.
떠나다.명령형 그들.주격.복수 지금 나.주격 전부 하다.미래 직접
‘그들은 지금 가버리라지, 내가 다 직접 할 테니까.’

3. Phi-일치 메커니즘
3.1. 상대화된 탐색과 다중일치
최소주의적 관점에서, 페제츠키와 토레고(2001)의 제안을 따라 시제핵의
주격자질을 [+Tense]로 상정할 경우, 시제핵의 격자질과 논항의 phi-자질은
해석성 자질인 반면, 시제핵의 phi-자질과 논항의 격자질은 비해석성 자질이
된다. 해석성 자질은 평가되지 않아도 그 구조가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데
(spell-out) 지장이 없지만, 비해석성 자질은 반드시 음성적 실현 단계(PF)로
이동하기 전에 평가되어 구체적인 값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정형절 Infl
의 주격이 아무 곳에도 할당되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구문의 문법성에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논항의 phi-자질 또한 일치관계에 참여하
여 술어에 유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구문의 문법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술어일치를 동반하지 않는 주격논항이라는 것은, 전통
적인 관점과는 달리, AGREE를 통사구조 파생의 근간으로 삼는 최소주의적
관점에서는 부가적인 조항이나 추정 없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본고에서는 AGREE의 메커니즘을 보다 정교화한 최근의 연구로 히라이
와(Hiraiwa 2001, 2005)의 “다중일치(Multiple Agree)”와 프레밍어(Preminger
2011)의 “상대화된 탐색(relativized probing)”을 비일치 주격 설명에 적용하고
자 한다. 프레밍어(2011: 31-32)는 키체안어(Kichean)의 행위주-초점 구문에서
주격논항의 인칭과 수 자질이 서로 독립적인 패턴으로 술어에 유표된다는 사
실에 근간하여, 비평가된 인칭 자질과 수 자질을 지닌 두 탐침이 동일절 내
에서 상응 자질을 각기 따로 탐색함을 보였다.

키체안어에서는 인칭 자질이

1, 2인칭만을 포함하는 [participant] 자질로, 수 자질이 [plural] 자질로 특화되
어 있으며, 따라서 가령 1인칭 단수 명사는 인칭 탐침에게는 잠재적 일치대
상이 되지만, 수 탐침에게는 ‘보이지 않는다.’5) 상대화된 탐색은 사실상 자질
일치를 바탕으로 하는 통사론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던 개념이다. 대표적
으로 wh-이동을 예로 들 수 있다. 영어나 러시아어와 같은 언어에서 C의
5) Phi-자질 중에서 인칭과 수 자질의 일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는(따라서 인칭과
수 자질에 대해 개별적인 기능소를 상정하는) 견해는 여러 연구에서 제기되어 왔
다: Shlonsky(1989), Laka(1993), Taraldsen(1995), Sigurðsson(1996), Chomsky(2000),
Anagnostopoulou(2003), Béjar(2003), Sigurðsson and Holmberg(2008) 등.

wh-자질은 동일절 구성소 중 wh-자질을 지니는 것을 탐색하여 그것을 C로
이동시킨다(8).
(8)

[ C[wh]

DP[-wh]
Ivani

T-v-V
kupil

ti

DP[wh]
Čto ?

]

탐색

이 경우 C[wh]와 wh-명사구(목적어) 사이에 있는 다른 구성소, 예를 들어 외
부논항인 Ivan은 wh-자질을 지니지 않기 때문에 C[wh]의 탐색 대상이 될 수
없으며 C[wh]는 이 명사구를 ‘볼 수 없다.’
이러한 “상대화된 탐색”에 근간하여 프레밍어는 (9)와 같은 phi-일치 메커
니즘, FINDϕ를 제안하였다.
(9) FINDϕ(f): given an unvalued feature f on a head H0, find an XP
bearing a valued instance of f. If such an XP is found, check whether
its case is allowed by case-discrimination.
yes
>
assign the found value to H0
no
>
ABORT
Case-discrimination
unmarked case >> dependent case >> lexical/oblique case
(NOM/ABS)

(ACC/ERG)

accessible for phi-agreement
(Preminger 2011: 128)

(9)에 따르면 phi-일치는 기능소 핵 H0와 그에 가장 가까운 명사구 XP
사이에 일어나게 된다. 여기에서 격차별(case discrimination, Bobaljik 2008)
이 일치작용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전술했다시피 격차별이란
Infl과 성공적으로 phi-일치를 성립시킬 수 있는 명사구 XP의 격 위계로서
‘무표격(주격/절대격) > 의존격(대격/능격) > 어휘격(사격)’ 순서로 이루어
져 있다. 즉,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phi-일치가 무표격인 주격이 표시된 명
사를 대상으로 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명사구의 phi-자질들이

술어에 구현된다. 능격어의 경우에는 의존격인 능격까지 술어에 구현될
수 있다. 만약 가장 가까운 명사구가 주격이 아니라 사격(어휘격)인 경우
에는 FINDϕ 작용 자체는 이루어지지만 성공적이지 못하여 중단(ABORT)
되고 디폴트 형태(3인칭 단수)가 술어에 구현된다. 주격논항이 정형절 내
에 존재하더라도 사격명사가 주격명사와 탐침 Infl 사이에 위치할 경우,
이 사격명사가 Infl에 의해 phi-일치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되면 더 이상의
탐색은 이루어지지 않고 주격논항은 Infl과 일치관계를 맺지 못한다(격간
섭, case intervention).
예를 들어 (7a)와 같은 아이슬란드어 문장에서 동사(Infl)로부터 가장 가
까운, 평가된 phi-자질을 지니는 XP는 여격명사 Jóni이다.
(7a) Mér
virðist/*?virðast
Jóni
líka
hestarnir.
나.여격 보이다.단수/복수 존.여격 좋아하다.원형 말.주격.복수
‘내게는 존이 말들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인다.’

