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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순섞기 현상에서 [±voiceP]와 격 표지자*1

소   미   형

(전북대학교)

So, Mi Hyoung. “[±voiceP] and a case marker in Scrambling.”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2 (2019): 307-324. This paper aims to consider how to account for the problems of Localization and the 

Interference condition in order to solve different Scrambling phenomena. There are many sentences that 

cannot be explained by simple syntactic constraints and rules in the various phenomena of language 

movements.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cases where grammatical constraints cannot explain whether 

sentences are movable or not. This paper assumes that the reason for the different Scrambling phenomena 

in each language can be demonstrated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case markers. As the case 

markers having [+strong voiceP] features are triggered between vP and VP structures, the label [+high 

applicative] creates a transparent phase by expanding the phase upward under internal merge. The sentence 

components are able to be moved to proper feature checking places by Look-ahead condition in an extended 

phase regardless of the Interference condition and Localization. In addition, the Scrambling bears different 

meanings after the movement phenomena with proper feature check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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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영어의 경우 문장구성 성분의 위치변화가 자유롭지 않고 이동현상은 한정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특히 선핵언어인 영어의 경우 어순섞기 현상에 제한적인 언어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B5A070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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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한국어나 일본어의 경우 문

장 안에서 어순섞기 현상이 비교적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어순섞기 

현상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언어인 한국어의 경우도 서술어가 문두에 나타나면 

(1d)와 같이 비문이 된다. 

(1) a.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 주시었다.

    b. 학생들에게 선생님께서 과제를 내 주시었다.

    c. 과제를 학생들에게 선생님께서 내 주시었다.

    d *내 주시었다 선생님께서 과제를 학생들에게.

(1)의 문장에서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과자를 이라는 문장구성 성분들이 위치

바꿈을 한 (1a, b, c)의 예문은 타당하지만 (1d)처럼 내 주시었다 라는 서술어가 

문두에 나타나면 비문이 된다. 

(2)의 예문은 일본어 어순섞기 예문이다.

(2) a.  Mary-ga    sono  hon-o    yonda   (koto)

       Mary-Nom   that  book-Acc  read   (fact)

    b. Sono  hon-o     Mary-ga    yonda   (koto)

       that   book-Acc  Mary-Nom   read   (fact)

           'Mary read that book‘                      (Bailyn 2002: 1)

문장 (2b)는 문장 (2a)가 어순섞기된 문장이며 타동사 yanda의 직접목적어인

sono hon-o가 Mary-ga와 자리바꿈 하였고 정문이다. 그러나 영어의 경우 예문 

(3b, c)처럼 문장구성 성분들인 the book, to John, Mary, handed의 위치변화가 

자유롭지 않고 문장 안에서 위치바꿈 현상이 나타나면 비문이 된다. 

(3) a. Mary handed the book to John.

    b.*The book to John Mary handed.

    c.*To John the book Mary h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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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에서는 어순섞기 현상을 중심으로 어순섞기 현상은 왜 나타나는지, 다

양한 문장구성 성분들의 위치변화에 관하여 이동현상인지, 아닌지 통사적 특성

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제시하겠다. 덧붙여 국면은 어떤 정해진 

틀이 아니며 언어마다 고유한 매개변인에 의해 유연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을 중심

으로 격 표지자의 유, 무에 따른 [±strong voiceP] 자질과 표찰(label) [±high 

applicative]의 영향을 설명하겠다. 그리고 상위로 확장된 투명한 국면 안에서 

어순섞기 현상이 이동현상이라고 제안하고 왜 영어의 경우 어순섞기 현상이 나

타나면 비문이 되는지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하겠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어순섞기 현상의 통사적 측면에서 나타

나는 특성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통사적 분석에 따른 문제점들을 제시한다. 

3장은 2장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어떻게 문장구성 성분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지를 투명국면의 생성과 [+high applicative]의 관계를 

논한다. 또한 격 표지자의 유, 무에 따라 왜 그리고 어떻게 어순섞기 현상이 다르

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strong voiceP]를 설정하고 어순섞기 현상을 

본 논문이 제시한 논지를 중심으로 재분석한다. 4장은 본 논문의 결론이다.

