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세계한국어대회 한국어학/한국어교육학 포스터발표

한국어 격조사 중첩 현상
-The Phenomena of Korean Case Stacking진우현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한국어에서 대표적인 문법격/구조격 조사는 주어 또는 보어의 ‘이/가’와 목적어의 ‘을/를’이다.
격 표지는 격이 없는 범주에 부착하지 못 하고 격 부여에 관한 제약에 따라서 다른 격 표지와 공기(co-occurance) 할 수
없다. 격 중첩 현상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체언에 조사가 하나만 허용되지만 여격이나 도구격 등의 조사 뒤에 주격이나
목적격 조사가 추가로 교착되어 하나의 체언에 두 개의 격조사가 붙는 현상을 일컫는다.
격 중첩은 부사격과 문법격 조사가 공기하고 있어 조사의 분포에 대한 기본적인 제약과는 상이한 현상이고 한국어에
서는 격조사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더 가중 시키는 현상 중에 하나이다.
(1) ㄱ. 만날 장소는 근처 커피숍에서가 좋겠다.
ㄴ. 철수가 인형을 영희에게를 주었다.
ㄷ. 철수에게가 그 책을 좋아한다.
ㄹ. 그림을 벽에를 걸어라.
ㅁ. 철수는 영희를 집으로를 보냈다.
(고길수, 2007)
한국어 문법체계에서 주격과 목적격 등을 표시하는 구조격(문법격, structural/grammatical case) 조사는 그 정체성에
서 논란이 많고 여전히 국어학의 난제 중에 하나이다.
최현배(1937)는 종합주의와 분석주의 사이에서 절충적 분석을 제안했지만 정체성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생성문법에서는 격의 문제를 범언어적(cross-linguistical)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데 한국어 격과 조사와 관련해서 명사
구의 성격을(DP 가설) 달리하여 그 정체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생성문법의 관점에서 격과 조사의 보편성(principle)과 개별성(parameter)을 감안하여 격조사 중첩(casestacking)이라는 특이한 현상에 나타나는 격조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논의 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Schütze(2001)
Schütze (2001) : 격 중첩 현상에서 나타나는 ‘-을/를/이/가’에 대한 동음이의어적 분석을 제시한다.
‘-을/를/이/가’가 격 중첩 구문에서 여격(DAT)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
→ 추상적인 격을 실현하는 격표지가 아니라 초점을 나타내는 담화 표지 (discourse/focus- markers)
초점 해석과 관계없는 ‘-을/를/이/가’
→ 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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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연구

Schütze(2001) : 여격 ‘-에게(eykey)’ 다음에 나타나는 ‘-이/가’가 구조격의 수의적 실현이라면 나타날 수 없는
“중첩된 –가(stacked ka)”의 6가지 분포 양상을 제시하였다.
㈀ ( 1 ㄷ)이 문법적이기 위해서 특별한 운율을(specific prosody) 요구.
㈁ 목적어 대격(ACC)실현과 주격(NOM)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과 달리 “중첩된 –가”는 수의적인 점.
㈂ “중첩된 –가”가 주격 인허를 받을 때 두 개의 주격 할당자가 불가하다는 점. 등
§ 문제점 :
마지막 근거에 대해서 명사구(DP)가 하나 이상의 격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어 분명히 재고해야 한다.
(Mc Creight 1988, Bejar & Massam 1999, Richards 2013).

최기용(2009)
최기용(2009):
생성문법의 격 이론 내에서 격조사 결합 현상을 설명
격조사 결합에 출현하는 격 표지 ‘-을/를/이/가’가 나타나는 명사구는 초점 해석에 상관없이 격 표지.
그리고 초점 해석은 통사적 이동 등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고 한다.

Chomsky(1986)에 따라서, 의미격 조사 ‘-에게’는 고유격이 아니라 의미격.
의미격 조사를 가진 명사는 아직 격 인가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한다.
→ 후치사 범주에 속하는 의미격 조사는 격 인가 자격이 없거나 수의적으로 가질 수 있다면 외부에서
격이 인가될 수 있으며 그 결과로서 결합의 양상이 나타난다.