FINDϕ는 이 여격명사를 잠재적 일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작용한다. 하지
만 격차별 때문에 이 여격명사는 성공적으로 phi-일치를 수립하지 못한다.
FINDϕ는 중단(ABORT)되고 대신 디폴트 단수 형태소가 술어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이 곧 여격간섭현상(Dative Intervention)이라 불리는 현상이다.6)
그러나 (10)의 예문에서 보여주듯이 만약 여격명사가 동사 앞으로 이동
하여 동사와 주격명사를 가로막지 않는다면 주절의 동사(Infl)와 주격명사
간에 phi-일치가 이루어지게 된다.7)
(10) a. Mér
virðist/?*virðast
나.여격
보이다.단수/복수
[Jónii
vera
taldir
ti
líka
hestarnir].
존.여격 be.원형 믿다.분사.남.복수 좋아하다.원형 말.주격.복수
‘내가 보기엔 존이 말들을 좋아한다고 여겨지는 것 같다.’
6) 여격간섭현상은 Holmberg and Hróarsdóttir(2003, 2004)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졌으
며, 이후 Hiraiwa(2005), Nomura(2005), Chomsky(2005) 등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논의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Sigurðsson and Holmberg(2008) 및 이 논문에서 언급
된 연구들을 참조하라.
7) 단, 동일구(vP) 내에 머물러 있는 명사들 간에는 격간섭이 일어나지 않으며 사격논
항이 vP 밖으로 이동한 경우에 격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b. Jónii
?*virðist/virðast
[ ti
vera
taldir
ti
líka
hestarnir].
‘존이 말들을 좋아한다고 여겨지는 것 같다.’
(Schütze 1997: 108-109)

(7a) 및 (10a)에서는 여격명사가 동사에 가장 가까운 명사구이기 때문에
phi-일치의 대상이 되어 디폴트 술어일치가 발생하지만 (10b)에서는 주격
명사가 가장 가까운 명사구이기 때문에 주격명사와 성공적으로 일치가 이
루어져 복수 형태소가 술어에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히라이와(2001: 78-79)의 다중일치로도 설명가능하다. 다
중일치는 (1)과 같은 AGREE 관계가 (11)과 같이 동일한 국면(phase, 통상
CP) 내에서 하나의 탐침과 다수의 목표 사이에서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제안이다. 이 경우, 상응하는 자질을 지니기만 한다면 둘 이상의 명사구가
Infl의 목표가 될 수 있다. 히라이와의 다중일치는 복수의 일치관계가 동시적
으로 수립되는 것으로 가까운 목표부터 탐색해 가는 FINDϕ와 차이가 있다.

(11)에서와 같이, 비해석성 phi-자질을 지닌 Infl이 해석성 phi-자질을 지닌
목표1과 목표2를 발견하여 동시에 다중일치관계를 맺게 될 때, 술어의 형태
소는 그 중 한 목표와의 일치만을 유표할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하
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 선택에 있어서 보다 가까운 목표가 우위를 차
지하는지, 성공적인 일치관계를 맺는 목표가 선택되는지는 언어마다 다를 수
있다. (7a) 및 (10a)의 아이슬란드어 예문에는 주절과 내포절에 정형 Infl1과
비정형 Infl2이 각각 존재한다.8) C가 주절의 Infl1만을 선택하는 경우, 주절의
C-Infl1이 탐침이 된다. 이 탐침은 여격명사와 주격명사 두 개의 목표와
AGREE를 맺게 되며 보다 가까운 목표인 여격명사와의 일치를 디폴트 형태
로 유표하게 된다. 즉, FINDϕ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10b)와 같이 여격
8) (10a)에는 내포절에 vera taldir로 유표되는 비정형 Infl이 하나 더 있지만, 인상술어
이기 때문에 본 논의에 별다른 차이를 야기하지 않는다.

명사가 앞으로 이동하여 격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주격명사가 유일
한 목표가 되므로 주격명사와의 일치 관계가 유표된다.
(11)의 일 대 다수의 다중일치 뿐 아니라 (12)와 같이 다수 대 일, 곧 탐침이
두 개 이상인 다중일치 메커니즘 또한 상정해 볼 수 있다(Hiraiwa 2005: 72-73).9)

(12)를 (10a-b)의 예문에 적용해 보자. 주절의 C가 주절의 Infl1과 원형내
포절의 Infl2와 모두 AGREE를 이룸으로써 C-Infl1, C-Infl2 두 개의 탐침이
작용한다고 할 때, (10a)에서 C-Infl1은 여격명사와 AGREE를, C-Infl2는 주
격명사와 AGREE를 이루게 된다. 비정형절인 C-Infl2는 일치를 형태적으로
반영할 수 없고, C-Infl1은 사격명사와 성공적으로 일치를 이룰 수 없기에
디폴트 일치를 나타내게 된다. 따라서 (10a)에서는 주절동사가 디폴트 일
치를 이루는 것만이 가능하다. 한편, 여격명사의 격간섭이 일어나지 않는
(10b)와 같은 문장에서는 이 두 탐침이 주격명사와 동시에 AGREE를 맺을
수 있는데, 역시 C-Infl2는 비정형이기에 일치가 유표될 수 없으며, 정형인
C-Infl1에만 일치가 유표되어 복수 형태소가 나타난다.
이러한 다중일치 또는 FINDϕ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한 요소는 내포절(IP
또는 CP)이 국면(phase)으로 기능하는가 하는 문제, 즉 내포절 경계의 투과성
여부이다. (10)의 예문들과 같은 인상구문에서는 내포절 내로 주절의 탐침이
투과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절의 동사는 내포절의 경계를 넘어서 내포절 아
래쪽에 위치한 주격명사와 일치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내포절의 투과성
은 주절 동사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13=5)의 예문이 보여
주듯이, 고대러시아어 여격원형양상구문의 경우, 내포절 내의 주격명사는 여
격명사가 어디에 위치하는가와 상관없이 주절의 Infl과 phi-일치를 맺을 수 없
으며 주절의 byt’는 언제나 디폴트 형태로 나타난다.
9) 히라이와(2005)의 원 논의에서는 Infl대신 T를 사용하여 phi-자질까지 포함하는 것
으로 상정했지만, 본고에서는 T와 AGR의 융합체로서 Infl을 사용하였다.

(13=5) Koroljui bylo
왕.여격

[ ti

be.과거.중성.단수

> 비일치

ta ruxljad’

dati ].

그 세간.주격.여성.단수

주다.원형

‘왕은 그 세간을 주어야 했다.’
Cf. (10b) Jónii ?*virðist/virðast
존.여격

[ ti vera

보이다.단수/복수

taldir

ti

be.원형 믿다.수동분사.남.복수

líka

hestarnir]. > 일치

좋아하다.원형

말.주격.복수

‘존이 말들을 좋아한다고 여겨지는 것 같다.’