II. 어순섞기 현상과 격 표지자

  

2.1 어순섞기 현상의 특성

어순섞기 현상이란 언어에는 문장구성의 기본을 이루는 어휘배열이 있으며 어

떤 경우에 이러한 표준적인 어휘배열에서 문장구성 성분의 자리바꿈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1), (2)의 예문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일본어와 한국어는 유사한 

문장구조와 격 표지자를 가졌으며 비교적 유연하게 어순섞기 현상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 문장을 발화 할 때 전치사구가 삽입될 수 있

지만, 일본어의 경우 전치사구가 문장에 삽입되면 해석상 어색한 비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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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내 친구가 개를 죽였다.

    a' 내 친구가 우연히 개를 죽였다. 

    b. Taroo-ga    musuko-o  din-ase-ta.

       Taroo-Nom  son-Acc   die-Caus-past.

         ‘Taro's son died on him’

    b' *Taroo-ga  Hanako-ni-yottee  musuko-o  sin-ase-ta.

        Taro-Nom   Hanako-by      son-Acc    die-Caus-past.

        ‘Taro's son was caused to die on him by Hanako’              

                                                     (Jung 2014: 205)

한국어 (4a')의 경우 문장에 우연히 라는 전치사구가 삽입이 되어도 정문이지만 

일본어 (4b')의 경우 전치사구인 Hanako-ni-yotte가 문장에 삽입되면 비문이 

된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경우 어순섞기 현상이 비교적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

다고 알려져 있지만 (1d)의 예문 이외에도 (5g)의 경우도 비문이다.

(5) a. 철수가 방과후에 매점에서 과자를 샀다.

    b. 방과후에 매점에서 철수가 과자를 샀다.

    c. 과자를 철수가 매점에서 방과후에 샀다.

    d. 철수가 집을 짓는다.

    e. 집을 철수가 짓는다.

    f. 블록이 장애물을 만든다.

    g. *장애물을 블록이 만든다.

   

(5b, c)에서 철수가, 방과후에, 매점에서, 과자를, 그리고 (5e)에서 집을, 철수가 

라는 문장구성 성분들이 위치바꿈을 하였지만 정문이다. 그러나 블록이 쌓여서 

장애물은 될 수 있지만 의미상 장애물을 블록이 될 수 없다. 따라서 (5g)의 경우 

문장구성 성분들이 위치바꿈을 하면 해석상 어색한 비문이 된다. 즉 어순섞기 현

상 이후 의미상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다음 한국어 예문을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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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 엄마가 나에게 방 청소를 오후까지 끝내기 원하신다.

    b. 나에게 엄마가 오후까지 방 청소를 끝내기 원하신다.

    c. 오후까지 나에게 엄마가 방 청소를 끝내기 원하신다.

    d. 나에게 방 청소를 엄마가 오후까지 끝내기 원하신다.

    e. *끝내기 원하신다 엄마가 방 청소를 나에게 오후까지.

명사어구인 엄마가, 방 청소를 뿐 아니라 부가어인 나에게, 오후까지 등 어순의 

위치 변화가 자유롭게 문장 안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예문 (6e)의 경우 

(1d)의 예문과 마찬가지로 동사어구가 문두에 나타나면 비문이 된다. 

본 연구는 언어의 다양한 어순섞기 현상에 관하여 통사적, 의미적, 그리고 기

능적 분석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어순섞기 현상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

법을 통사적 범위 안에서 찾고자 한다. 먼저 통사체의 위치변화가 이동인지, 이

동이 아닌지에 관한 연구들, 이동현상이라면 이동 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관

하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문제점들을 제시하겠다.

2.2 선행연구 분석과 문제점

어순섞기 현상에 관하여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된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어순섞기 현상은 표면적 의미변화를 보이지 않는 PF 현상이며 문장

의 구성요소가 국면 밖으로 이동하려면 오른쪽으로만 이동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cf. Bošković 2007, Chomsky 2001, Fukui 1993, Saito & Fukui 1998, Yang 

2007). 특히, Fukui (1993)는 후핵언어의 경우 어순섞기 현상이 자유롭게 나타

나지만 선핵언어의 경우 핵 매개변인 값 보존원칙(Head Parameter Value 

Preservation)1에 의해 어순섞기 현상이 자유롭지 않다고 설명한다. 먼저 어순

섞기 현상이 수의적 이동현상이라고 설명한 선행연구를 살펴 보겠다.

