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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의 문법격조사는 대표적으로 주어 또는 보어의 ‘이/가’와 목적어의 ‘을/를’로서 일반적으로 격이 없는 범주
에 부착하지 못하고 격 부여 제약에 따라 다른 격 표지와 공기할 수 없다. 이 논문은 격조사의 일반적 현상을 벗
어난 예외적 현상 가운데 격조사 중첩에, ‘-에게가/에가/에게를’, 대해서 생성 통사론적 관점에서 논의한다. 논의의
초점은 명사구에 나타나는 격조사 중첩 현상에서 문법격조사를 단지 격조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맞춘다. 임동훈(1991) 최기용(2009)와 Levin(2017)에서 제시하는 격의 종류와 특성, Marants(1997)가
제시한 격의 3가지 위계를 바탕으로 ‘-에게’는 어휘격 또는 의미격으로 가정한다. 격 할당은 국면(Phase)내에서 이
루어지는데 격 중첩이 실현될 때는 국면이 확장(Phase Extension, den Dikken 2006, 2007)되어 하나의 명사구에
두 차례 격 할당이 될 수 있다. 즉. Richards(2013)에서 제시한 것처럼 명사구가 국면 내, 외부에서 두 번의 격을
할당 받을 수 있다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최기용(2009)에서처럼 의미격 조사를 내재격(internal cse)으로
간주하여 명사(NP)는 동사에게서 내재격 ‘-에게’를 부여받는다. 내재격을 할당받은 명사((NP)는 국면인 동사구
(vP)의 가장자리(phase edge)를 통해 시제구 지정어(TP Spec)위치로 이동한다. 일반적으로 주어 위치라고 알려진
시제구 지정어 자리에서 내재격을 동반한 명사구((NP)는 자신의 비해석성 격자질을 격을 부여할 수 있는 시제구
핵(T)과 일치관계를 통해서 활성화한다. 그러나 Pesetsky&Torrego(2000)가 주장한 바와 같이 주격은 한정사
(Determiner)에 있는 비해석성 시제 자질임을 수용하여 동사구 내부의 명사구(NP)는 시제구 지정어 자리에서 일
치(Agreement)관계에 따라서 주격 조사를 부여받을 수 있다. 즉, 내재격조사를 동반한 명사구는 NP에서 시제구
지정어 위치에서 DP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국면 확장과 명사구 성격의 변화에 대해서는 Sportisch(2005)와 박소
영 (2020)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어 격조사는 격조사 표지로서 기능하고 담화 상에서 초점을
받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격조사가 통사적 도출 과정에서 부여될 수 있다는 의견은
한국어 격조사의 다양한 분포를 설명하는데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명사구의 성
격에 대한 이분법적 논의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도 있어서 격 중첩 현상 뿐 만 아니라 격 교체(Case
alternation) 현상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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