(13)과 (10b)은 논항의 배열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10b)의 내포절
의 수동태절은 인상구문이기 때문에 논항구조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13)과
(10b)의 차이는 내포절 경계의 투과성 여부에 따른 차이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10b)는 인상구문으로서 내포절과 주절이 하나의 국면이 되지만, (13)
의 내포절은 비외현적 보문소가 존재하는 CP이기 때문에(Jung 2009) 그 자체
로서 구성소의 실현이나 일치 같은 통사적 작용이 그 안에서 완료되어야 하
는 국면을 형성한다.10)

3.2. 일치 주격 및 비일치 주격의 통사적 파생
3.2.1. 정형절 일치 주격
먼저 위에 제시된 phi-일치 메커니즘들이 일반적인 정형절의 일치 주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자. (14)와 같이 논항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일
10) 한 논문 심사자는 (10b)와 (13)의 여격구가 둘 다 어휘격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10b)의 여격구가 경험주이고 (13)의 여격구가
행위주이긴 하지만 둘 다 내포절 술어의 주어이다((10b)의 여격구가 문법적 주어
라는 증명에 대해서는 Thráinsson(1979), Zaenen, Maling, and Thráinsson(1985),
Sigurðsson(1989) 등을 참조하라. 아이슬란드어의 여격주어와 달리 러시아어의 여
격구는 (13)과 같은 여격원형양상구문 외에는 문법적 주어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여격간섭현상을 AGREE로 설명할 때 이러한 의미적, 기능적 차이가 다른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기 때문에 적어도 본 논의상에서는 의미역의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13)의 여격구가 (10b)의 여격구와 달리 어휘격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13)의 여격을 원형부정사절의 C에 의해
할당되는 구조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Jung 2009).

치와 격할당의 대상은 동일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일치 주격이 필연적인
귀결이 될 것이다.
(14) Oni
priexal
ti .
그.주격.남성.단수 도착하다.과거.남성.단수
‘그가 도착했다.’

그렇다면 (15)와 같이 논항이 두 개 있는 구문의 경우는 어떠한가?
(15) Oni
priglasil
ti
그.주격.남성.단수 초대하다.과거.남성.단수
‘그가 그녀를 초대했다.’

ee.
그녀.대격.여성.단수

(9)에 따르면 Infl은 가장 가까운 목표부터 탐색하고 일단 일치관계가 수립
되면 더 이상 탐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 다중일치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내
부논항보다는 자신에게 더 가까운 외부논항(On)과의 일치를 술어에 유표한
다. 따라서, FINDϕ와 다중일치 모두 주어-Infl의 일치 유표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3.2.2. 비정형절 주격
비정형절에

나타나는

주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정형성

(non-finiteness)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성문법적 관점에서 재고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일반적으로 정형성이란 술어가 곡용을 통해 시제와 일치자질을 유표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정형성을 담보하는 기능소는 어떤 것이며 어떠한 자
질로 이루어져 있는가? 지배결속이론에서는 시제와 phi-자질을 가지는 곡용
기능소로서 Infl(ection)을 상정했으며, 최소주의의 초기 단계(Chomsky 1993 등)
에서 Infl은 T(ense)와 AGR(eement)로 분리되었다. 보다 최근의 접근방식에서
는 이 둘이 Tense로 통합되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시제자질을 유표하지 못
하는 술어는 phi-자질 또한 유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 시제자질
과 phi-자질을 각각 지니고 있는 Tense와 AGR가 T-AGR의 형태로 통합되어
Infl을 형성하고 있다고 상정한다면, 시제와 phi-자질 유표의 동시다발성은 단
지 형태적인 제약에 의한 것이며, 비정형 술어의 Infl에 시제자질과 phi-자질

둘 다 부재하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원형부정사 등에 나타나는 비정형 Infl이 시제자질을 결여하고 있지만 phi자질은 온전히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16a-c)의 유럽 포르투갈어 예문처럼 원
형부정사가 시제는 유표하지 않지만 주격논항과의 일치는 형태적으로 유표하
는 경우에 분명히 드러난다.
(16) 유럽 포르투갈어
a. Será
difícil [eles
aprovarem
be.미래 어려운 그들.주격 승인하다.원형-AGR
‘그 제안을 승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b. *Será
difícil [eles
aprovar
be.미래 어려운 그들.주격 승인하다.원형
c. Será
difícil [PRO
aprovar
be.미래 어려운 PRO
승인하다.원형

a proposta].
그 제안
a proposta].
그 제안
a proposta].
그 제안
(Raposo 1987: 86)

예문 (16b-c)에서 원형부정사 내포절은 일치 형태소가 없는 경우 외현적 주
격주어를 가질 수 없지만, 일치를 형태적으로 유표하는(-em) (16a)에서는 주격
주어 eles가 나타난다. 즉, 원형부정사의 Infl은 phi-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주
격논항과 phi-일치를 이룰 수 있음이 증명된다.
유럽 포르투갈어와 같이 시제와 독립적으로 phi-자질을 유표할 형태적 기제
가 마련되어 있는 언어에서는 시제자질 없이도 비정형절의 phi-자질이 유표되
지만, 이 두 자질의 유표가 형태적으로 조건적 관계에 놓여 있다면, 곧 시제
자질의 실현이 phi-자질의 실현을 조건화한다면, 전자의 부재는 후자의 구현
또한 가로막게 될 것이다. 영어와 같이 동사의 형태적 곡용이 거의 사라진
언어에서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검증되기 어렵겠지만, 곡용이 생산적인 언어에
서는 이것을 확인 가능하다. 예를 들어, 러시아어에서 만약 과거시제를 나타
내는 형태소 -l이 부재하다면 phi-자질을 나타내는 형태소 -#/a/o/i 는 형태소
결합법칙에 의해 나타날 수 없다. 이는 현재시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결론짓
자면, 비/정형성이라는 것은 시제자질의 유무와 직결되는 것이며, 시제자질의
부재로 인해 phi-일치가 유표되지 않는 경우에 phi-자질의 유무, 그리고 phi일치의 유무를 알기는 어렵다. 만약 비정형 Infl에 phi-자질이 존재하여 명사
구와 phi-일치를 이루는 경우, 비정형 술어에는 유표되지 않은 채 구문은 문

법적인 것이 될 것이다. 만약 phi-자질이 비정형 Infl에 부재하여 phi-일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문의 문법성에는 문제가 없다. 어차피 명사구의
phi-자질은 해석성이므로 일치에 참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7b)나 (17)와 같은 비정형절 주격은 적어도 phi-일
치에 있어서는 이론적으로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다.
(7b) Að líka
svona fáránleiki/*fáránleika!
to 좋아하다.원형 그러한 모순.주격/대격
‘그러한 모순을 좋아하다니!’
(17) 타밀어
[vasu/naan poori

porikk-a] raman

maavu

vaangi-n-aan.