  1 핵 매개변인 값 보존원칙(Head Parameter Value Preservation): 핵 매개변인 값 보존원칙은 핵

과 보충어간의 어순이 언어에 따라 다르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수의적 이동시 핵을 넘어가지 않고 이

동해야 경제원리를 만족한다고 설명한다. (Fukui 1993: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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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수의적 이동 

Saito & Fukui (1998)는 문장구성 성분의 순서가 바뀌는 현상을 언어의 이동

현상이라고 정의하며 어순이 어떤 이유로 선택되어지면 이동현상이 일어나고, 

이동되기 전의 어순은 선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논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동현상은 구 구조의 방향성에 의존하는 비용이 들지 않는 선택적 이동현상이

라고 설명한다. 특히 Saito (1985)는 수의적 어순변이 이동현상은 이동전과 이동

한 후의 의미상의 차이점이 없다고 주장한다.

(7) 그 책을  영철이 [ 순이가      t  샀다고] 생각한다.

Saito에 의하면 이동을 한 명사어구 그 책을은 예문 (7)처럼 원래의 위치에서 재

구(reconstruction)되어 해석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명사어구 그 책을이 의미 

해석 과정에서 원래의 자리로 재구되어 해석될 때 어순변이 현상이 수의적 이동

에 관한 현상이라면 이러한 이동이 왜 일어나는지 통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또한 Saito의 수의적 이동현상으로 어순섞기 현상을 설명한다면 예문 (5g)가 왜 

비문인지를 설명 할 수 없다. 덧붙여 예문 (8)의 어순변화를 수의적 이동현상이

라고 정의한다면 통사적으로 설명하기에 모순되는 예문들이다.

(8) a. 그 책을i 영희가 [IP 순희가  ti 읽었는지] 물어 보았다.

     b. 그 책을i 영희j에게 [영철이 [CP 순희가 ti tj 빌렸다고] 말했다].

명사어구 그 책을이 문두로 이동했다고 가정한다면 통사적으로 상대적 최소성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8a)에서 그 책을은 고유장벽인 IP를 건너가 선

행 지배 될 수 없어 비문이여야 하지만 정문이다. (8b)에서 그 책을은 보문절의 

CP가 장벽이 되어서 선행 지배 될 수 없어서 비문이여야 하지만 정문이다. 이러

한 경우 Saito의 수의적 이동현상으로는 설명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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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기저생성 이론 

기저생성 이론은 문장성분들이 기저에서 생성되어 이동하는 현상이라고 가정

하는 이론이다. 기저생성 이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미 해석상 LF 하

강을 막을 기제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 통사체가 의미역 위치로의 이동이 가능

하다는 점이다. 셋째, 의미역들이 움직임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 형식적인 특징

들이 있다는 점이다. 넷째, 기저생성 이론은 최소주의 원칙인 최후수단에 부합한

다는 점이다. 

(9)는 한국어와 일본어 어순섞기 문장을 기저생성 이론 아래 분석한 예이다. 

(9) a. 물i을  영희는  [ 순희가  ei  마셨다고]  생각한다.

   b. Sono hon-o      John-ga  [Mary-ga e katta to ] ometteriru.    