최기용(2009)은 아래 문장들의 의미역 관계가 같다고 가정하고 기저 구조를 (3)과 같이 설정하고 명사구를 (4)와
같이 예시한다.

(2) a. 이 천장에가 물이 샌다. b. 이 천장에 물이 샌다.

c. 이 천장이 물이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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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용(2009)
의문점 : (2)에서 사격이 영어와 달리(영어는 구조적으로 사격이 PP DAT, 혹은 NP DAT로 분명히 구분된다.) 수의적으로
인가되는 조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최기용(2009)의 논의는 이 논문의 접근 방향과 비슷하여 격 인가와 구조격이 중첩된 명사구가 통사적 이동을 상정하여
초점 해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3. 연구결과

생성문법 연구에서 격 중첩 현상의 주요 쟁점은 격조사의 핵성(核性)과 한국어 여격이나 처격 등 부사격의 정체에 대한 것이다. 그
리고 이 두 조사가 어떻게 결합하고 결합체의 정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다.
부사격에 대해서 :
Levin(2017) : 세 가지 격 가운데 ‘어휘적으로 지배된 격(즉 특별한 요소의 특이한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 격,)’.
임동훈(1991) : 세 가지 격의 종류 중에 ‘내재격 조사
(격 할당자와 의미역 할당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주격, 대격, 속격을 제외한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와 동일.
최기용(2009) : 임동빈(1987), 최동주(1997))를 참조하여 조사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5) a. 구조격 조사: 주격, 대격, 속격.
b. 의미격 조사(어휘격, 부사격): 여격, 처소격, 도구격.
c. 특수 조사

▶ 부사격은 의미격/어휘격이라고 할 수 있고 격 중출 구문은 의미격/어휘격과 구조격과의 중첩 현상이다.

김용하(2009) :
다른 언어의 전치사와 부사격 조사의 어순 상 차이점과 격 할당 문제를 최강 일률성 가설(Strongest Uniformity
Hypothesis. Chomsky 2001, Sigurðsson 2003, Miyagawa 2004,) 과 어휘 매개 변인 가설을(Lexical Parametrization
Hypothesis. Borer 1984) 통한 논의로써 부사격 조사를 전치사와 같은 부류인 후치사로 규정.

▷▶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가정과 규명을 바탕으로 하고 Chomsky(1980 : NP는 P에 지배되면 사격이다. )의
의견을 따라서 부사격 조사는 의미격/어휘격으로서 동사구 내에서 문법적 역할 없이 후치사가 선행하는 명사에 사격을
부여한다고 가정한다.

명사구의 속성에 대한 생성문법의 논의 :
명사구의 속성에 대한 연구는 구조격을 규명하는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전통적으로 명사구는 NP라는 어휘범주 투사체로 여겨져 왔지만 Abney(1987) 이후 명사구의 완전 투사체가
DP(Determiner Phrase)라는 것은 생성문법에서 거의 확립된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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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한국어에서 D에 해당하는 범주는 무엇일까?
Ahn(1988)은 한국어에서 D에 해당하는 유력한 범주는 구조격 조사들과 일부 보조사들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김용하(1999)는 격조사를 비롯한 일부 보조사가 D에 해당하는 범주라고 주장했다.
이 논문에서도 이런 주장과 맥을 같이하여 격 중첩에 나타나는 구조격 조사를 Det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중첩된 두 격조사는 다음과 같이 표상된다.
(6) 철수 에게

가/를

NP Oblq C Strt C

DP 명사구의 격 중첩
이정훈(2004, 2007) : ‘의자에를’을 어휘격 조사와 구조격 조사가 중첩된 것으로 분석한다(KS=구조격 조사, KL=어휘격 조사).