바수/나.주격 푸리.대격 굽다.원형 라만.주격 밀가루.대격 사다.과거.3.단수

'바수가/내가 푸리를 굽도록, 라만이 밀가루를 사왔다.'
(McFadden and Sundaresan 2011:5에서 수정 인용)

(7b)와 (17)에서는 원형부정사와 비정형 분사구문에 주격목적어 fáránleiki와
주격주어 vasu/naan이 각각 사용된다. 비정형 Infl과 주격논항 간의 비가시적
phi-일치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비정형 Infl은 phi-자질이 없거나 유표되지 않으며 따라서 주격
논항과 phi-일치를 아예 일으키지 못하거나 설사 일으키더라도 시제자질의 부
재로 인하여 형태적으로 유표되지 않는다(물론, 여기에서 주격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나아가 통상적으로 비외현적인 비정형절 주어(PRO)를 외현적으로
실현시키는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서는 4장에서 논의하도록 할 것이다).

3.2.3. 정형절 비일치 주격
본 논문에서 논의한 예문들 중 고대러시아어 여격원형양상구문은 (18)과
같이 정형절 아래에 비정형절이 내포되어 있는 복절 구조를 지닌다.
(18=5)
Koroljuj

INFL정형-BE [
bylo

주어 INFL비정형-V 목적어]
ta ruxljad’i tj
dati
ti.

내포된 비정형절 Infl이 phi-자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상정할 경우, 목적어인
ta ruxljad’는 비정형 Infl과 phi-일치를 이룰 수 있다. 이 경우, phi-일치는 형
태적으로 유표되지 않으므로 증명하기 어렵다. 잠재적으로, 이 목적어는 주절
의 정형 Infl과 phi-일치를 이룰 수도 있으나(성분통어 성립) 사격주어가 주절
의 정형 Infl과 주격명사 사이를 가로막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phi-일치가 이루
어지지 않는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는 여기에서 내포절이 주절과 격리
된 도메인(phase)으로 주절의 Infl이 그 경계를 투과하여 목표를 탐색할 수 없
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고대러시아어 여격원형양상구문과 외견상 동일한 구성소(여격명사, 주격명
사)들로 이루어진 (19)의 러시아어 일치 주격 구문과 (18)을 비교해 보자.11)
(19) Eji
ponravilsja
ti
ètot fil’m.
그녀.여격 마음에 들다.과거.남성.단수 이 영화.주격.남성.단수
‘그녀는 이 영화가 마음에 들었다.’

(19)는 (18)과 달리 단일절로 된 문장이다. 여기에서 여격명사는 Infl과 주
격명사 사이를 가로막지 않으며, 설사 Ponravilsja ej ètot fil’m과 같이 여격명
사가 동사와 주격명사 사이에 위치한다 하더라도 동사구(vP) 내 기저생성위치
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격간섭을 일으키지 못한다(각주 7 참조).
그렇다면 북부러시아방언 완료구문의 경우는 어떠한가? 완료구문은 (20)와
같이 byt’ 아래에 명사화된 분사구가 내포되어 있는 단일절 구조를 지닌다.
(20=6c)
[U nix]i

INFL정형-BE
byl

주어
ti

분사구(nP)
postavlen

목적어
konjušnja.

여기에서 탐침인 Infl은 하나인 반면, AGREE의 목표가 될 수 있는 대상은
둘이다. 본 구문의 분사구는 명사화된 분사구(남성 단수, 중성 단수)로서 byt’
의 일치를 유발할 수 있다(6b-c)(Jung 2011).12)

탐침 Infl은 명사화된 분사구

11) 한 심사자는 (18)과 (19)가 외견상 동일한 구성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 무
리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외견상 동일한 구성소라 함은 외현적으로
유표된 논항들의 배열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저구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본문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은 두 개의 CP 국면으로 이루어진 복문이고 (19)는 단
문으로서 두 문장은 상이한 기저구조를 가진다.

를 일치 대상으로 삼거나 목적어 명사구를 일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6a/6b-c)와 같은 술어일치변이를 일으킨다.13)
(6) 북부러시아어 완료구문
a. Ja
u byka
나.주격.단수 황소에게.PP

byla

sbudano.

be.과거.여성.단수 깨우다.분사.중성.단수

‘황소가 나를 깨웠다.’
b. Bylo
volja
dano.
be.과거.중성.단수 자유.주격.여성.단수 주다.분사.중성.단수
‘자유를 주었다.’
c. U nix
byl
postavlen
konjušnja.
그들에게.PP

be.과거.남성.단수 짓다.분사.남성.단수 헛간.주격.여성.단수

‘그들은 헛간을 지었다.’
.

즉, 단일절 내에 Infl이 하나이고 평가된 phi-자질을 지니는 목표가 여러 개
인 경우에 술어일치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분사의 명사화에 따른 술
어일치 변이현상은 (21)과 같이 다른 언어에서도 발견된다.
(21) 바스크어
[nobela erromantikoak
irakurtzea]
소설 로맨틱한.대격.복수
읽다.분사.주격-관형사.대격
gustatzen
zaio/zaizko(비표준).
좋아하다
조동사.3.단수/복수.대격-3.단수.여격
‘그/그녀는 로맨틱한 소설들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Etxepare 2005: 303에서 수정 인용)

이와 같이, 언어에 따라 동일한 Infl이 하나 이상의 주격명사구와 자질을
공유(AGREE)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샤볼쯔시(Szabolcsi 2009)는 헝가리아
어, 이탈리아어의 예들에 근거하여 다중일치 매개변인(multi-agreement parameter)
12) 중성 단수 분사구의 경우, 이것이 비일치로 인한 디폴트 형태인지 중성 단수로 명
사화 된 것인지 독자적으로 구별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남성 단수 분사구가 남성
단수로 연사일치를 일으키는 것을 볼 때 중성 단수 분사구 또한 이와 동일한 방식
으로 중성 단수 연사일치를 일으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3) u생격 전치사구 전체를 주어 위치에 놓을 경우, 전치사구는 일치 탐색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Infl이 그냥 지나치게 된다. 그렇지만 생격명사구만을 주어 위치에 놓
을 경우 Infl의 탐색 대상이 되어 디폴트 일치를 일으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을 설정한 바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렇게 다중일치관계 또는 FINDϕ 수립에 있어서
잠재적인 phi-일치 대상이 다수인 경우, 어떤 목표와의 일치관계를 형태적으
로 유표화하는가 여부는 언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이슬란드어 예에서는
일치관계가 성공적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근접성(최소성)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졌다. 가령, 탐침과 목표1, 목표2 간에 각각 일치관계가 수립되었다면
목표1과의 일치관계가 선택된다. 그러나 (6a-c)에 나타난 술어일치변동은 적어
도 표면적인 어순을 고려했을 때 근접성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경
우, 무작위적 선택(free variation)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목적어인 주격명사구
의 이동으로 표층어순이 파생되는 과정에서 Infl 곧 byt’와의 상대적 근접성에
따라 술어일치가 결정된 것일 수도 있다.14)