  [that book-Acc] John-Nom Mary-Nom e bought that thinks

                 LF lowering

       ‘John thinks that Mary bought that book’    (Bailyn 2002: 16)

한국어 물을과 일본어 sono hon-o는 기저 구조에서 내포절에 위치하였고 문두

로 이동하였지만 발화 후 의미해석은 원래의 위치에 재구되어 해석되어진다. 기

저생성 이론은 한국어뿐 아니라 일본어에서도 LF 재구현상을 통해 설명하기에 

힘든 문장도 설명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문장구성 요소가 기저생성된 위

치와 의미역 위치 사이에 구조적 관계 안에서 어떤 통사적 제약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예문 (10)은  기저생성 이론으로 분석해 보면 정문이여야 

한다. 그러나 하위인접조건(subjacency)
2
과 복합명사구제약(Complex Noun 

  2 하위인접조건(Subjacency): 어떤 α를 배제(exclude)하는 n+1보다 적은 수의 β에 대한 장벽이 

있을 경우, β는 α에 n 하위인접(n-subjacent)한다. 만약 (αi, αi+1)이 연쇄(chain)의 고리(link)라면 α

i+1은 αi에 하위인접 해야 한다. 즉, 하위인접조건에 의해서 두 개 이상의 장벽을 한꺼번에 넘는 것이 

금지된다.

LF low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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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rase Constraint: CNPC)
3
의 위반에 따라 비문 혹은 어색함을 보인다.

(10) a. 그 책i을 [영철이 [[순이가 ti 빌렸다고]j [영희는 ti 말했다]고 생각한

다]].

     b. *[[순이가 ti 빌렸다고]j [영철이 [그 책을i [[영희는 tj 말했다]고      

        생각한다]]]]]. 

     c. ?? 무엇을i 영희가 [ ti 산 사람을] 찾고 있니? (CNPC)                 

   

(10a)에서 선행사 그 책i을은 흔적 ti를 성분통어 하고 정문이다. 그러나 (10b)는 

흔적 ti가 선행사인 그 책을을 성분통어 하지 못하므로 비문이 된다. (10c)는  어

순변이 현상 이후 해석상 모호함을 보인다. 즉, 통사체가 기저위치에서 생성되었

다는 관점은 어순섞기 현상을 통합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2.2.3 자질점검 이동

  자질점검 이동은 배번집합에 존재하는 어떤 XP나 XPs와 관련된 어휘 자질들

이 상위의 기능범주에서 점검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cf. Kamamura 2001, 

Miyagaywa 1997, Niinnma 2000). 예를 들면, 문장구성 성분의 이동현상은 주

제 혹은 초점을 나타내는 자질요소나 어떤 특정한 자질이 이동을 유발한다고 주

장하는 연구가 있다. 또한 IP 부가와 같은 이동현상은 격 일치 자질의 특징에 의

    a. Who did [IP John [VP t' [VP see t ]]]?

    a' *Which book did John meet [NP a child [CP who read t ]]? (강명윤 1998:  670-671)

                                                              
  3 복합 명사구제약(Complex Noun Phrase Constraint: CNPC): 명사가 CP, PP, 또는 DP[of] 

보충어를 가지는 경우 해당 명사구는 섬을 이루고 섬 내부의 wh-구가 외부로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제약이다.

    a. David believes the claim that Andrew has stolen the book.

    b. *Which book does David believe the claim that Andrew has stolen.

위의 예문에서 which book을 포함하는 CP가 the claim과 병합된 후에 DP섬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섬 내부의 요소인 which book을 주절의 문두로 이동하는 것은 복합명사구 제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비문이 된다. (강명윤 1998: 670-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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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유발된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이 있다. 

  예를 들면 일본어 예문 (11)에서 Wh 구문에 대한 답은 초점 자질을 내포하는 

통사체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11) a. Kimi-wa   [dore-ga   Peter-o   aishiteru  to]  itta  no.

        You-TOP  who-Nom  Peter-Acc loves    that  said  Q.

          ‘You said who loves Peter?’

     b. *Peter-o    buju-wa [Mary-ga  t  aishiteru to] iitta.

         Peter-Acc  I-top    Mary-Nom   loves   that said.