김용하(2009) : 부사격 조사를 후치사로 보고 격 중첩 명사구를 DP로 규정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를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점은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는 모두 구조격 조사이지만 격 중첩에서는 그 성격을 달리 한다는 점이다.
언중의 수용성을 조사한 결과 주격조사 중첩과 목적격 조사 중첩의 양상이 아주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 논문은 실험통사론의 연구 방법을 일부 수용하여 언중의 수용성을 조사하였다. 통계를 산출하지 않았지만 일종의
가부 판단법 형식으로 조사하여서 일정한 비율을 산출할 수 있었다.
실험 참가자는 모두 25명으로서 대학생이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모국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아래에서 수용성 비율을 대략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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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9) a. 학생들에게가 돈이 필요하다. (39%)
b. 학생들이 돈이 필요하다. (99%)c
c. 학생들에게 돈이 필요하다. (97%)
(Gerdts and Youn, 1988: 160)
(10) a. 영희는 어떤 사람에게를 책을 주었다. (7%)
b. 영희는 어떤 사람에게 책을 주었다. (99%)
c. 영희는 어떤 사람을 책을 주었다. (9%)
(Schütze, 2001: 207)
이 결과를 통해서 주격 중첩은 구조격 역할과 함께 초점의 역할도 하는 반면 목적격 중첩은 단지 초점 표지로써의
역할만 한다고 예측하고 이런 사실이 통사적 도출과정에서 비롯됨을 보일 것이다.
앞선 가정과 논의를 바탕으로 격 중첩 명사구는 다음과 같이 표상될 수 있다.

이 명사구(DP)를 위에 나타난 수용성의 정도를 반영한다면 두 구조격 조사의 격 중첩 명사구는 통사적으로 도출되는
과정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아래의 그림에서 이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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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그림 (12)에서 동사구 내에 있던 명사구(DP)는 격을 할당 받기위해서 시제구의 지정어(SpecTP) 자리로 이동한다.
이는 주격 할당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인데 우리는 주격 할당에 대해서 PesetskyㆍTorrego(2000)에서 제시된 주장을 인
용한다.
(13) The nature of nominative case
Nominative case is uT on D.
PesetskyㆍTorrego(2000)의 논의에 따라서 동사구 내부의 명사구(DP)의 주격 자질 점검은 기존의 EPP에 따른 것이 아
니라 D에 있는 비해석성 시제 자질(uT)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제소(T)와 일치 관계를 맺고 주격 자질을 점검한 후 시제구
의 지정어 자리로(일반적으로 주어 자리) 이동한다.
이것은 (9b)를 표상한 것이고 초점을 받는 (9a)는 초점구의 지정어 자리로(ForP: Rizzi. 1997) 이동하여 통사적 위치를
확보한다. 반면 목적격 중첩 명사구(DP)는 동사구 내에서 동사 핵이 목적격을 인가하고 또한 초점을 받더라도 이동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동은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10a)에서 나타나는 일부의 수용성이 이론적으로도 설명 가능함을 보일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격 중첩 현상은 기존의 국어학 내적 논의에서는 개별 격 조사에 대한 논의가 너무도 혼란스러워
설득력 있는 설명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논문에서는 생성문법의 기재를 차입하여 명사구의 성격을 DP로 규정하고 두 격 조사의 성격을 달리하여 명사구
DP 내에 어떻게 교착되는지 가정하였다. 주격 중첩 명사구와 목적격 중첩 명사구의 수용성 차이를 통해 이들이 통사적
으로 다르게 행동할 것임을 예측하고 Det가 주어와 상당히 관련 있음을 통해 이들의 통사적 과정을 달리하였다.
그래서 격 중첩에 나타나는 구조격 조사느 단지 문법적 관게를 명시하는 구조격 조사의 정체성을 주장하고 유표적 상
황에서 초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초점 표지이라거나 구조격 표지에서 초점 표지로 교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격 중첩 명사구에 대한 일반인 화자의 수용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인다.
특히 선행 조사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분명하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했다.
과연 모든 격 중첩 현상을 문법적으로 봐야 할지를 의심케 하는 사실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격 중첩에 대한 언중의 수용성을 여러 종류의 부사격 조사와 다양한 술어를 조합하여 실험 통사론적으로 접
근한다면 격 중첩 현상에 대한 좀 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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