4. 주격할당 메커니즘
지금까지 필자는 phi-일치가 주격명사를 대상으로 비정형/정형 Infl 모두에 의
해 일어날 수 있지만, 정형절의 경우 잠재적인 목표가 되는 주격명사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목표 명사구의 phi-자질만을 술어에 유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정형 Infl은 로만스 계통 언어에서 발견되는 곡용 원형부정사
(inflected infinitive)를 제외하고는 phi-일치가 일어나더라도 이를 형태적으로 반
영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미루어 놓았던 문
제, 곧 명사의 주격할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4.1. 형태적 접근: 이접 격층위론(Marantz 1991)
주격에 대한 최근 생성문법적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주격할당을
주격의 디폴트적 혹은 무표적 성격에 의한 형태적 작용으로 파악하는 형태론
적 입장과, 대격이 대격 허가 기능소(v)에 의해 표시되듯 주격 역시 특정한 주
격 허가 기능소에 의해 표시된다는 통사론적 입장이 그것이다.
14) 기록된 데이터에 기반한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떤 것이 보다 적
절한 설명인지 규명할 수 없었다.

격할당이 논항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형태적 현상임을 주장한 연구들(Yip,
Maling, and Jackendoff 1987, Marantz 1991, Schütze 2001, Bobaljik 2008) 중
가장 주요한 토대가 되는 것은 마란츠(Marantz 1991)의 “의존격 이론
(Dependent Case Theory)” 또는 “이접 격층위론(Disjunctive Case Hierarchy)”
이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격은 기능소에 의해 통사적으로 할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도메인 내 논항 수에 따라 경쟁, 분배되는 형태적 작용이다. 먼
저 어휘격(lexical case)은 특정 어휘소에 의해 할당되는 격으로서 논항구조와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할당된다. 도메인 내에 격표시가 필요한 논항이 두 개
있을 때, 의존격(dependent case)인 대격이 두 논항 중 하위논항에 표시되고
무표격(unmarked case)인 주격이 상위논항에 표시된다(능격어의 경우 의존격
인 능격이 상위논항에, 무표격인 절대격이 하위논항에 할당된다). 만약 두 논
항 중 하나가 어휘격을 이미 가지고 있다면 격표시가 필요한 논항이 하나밖
에 남지 않으므로 의존격은 할당될 수 없고 무표격이 할당된다. 이와 같이,
격할당을 기능소와 논항 간 자질 일치의 결과가 아닌 형태적 작용으로 파악
하는 관점에서 술어일치는 격형태에 따르는 형태적 후속작용이거나(Bobaljik
2008), 아니면 아예 격과 무관하게 된다(McFadden and Sundaresan 2011).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구문들의 비일치 주격 현상은 이접 격층위론으
로 잘 설명되지만, 고대러시아어 여격양상구문 및 북부러시아어 완료구문
에서 목적어의 주격이 대격과 교체한다는 사실은 부가적인 논의를 필요로
한다(Kuz’mina and Nemčenko 1971, Timberlake 1974, Jung 2007). 이 대격은
특정 동사어휘에 의해 할당되는 어휘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격주어-대격목
적어 패턴은 이접 격층위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15)
이 외에도, 자연어에서는 이접 격층위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격분포 패턴들
이 관찰된다. 이접 격층위론에 따르면, 주격-대격 언어에서 이항구문의 경우 주
격-대격 구조와 사격-주격 구조만이, 그리고 단일논항구문의 경우 주격 또는 사
격논항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러시아어의 경우, (22)의 주격-대격 구문 및 사격주격 구문과 더불어 (23)의 사격-대격 구문, (24)의 단일대격논항 구문을 가지
고 있다(정하경 2012: 117).

15) 다중일치를 포함하여, 자질일치에 따른 격할당 이론에서는 평가된 대격자질을
지니는 동사핵(v)을 활성, 한정성, 특정성 등의 자질에 대하여 상대화함으로써 상
기 구문 및 여러 능격어에서 관찰되는 주격-대격 교체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22) a. Ivan
čitaet
knigu.
이반.주격
읽다.현재 책.대격
‘이반이 책을 읽고 있다.'
b. Mne
ponravilsja
ètot fil’m.
나.여격
마음에 들다.과거.남성.단수 이 영화.주격.남성.단수
‘나는 이 영화가 마음에 들었다.’
(23) Začem
mne
pokupat’
sigarety?
무엇 때문에
나.여격
사다.원형
담배.대격.복수
‘무엇 때문에 내가 담배를 산단 말인가?’
(24) Lodku
uneslo
vetrom
보트.대격
데려가다.과거.중성.단수
바람.조격
‘바람에 보트가 떠내려갔다.’

(23-24) 같은 구문들은 마란츠의 이접 격층위론으로 설명될 수 없다. (23)
의 사격-대격구문에서 여격을 어휘격으로 본다면 두 논항 중 하나에 어휘
격이 할당된 후 남은 하나의 논항에 무표격이 아니라 의존격이 할당된 셈
이므로 마란츠의 이론에 어긋난다. 만약 여격구를 부가논항(applicative)으로
취급한다면 (23)은 단일논항구문이 되어 유일한 논항에 대격이 표시된 것이
므로 역시 마란츠의 이론에 부합하지 않는다.16) (24)는 외부논항이 부재하
고(외현적으로든, 내현적으로든) 사역자가 조격 부가어로 나타나기 때문에
문장 내에 논항이 하나밖에 없는데 의존격인 대격으로 표시되는 경우이므로
마란츠의 이론에 어긋난다.
한편, (25)와 같은 한국어나 일본어의 이중 주격 구문들 또한 무표격이
두 논항 모두에 할당되기 때문에 격경쟁 이론으로 설명될 수 없다.
(25) 나는 머리가 아프다.

맥파든과 선다레산(McFadden and Sundaresn 2011)은 어떤 격도 할당되지
못할 경우에 디폴트격 또는 “그외격(Elsewhere case)”으로서 주격이 논항에
할당된다고 주장하였다(Cf. Jakobson 1936/1971, 이인영 2002). 이 제안은 형
태적 현상으로서의 주격표시라는 점에서 마란츠의 이접 격층위론과 맥을
같이 하지만, 특정 논항구조나 명사구 수에 따른 격할당이 아니기에 이접
16) 이와 같은 여격-대격 구문이 격층위론에 배치되는 반례라는 사실은 울포드
(Woolford 1997: 192) 등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여격-대격 구문은 러시아어 외에
도, 신할라어(Gair 1990), 페로이즈어(Barnes 1986) 등에서 사용된다.