          ‘Peter, I said that Mary loves’ (Niinuma 2000: 57)

(11a)에서 Who loves Peter?의 대상이면서 초점 자질을 가진 Mary가 문두에 

나타나는 대신에 초점 자질을 보이지 않는 Peter가 (11b)처럼 문두에 나타나면 

비문이 된다. 자질점검 이론의 특성은 문장의 상위 A 위치에서 어떤 외향적 통사

적 요구와 격 점검이나 일치자질과 같은 점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담화적 자질이나 A’ 위치에서 어순섞기 현상을 설명하는데 비교적 통합적 관계

를 제시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의미적이거나 화용적 설명을 제외하고 통사적으로만 설명하기에는 구

체적 예시가 필요하다. 만약 어순섞기 현상을 자질점검 이론으로 설명하기 위해

서는 문장구성 성분들이 어떤 자질에 의해 어떻게 자질점검이 어디서 되는지 구

체적인 통사적 설명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어순섞기 현상을 자질점검 

이론 기반 아래 통사적으로 분석하겠다. 자질점검 이론으로 어순섞기에 대한 이

동현상이 설명 가능하다면 통사적으로 어떤 매개변인이 존재하고 어떠한 자질들

이 어순섞기 현상에서 어떻게 관여하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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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격 표지자와 국면

본 장에서는 어순섞기 현상에 관하여 vP-VP구조를 중심으로 다양한 어순섞

기 이동현상을 병합과정과 연결시켜 일관성있는 설명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 

통사체가 이동하기 위한 자질과 국면의 활성화 단계에서 격 표지자의 영향력이 

국면에 미치는 범위, 격 표지자의 유, 무에 따라 vP-VP 사이에서 나타나는 자질 

특성과 [±strong voiceP]의 관계 그리고 이동 후 의미상의 차이점 등을 중점으

로 설명해 보겠다. 병합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국부성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사적 운용이 기술적 측면에서 공허 이동현상을 보이지 않는지 살펴본다.

3.1 제안: [±strong voiceP] & [±high applicative]

     

  Vicente (2007)는 (12)의 수형도처럼 통사체가 지정어 자리로 이동 후 Y는 구

조적 인접 조건 아래 X와 결합하는 재통합 구조(rebracketing mechanism)를 가

진다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Vicente (2007)의 재통합 구조와 Gallego 

(2010)의 국면 글라이딩(Gliding) 연구를 받아들여 어순섞기 현상에 관여하는 자

질들이 vP-VP구조 안에서 어떻게 활성화 되는지 정리해 보고 앞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순섞기 현상을 통합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12) Morphological Merger

     a. step 1: Y to spec-X movement

        

XP

Y          X'

  X        tY...

   

     b. step 2: Morphological Merger of Y and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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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 tY..

Y         X

                  

Vicente는 (12)의 병합과정이 협의 통사론 안에서 다른 점검 과정 없이 적용 가

능하다고 설명한다. Marantz (2001)는 통사과정에서 표찰이 없는 어근이 명사, 

동사, 그리고 형용사와 같은 어휘품사로 바뀌어 접합점에서 표찰이 형성되면 이

들 어휘품사의 핵들은 모두 국면의 핵이 된다고 설명한다. 

  본 장에서는 Vicente (12b)의 수형도의 개념과 Marantz의 국면 핵의 개념을 

받아들여 격 표지자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언어의 경우 격 표지자의 영향으로 

국면이 단계적으로 상위로 움직인다고 제안하다. 그리고 국면 통합이 이루어지

면 확장된 국면은 새로운 표찰을 생성하고 투명한 국면을 형성할 수 있다고 제안

한다. 왜냐하면, (13a)의 수형도에서 격 표지자가 가지는 특수한 [+strong 

voiceP] 자질이 활성화 되면서 vP와 VP 구조에서 차이를 보이고 수형도 (14a)

처럼 [+high applicative: ApplH]가 생성되면서 이동에 용이한 국면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수형도 (13)은 격 표지자의 유, 무에 따라 vP-VP구조 안에서 

[±strong voiceP]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13)

       

a. [+case marker]

vP

v'

    V    Strong VP

V'

[+Strong]   TP

           

b. [-case marker]

vP

v'

V      Weak VP

V'

[-Strong]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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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도 (13)에 의하면 격 표지자의 유, 무에 따라 VP의 표출적 자질이 다르다. 

격 표지자를 가진 한국어나 일본어의 경우에는 (13a)처럼 격 표지자가 내부병합

에 의한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strong voiceP]자질을 가진다. 그러나 격 표지

자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언어의 경우 VP는 약자질을 가진다고 제안한다. 

만약 VP가 강자질을 가져 [+strong voiceP] 자질을 내포한다면 (14a)의 수형

도와 같이 국면이 활성화되면서 상위로 국면을 확장시키고 투명한 국면을 형성

할 수 있다.

(14)  a.
ApplHP

     NP         ApplHP’ 

[+case marker]
ApplH        VP

  [+strong]
VP      NP

transparent  domain

                       

b.
ApplLP

NP             ApplL’

[-case marker]

ApplL            VP

[-strong]

   opaque domain

  

(14a)에서 격 표지자가 가지는 [+case marker]는 [+strong voiceP]의 자질을 

표찰 [+ApplH]과 자질점검을 하면서 국면을 상위로 확장 시키고 투명한 국면을 

형성한다. 그리고 확장된 국면 안에서는 문장구성 성분들이 이동한다. 그러나 

(14b)에서 [-case marker]는 [-strong voiceP] 자질을 보이고 [-high 

applicative: ApplL]를 형성한다. 그리고 불투명한 국면은 문장성분들의 이동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성분들이 자유롭게 이동하려면 이동을 유발하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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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force)과 자질을 점검할 수 있는 다른 추가적 자질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3.2 재분석

Saito & Fukui (1998)는 어순섞기 현상은 의미변화를 보이지 않는 PF 현상

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네덜란드어의 경우 어순섞기 현상 이후 의미상의 차이

를 보인다4. 또한 이동현상의 방향성에 관하여 오른쪽으로만 일어난다고 논하지

만 한국어의 경우 통사체는 왼쪽으로도 이동한다. Fukui (1993)는 핵의 유, 무에 

따라 어순섞기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지만 왜, 그리고 어떻게 선핵 언

어와 후핵 언어에서 어순섞기 현상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본 장에서는 어순섞기 현상을 (14)의 수형도에서 제시한 격 표지자의 유, 무와 

관련하여 [±strong voiceP] 자질과 [±high applicative]가 어순섞기 현상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재분석해 보겠다. 

(15)의 예문은 한국어 어순섞기 (1)의 예문이다.

(15) a. 학생들에게 선생님께서 과제를 내 주시었다.

     b.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 주시었다.

     c. 과제를 학생들에게 선생님께서 내 주시었다.

     d *내 주시었다 선생님께서 과제를 학생들에게.

한국어 어순섞기의 경우 (15d)처럼 서술어가 문두로 나오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

  4 어순섞기 현상이 수의적 이동현상이라는 주장은 이동 후 의미상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한다. 그러

나 네덜란드어의 경우 다음 예문처럼 이동 후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특정한 어떤 책(a certain book) 

이라는 의미상의 차이를 보인다.

   a. Marija   vcora    kupyla    knyzky.

      Maria  yesterday  bought    book (Acc)

     “Maria bought a book yesterday.”

   b. Marija   knyzky     vcora      kupyla. 

      Maria   book (Acc)  yesterday   bought 

      “Maria bought a certain book yesterday.”     (Roksolana, M & Heejeong Ko. 20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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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문장 성분들이 비교적 유연하게 자리바꿈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15a)의 문장

은 기저에서 VP구 안에 존재하며 격 표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strong 

voiceP] 자질들이 상위로 국면을 확장시켜서 수형도 (16)처럼 좌측방향으로 문

장성분들이 자질점검을 하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의 수형도는 (15b)의 어순섞기 문장이다.