격층위론과 구별된다. 이 주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격이 언제 나타나는
지 제약할 수 없다는 점이다. 타밀어의 예문 (17)과 같이 비정형절 주어가
주격으로 가시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면 왜 영어의 비정형절 주어는 동일하
게 주격으로 실현되지 못하는가? 혹은 (26a)의 영어 예문과 달리 (26b)의 한
국어 예문에서 비정형절 앞에 주격주어(그가/자기가)와 비외현적 주어(PRO)가
자유롭게 교체가능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26) a. Johni tried [*hei/PROi to solve the problem].
b. 철수는i [그가i/자기가i/PROi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즉, 디폴트 주격은 한 언어 내에서나 비교언어학적으로나 왜 더 자주, 일관
성있게 사용되지 않는가? 결국 주격이 디폴트 형태격이라는 주장은 명사구 실
현(DP-licensing)의 문제와 격형태의 문제를 분리함으로써, 지금까지 비일치 주
격 현상에 대해 이루어졌던 논의의 주요 핵심을 비켜가게 된다. 왜냐하면 지배
결속이론과 최소주의를 포함하여 기존의 통사적 논의들에서 격할당 또는 격자
질 평가는 명사구 실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위에서 논의
한 형태적 접근을 취하는 여러 제안들처럼 명사구 실현이 이루어진 다음 그 형
태를 결정하는 데에만 격을 사용한다면, 비정형절 주어의 외현적 실현이 어떻
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는 고스란히 미해결로 남게 된다.

4.2. 통사적 접근: 비해석성 자질 평가(Chomsky 2000, 2001)와
다중일치(Hiraiwa 2001, 2005)
미첼(Mitchell 1991), 알렉시아두(Alexiadou 2001), 라바인과 프랭스(Lavine
and Franks 2005), 프랭스와 라바인(Franks and Lavine 2006) 등은 시제핵 T
뿐 아니라 주격을 할당하는 또 다른 기능소(Aspect, Pred 등)를 설정할 것을 제
안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형태적으로 동일한 문법 범주에 대해 일관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하는 생성문법이론의 지향을 고려할 때, 이를 정당화할 독립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고대 및 북부러시아어 주격목적어의
경우, 부정생격과의 교체 등 구조격으로서의 성격을 일관되게 가지고 있기에
일반적인 주어의 주격과 다르다고 하기 어렵다.
다수의 주격할당자를 설정하는 위 연구들과 달리, 주격이 할당되는 위치를

여러 개 설정하는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어, 자캅(Jakab 2002, 2004)은 주격이
주어와 목적어에 할당되는 위치를 각각 다르게 설정한다. 헤이콕(Heycock
1993)과 우라(Ura 1996)가 제안한 Tense(=Infl)에 의한 다중 자질 점검(multiple
feature checking) 또한 이와 유사한 맥락이다. (25)와 같은 일본어나 한국어의
이중주격 구문은 주로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되어 왔다(김선웅 1996 등). 히라
이와의 다중일치는 이러한 다중 자질 점검/평가를 재구조화한 것이다.
앞서 논의했듯이,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북부러시아어 완료구문의 경우, 하
나의 탐침(Infl)과 다수의 목표(명사화된 분사구, 목적어)를 상정할 수 있다. 3장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중일치 관점을 취했을 때 phi-일치는 각 목표를 상대
로 일어나지만 실제로 형태적으로 술어에 유표되는 것은 그 중 하나뿐이다. 반
면, 격자질 일치는 다수의 목표 모두에 형태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27)에 나타낸 것처럼, 탐침인 주절 Infl은 명사화된 분사구와 목적어 두 목
표 모두와 동시에 격일치 관계를 이루어 주격이 할당된다. 두 목표 모두에 주
격이 할당되는 것을 FIND로써 설명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FIND는 상응하는
자질을 지니는 가장 가까운 목표 하나만을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17)
다중일치나 FIND 작용에서, 적절하지 않은 유형의 자질들은 탐침이 ‘보
지 못하고’ 지나치게 된다. 주격을 지니는 주절의 Infl은 비평가된 격자질을
지니는 XP를 찾게 되는데, (19)와 같은 여격-주격 문장(Eji ponravilsja ti ètot
fil’m)에서 여격논항은 이미 격자질이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Infl의 격일치
대상이 될 수 없다. 아직 비평가된 격자질을 지니는 내부논항과 Infl 사이에
격일치가 이루어져 내부논항의 격자질이 주격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고대러시아어 여격원형양상구문(5)이나 아이슬란드어 예문 (7a-b)에
17) 프레밍어가 연구대상으로 삼은 키체안어에서도 절대격 명사가 한 문장에 두 개인
예문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것이 프레밍어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이는 그
가 FIND 작용을 단지 phi-일치에 대해서만 설정했기 때문이다.

나타나는 원형부정사의 주격목적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먼저 주격할당
메커니즘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보자. 페제츠키와 토레고(2001)처럼 주격을
시제핵의 [+Tense]자질로 파악한다면, [-Tense]인 비정형 시제핵은 주격을 할당
하지 못한다. 그러나 Tense와 AGR를 분리 상정했던 초기 접근방법에서 주격은
AGR의 자질이었다.18) 이는 시제와 주격 간의 상관관계를 논리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운 반면, phi-일치는 (형태적으로 유표되든 아니든) 항상 주격명사를 타겟
으로 삼기 때문이었다. 앞서 논의한 유럽 포르투갈어 예문(16)에서 AGR와 주
격주어 간의 상관관계는 명확히 드러난다.
(16) 유럽 포르투갈어
a. Será
difícil [eles
aprovarem
be.미래 어려운 그들.주격 승인하다.원형-AGR
‘그 제안을 승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b. *Será
difícil [eles
aprovar
be.미래 어려운 그들.주격 승인하다.원형
c. Será
difícil [PRO
aprovar
be.미래 어려운 PRO
승인하다.원형

a proposta].
그 제안
a proposta].
그 제안
a proposta].
그 제안

AGR 형태소가 없는 (16b)에서는 외현적 주격주어가 나타날 수 없고 (16c)
와 같이 반드시 비외현적 주어(PRO)를 가지게 되는 반면, AGR가 실현되는
(16a)에서는 원형부정사의 주격주어가 나타난다.
(16a-c)와 유사하게, 시제가 부재하지만 AGR가 존재하는 경우 주격주어가 나
타나는 예로 (28)과 같은 현대표준러시아어 명령형 가정법 구문을 들 수 있다.