(16)   

TP

NP [+case marker]      T’

    께서
  vP

   t’[선생님]         v’

     v           ApplP  

NP[+case marker]      Appl’

     에게
  appl[학생들]       ApplHP

ApplH[+case marker]  ApplH’

    를
  ApplH[과제]     VP

[학생들에게 선생님께서 과제를 내 주시었다]

VP 기저에 위치한 학생들에게 선생님께서 과제를 내 주시었다 라는 문장에서 통

사체들은 격 표지자가 가지는 [+strong voiceP]의 자질들과 자질점검을 위해 

이동한다. 미리보기 제약에 의해서 지정어 자리에 위치한 격 자질이 핵의 자리에 

위치한 통사체와 접합점에서 자질점검을 하며 여러 가지 어순섞기 형태로 발화

가 된다. 즉 내부병합에 의해 생성된 표찰 ApplHP는 국면을 상위로 확장시키고 

이동에 용이한 투명한 국면을 단계적으로 생성하면서 문장성분 들이 vP국면을 

넘어 상위 TP까지 이동 가능하다. 그러나 서술어가 문두에 나타난 (15d)가 비문

인 이유는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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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TP

NP[+case marker]           T’

내주시다
    T            vP

[EPP]
v          VP

V         APPILP

[-case marker]         ApplL’

APPIL            ti
opaque  domain

내주시다 [-case marker]

(x)

서술어 내주시다의 경우 AppILP의 보충어 자리에서 상위 T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 할 수 없다. 왜냐하면 AppILP의 지정어 자리에 위치한 [-case marker] 자

질은 표찰 [+high applicate]를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국면이 상위로 확장 되

는 것을 어렵게 한다. 또한 서술어 내주시다의 [-case marker]자질은 TP의 핵

의 자리에 위치한 EPP자질을 점검할 수 없다. 같은 논리로 영어 어순섞기의 경

우가 왜 비문인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9)는 (18c) 예문의 수형도이다.

(18) a. Mary handed the book to John.

     b.*The book to John Mary handed.

     c.*To John the book Mary h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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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Mary handed the book to John]

TP

NP         T’

[+case marker]

  To John
T          vP

[EPP]
v’

v[+case marker]      AppIP

(??)
NP[+case marker]      AppIP’

the book

AppI[+case marker]  AppIHP

AppIH[+case marker]        AppIH’

Mary
AppIH            VP

통사체 To John, the book, Mary가 가지는 [+PP]와 [+NP] 자질은 [+strong 

voiceP] 자질을 점검 할 수 있다(cf. 소미형 2015, 2017). 그리고 내부병합에 의해 

생성된 표찰 [ApplHP]은 단계적으로 국면을 상위로 확장시킨다. 그러나 vP의 핵의 

자리에 위치한 [+case marker] 자리에 통사체 the book을 점검해야 하는 동사 

handed가 올라와야 하지만 VP에 머물러 있다. 또한 서술어의 경우 [-case 

marker]을 가지기 때문에 [+case marker] 자질을 점검 할 수도 없어 비문이 된다.  

IV. 결 론 

  어순섞기 현상이라고 논하는 여러 언어 현상들 가운데 같은 통사적 제약이나 

이론으로 설명 가능하지 않는 문장들이 많이 존재한다. 왜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왜 어떤 문장의 경우 어순섞기 현상 이후 비문이 되는지를 

통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어순섞기 현상이 이동현상인지 아닌지를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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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았다. 그리고 이동현상이라면 이동을 유발하는 힘은 무엇이며 어떤 매개변

수가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어순섞기 현상이 자유롭게 나타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하여 그 매개변수가 격 표지자의 유, 무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였

다. 또한 격 표지자가 가시적으로 표출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strong 

voiceP]자질이 vP-VP구조 사이에서 어떻게 활성화 되는지 고찰해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격 표지자 [+case marker]는 [+strong voiceP] 자질을 내포하고 

있으며 문장구성 성분들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 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한다고 

제안하였다. 내부병합에 의한 이동현상은 자질점검과 함께 일어나고 이동 후 생

성되는 표찰 [+high applicative]는 국면을 상위로 확장 시킬 수 있는 힘(force)

를 가진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상위로 확장된 투명한 국면에서 문장구성 성분

들의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논하였다. 즉 투명한 국면은 국부성과 간섭조건 

제약을 해결하고 문장구성 성분들이 자질점검을 위해 적합한 위치로 이동 가능

하게 한다. 이러한 설명으로 본 논문은 격 표지자를 가진 한국어와 일본어 그리

고 격 표지자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영어의 경우까지 왜, 그리고 어떻게 

어순섞기 현상이 일어나고 일어날 수 없는지를 일관적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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