18) 앞서 언급했던 상응 자질간의 AGREE에 대한 기본 전제를 떠올릴 때, 이 주격자
질이 해석성인지 비해석성인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격할당에 대한 대부분의
통사적 접근들에서 대격은 하위논항(내부논항)과 타동 v 또는 하위 AGR 간의
AGREE를 통해 하위논항에 실현된다. 어휘격은 특정 어휘(예. 전치사)로부터 명사
구 보어의 비해석성 격자질이 AGREE를 통해 평가되어 실현된다. 만약 Infl의
AGR가 지니는 주격이 비해석성이라면, 격할당 기능소 v와 P가 지니는 대격이나
어휘격 또한 비해석성일 것이며, 이것은 어휘격이 이미 결정된, 해석가능한 내재격
이라는 직관에 위배되는 결과이다. 기능소에 의한 격할당을 일관되게 전제하는 시
스템에서 격할당자인 기능소의 격자질은 일관되게 해석성 또는 비해석성일 것이
며, 어휘격을 고려할 때 해석성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28) Ujdi

oni

sejčas, ja

떠나다.명령형.단수 그들.주격.복수 지금

나.주격

vse sdelaju

sama.

전부 하다.미래 직접

‘그들은 지금 가버리라지, 내가 다 직접 할 테니까.’

러시아어에서 명령형은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대신 수(-#/-te)를 유표하기
때문에 AGR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28)에서 명령형을 사용한 가정절의
주어 oni는 3인칭 복수 주격이다. 양상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동사를 2인
칭 단수 명령문 형태로 사용하고 있지만, 명령형 동사의 행위주는 주격논
항 oni임이 틀림없다. 이 행위주의 주격은 명령형 동사의 AGR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약하자면, Infl을 T-AGR의 융합체로 상정할 때, AGR는 T의 자질과 상
관없이 주격자질을 지니게 되며 자신이 성분통어하는 명사에 주격을 할당
할 수 있다. 즉, 비정형 Infl과 명사는 AGREE를 통해 격일치와 phi-일치(형
태적으로 유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를 이루게 된다.19)
비정형 Infl의 주격자질을 상정하여 (2-4)에서 보았던 인상구문이나 통제구문
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Hei seems ti to work here와 같은 인
상구문에서 외현적 주어 He는 내포절의 비정형 Infl과 주절의 정형 Infl 둘 다
와 AGREE를 수립하여(다수 대 일 관계) 주격을 할당받고 phi-일치를 하게 된
다. 이 때 phi-일치는 두 Infl 모두와 이루어지더라도 실제로 구현되는 것은 정
형절, 곧 주절이다. 주격명사는 EPP에 의해 문장주어자리로 인상된다. 그렇다
면 통제구문은 어떠한가? PRO를 이동한 논항의 복제(copy)로 파악하고 이동한
논항에 두 개 이상의 의미역을 허용하는 최근의 최소주의적 논의들(Movement
Theory of Control: Hornstein 1999, 2001; Boeckx and Hornstein 2003, 2004 등)
에 근거하면, Hei wants <hei> to work here와 같은 통제구문에서 외현적 주어
인 He 역시 인상구문에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논항의
비외현적 복제로서의 PRO는 결국 주절 주어와 동지시적인 비외현적 대명사
pro로 환원될 수 있다(Cf. Borer 1989).
비정형 Infl이 정형 Infl과 마찬가지로 주격할당과 (비가시적) phi-일치를 수행
한다고 상정하는 통사적 설명은 모든 비외현적 주어를 pro로 일반화하여 PRO
19) 히라이와의 다중일치를 포함한 대부분의 최소주의 연구에서 비정형 Infl은 주
격을 할당할 수 없으며 비정형절에 나타나는 주격은 정형절의 일치 주격과 구별
되는 디폴트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입장임을 밝혀둔다.

와 통제이론을 통사론에서 제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폴트격 등의 형태적 접
근에 비해 중요한 설명적 이점을 가진다.20) 이 경우, 언어들은 비정형절에서만
pro를 가지는 언어(영어, 러시아어 등)와 정형절, 비정형절 모두에서 가질 수
있는 언어(이탈리아어 등)로 유형화 될 수 있다. 물론, 맥파든과 선다레산
(McFadden and Sundaresan 2011)의 디폴트격 이론에 대해 필자가 앞서 언급
했던 문제점은 다중일치 등의 통사적 설명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즉 동일한 언
어에서 비정형절 앞에 비가시적 주어와 외현적 주어가 대립될 경우(pro INF
vs. DP주격 INF), 이를 통사적으로든 형태적으로든 설명하기 어렵다. 이론적 틀
을 막론하고, 무엇이 비정형 환경에서 명사구의 외현적 실현(DP-licensing)을 허
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설명이 제시된 바가 없다. 보레어(Borer
1989)는 AGR를 대용사적 AGR와 비대용사적 AGR로 구분하여, 대용사적
AGR가 내포절에 선택될 경우 이 AGR를 주절 주어가 결속(binding)하고 AGR
가 원형내포절 주어 pro와 동지시됨으로써(coindexation, I-identification) 주절주
어-내포절 AGR-원형내포절 주어 간의 phi-일치가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비대용사적 AGR에는 결속이 일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지시적으로 독립
적인 주어를 가지게 된다. 보레어의 제안으로 왜 원형내포절의 주격주어 또는
비외현적 주어가 주절주어와 언제나 동지시적인지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애
초에 대용사적 AGR와 비대용사적 AGR를 선택하는 기준은 제시되지 못했으
며, 이 문제는 앞서 언급한 맥파든과 선다레산(2011)의 미해결 문제, 곧 왜 디
폴트 주격을 모든 비정형절 주어에 사용하지 못하는가 하는 질문과 동일한 문
제이다.
보레어(Borer 1989), 란도(Landau 2004), 본다루크(Bondaruk 2006) 등이 제
안한 바와 같이, 또 맥파든과 선다레산(2011)이 인정한 바와 같이, 주격주어
실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AGR를 정형절, 비정형절 모
두에 대해 전제할 때(Cf. Torrego 1998), 외현적 주어를 가지는가 비외현적 주
어를 가지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의미적으로 동기화된 선택(selection)의 유형화
로 귀결된다. 비정형 내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동지시적인 문장에서는
20) 비가시적이라는 것 외에는 모든 점에서 외현적 대명사(pronoun)과 다르지 않은 비
외현적 대명사 pro는 주격이며(그렇지 않으면 술어일치를 설명할 수 없음), 비정형
Infl의 주격과 phi-자질을 상정하는 본고의 제안 하에서 PRO와 pro는 동일해질 수
밖에 없다. 반면, 디폴트격은 외현적으로 실현된 논항의 격형태를 결정하는 순수히
형태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적용이 불가능하다.

비외현적 주어를, 비정형 내포절의 주어가 주절 주어와 다른 지시체를 갖거나
비정형절 단독으로 독립적인 구문을 구성할 경우에는 외현적 주어를 가져야 한
다. 비외현적 주어는 반드시 지시체확인(identification)이 필요하다(임의적 pro의
경우는 예외). 논항의 phi-자질이 형태적으로 술어에 유표되는 언어에서는 술어
일치만으로 비외현적 주어의 지시체확인이 가능하기에 비외현적 주어를 사용할
수 있다(가령, 이탈리아어의 pro 사용이 그러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언어에
서는 반드시 외현적 주어를 가져야 한다. 즉, 지시(reference)의 의미적 필요에
따라 외현적, 비외현적 주어를 가지는 AGR가 선택된다. 부연하자면, 이것은 앞
서 언급한, 통제를 이동으로 파악한 최소주의 논의들(Hornstein 1999, 2001;
Boeckx and Hornstein 2003, 2004 등)과 일맥상통한 관점이다. 정형 주절 주어
에 의해 지시적으로 통제되는 비정형 내포절의 주어 PRO를 이동한 주격논항의
비외현적 복제(copy)로 파악하는 입장은 본고에서 제안한 동지시성과 비외현성
간의 상관관계와 유사하다.
본고에서 이 선택의 메커니즘을 통사적으로 정확히 규정하기는 어렵지만(이
것은 실상 의미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필자는 그 근저에 놓여있
는 원리를 ‘경제성(economy)’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음성적 실현을 하는 것
보다는 하지 않는 것이 더 경제적이며, 따라서 음성적 실현이 의미 고정을 위
해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성적 실현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다. 이 일반적 경향성에 반하는 사례들이 물론 존재한다. 예를 들어 주절의 주
어와 동지시적인 비외현적 주어 및 외현적 주어가 교체 가능한 (26b)와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일반적 경향성에 반례가 될 것이다. 또 다른 예로, 원형내포절
주어를 for를 사용하여 유표할 수 있는 영어 prefer 구문의 경우, 원형내포절
주어가 주절 주어와 동지시적일 때 굳이 for를 사용하여 유표시키지 않지만 강
조나 대조의 맥락에서는 유표 가능하다(I prefer for him to leave vs. I prefer
to leave vs. I prefer for me to leave). 비정형절에서 비외현적 주어가 사용되는
경우에 비해 외현적 주어의 사용이 강조나 대조 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
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반례들은 경제성에 입각한 통사적 경향성이 다른 기능적
요인에 의해 위반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는 말

본고에서는 술어일치와 주격할당의 통사적 메커니즘을 고대러시아어 원형
양상구문과 현대북부러시아방언의 주격목적어 구문, 그리고 다른 여러 언어
들에서 나타나는 비일치 주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는 술어
일치와 주격할당을 유발하는 목표(명사구)와 탐침(Infl)이 일대일 대응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두 작용이 동시다발적, 또는 동일한 현상으로 보이지만,
복문구조, 사격논항, 또는 복수의 주격논항 등에 의해 두 작용의 대상과 결
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두 작용의 개별적 실현이 비일치 주격이라는 현상
으로 표면에 드러나게 된다.
비정형 Infl의 불완전성을 전제해온 기존 통사연구와 달리, 본 논문에서는
시제의 부재 하에 나타나는 AGR와 주격 간의 상관성에 기반하여 정형 및 비
정형 Infl이 단지 시제자질의 유무에 있어서만 서로 구별되며 격자질과 phi-자
질은 두 Infl의 AGR에 온전히 존재한다고 상정한다. 이로써 일치 주격과 비
일치 주격을 일관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형 Infl의 경우 사격논항과
먼저 원거리 일치관계(AGREE)를 맺게 되면 디폴트 일치가 발생하며 복수의
주격논항이 있는 경우 그 중 하나와의 일치만을 유표하게 되므로 나머지 주
격논항은 비일치 주격이 된다. 정형 Infl뿐 아니라 비정형 Infl도 명사구를 대
상으로 하는 일치작용에 동일하게 참여하지만, 시제자질 부재로 인한 형태적
제약 때문에 비정형 Infl은 성공적으로 phi-일치를 이루더라도 이를 형태적으
로 유표하지 못하여 비일치 주격이 발생하게 된다.
비일치 주격에서 비롯되는 격할당 문제에 대해서는 이접 격층위론 및 디폴
트격을 중심으로 한 형태적 접근과 AGREE를 통한 자질 평가를 골자로 하는
통사적 접근 두 가지를 적용해 보았다. 이접 격층위론은 비일치 주격 자체는
명쾌히 설명할 수 있는 반면, 사격-대격 구문과 단일대격구문과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디폴트격 제안은 비정형절에서 주격의 발생을
제약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주격자질 및 phi-자질에 있어 동일한 정
형 및 비정형 Infl을 상정할 때, AGREE 메커니즘은 격/술어일치 현상 전반을
일관성있게 설명해 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접근은 비외현적 주어(PRO)에 대
한 통제이론을 불필요하게 만듦으로써 통사체계를 단순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
다. 그러나 어떤 관점을 취하더라도 비정형절의 주격주어와 비외현적 주어의
교체 문제는 결국 명사구 실현(DP-licensing)을 결정하는 AGR 유형 선택의 문
제로 귀결된다. 본고에서는 이 선택의 원리가 동지시성과 비외현성 간의 상관
관계를 결정하는 경제성의 원리와 부합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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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n-agreeing Nominatives in Old Russian
and Contemporary North Russian
Jung, Hakyung
This

paper

investigates

licensing

of

the

nominative

case

without

accompanying predicate-agreement with the nominative DP in many languages,
including Old Russian and Contemporary North Russian. I have examined
morphological approaches, such as Disjunctive Case Hierarchy and Default
Case, as well as syntactic analyses, centering on AGREE, to determine which
solution more adequately explains the current data and the case system in
general. The phenomenon of non-agreeing nominatives is more effectively
accounted for in syntactic terms than morphologically. I argue that the
non-finite Infl consists of a defective T and an intact AGR, the latter of which
contains the nominative case and phi-features. When an AGREE relation is
established between a non-finite Infl and a DP, phi-agreement is not
morphologically realized on the predicate due to the absence of [+Tense], but
the nominative case of the AGR is licensed to the DP. For the double
nominative finite construction, the Infl enters the AGREE relation with two
DPs (Multiple Agree). The Infl realizes phi-features of only one of the DPs
while the nominative case is licensed to the both DPs. This proposal identifies
PRO as pro, removing the control theory from the syntax. Given that the PRO
is in fact pro, the problem of predicting overt nominatives in non-finite clauses
is essentially reduced to an economy principle that balances the need of
argument identification and the relative cost of argument re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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