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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본고에서는 영어와 한국어의 복수자질 [+PL]과 한국어의 존칭자질 [+HON]이 영어의 의

문사 자질인 [WH]의 삼투(percolation)와 같은 방식으로 삼투를 일으켜서 위계구조

(hierarchical structure)상 주어와 동사(술부)의 일치의 국부 유인자(attractor)로 기능한다는

것을 보이겠다(Chomsky, 1995). 본고의 목적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1)과 (2)에서 주어

-동사 일치가 왜 다르게 일어나는지를 복수자질 [+PL]의 삼투 여부로 규명할 것이다(Jang

& Kim(2021) 참고). 둘째, 한국어에서 주어-동사 일치의 한 예로 주어의 복수 형태소 ‘들’

또는 복수 자질 [+PL]과 동사의 ‘들’의 일치를 들 것이다. (3a)에서 보듯, 복합명사구에 지배

되는 하위절 주어의 복수자질 [+PL]이 명사구 DP[+PL]로 상방향 삼투되어 동사인 [V 대견들-

하][+PL]와 일치된다. (3b)에서도 주어의 수 분류사(numeral classifier)의 복수자질 [+PL]이 동

사와 일치된다. 셋째, 주어-동사(술부)의 일치를 이루는 (4a)와 (5)의 존칭구문에서 자질삼투

가 상방향 또는 하방향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6a)와 (6b)의 주어

의 등위접속구조에서는 왜 마지막, 즉 두 번 째 접속 요소의 복수자질 [+PL]이 강자질

(strong feature)이어야 하고 이것이 상방향 삼투된 주어 DP[+HON]가 어떻게 존칭선어말어미

‘시’와 일치를 이루는지를 보일 것이다.

(1) a. *One of the hydrogen-fueled cars have been on sale.

b. One of the hydrogen-fueled cars has been on sale.

(2) a. The rest of the water (in two reservoirs) is flown into the nearby rice paddies.

b. The rest of the applicants (for admission) were under par. (The rest is와 비교)

(3) a. [CP 아이들[+PL]-이 찰흙으로 인형을 만들어들[+PL]-보는] 모습[+PL]이 대견들[+PL]-하다.

b. 고양이 세 마리[+PL]가 한 마리의 쥐를 잡아들[+PL]-먹었다.

(4) a. 선생님들 중에 아무도 안 오셨다.

b. *학생들 중에 아무도 안 오셨다.

(5) a. 아버지의 발이 넓으시다. (숙어의미 없음)

b. 아버지-가/는 발이 넓으시다. (중의적)

(6) a. 어떤 아이와 선생님-이(/께서) 함께 오셨어.

b. *선생님과 어떤 아이-가(/*께서) 함께 오셨어.

2. 이전 연구

2.1 의문사 자질 [WH]의 삼투

Ross(1967)는 의문사뿐만아니라, 의문사를포함하는NP, 즉 DP나 PP가 다음 (7)에서처럼이동한다

고주장했다. (7b)와 (7c)에서처럼전치사와명사가함께끌려가는 “pied piping” 또는 “dragging” 현상은

의문사자질인 [WH]의 삼투에의해발생한다. 최소근접요소유인원리(Attract Closest Principle)에 의해

(7)과 같이 C[WH]가 유인 대상이 되는 [WH] 자질의 whom, about whom 또는 stories about whom을

유인한다(Radford, 2004). 영어와 한국어의 복수자질과 존칭자질의 삼투가 주어-동사의 일치 구문에서

(8)의 [WH] 삼투의 방식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보일 것이다.



(7) a. This is the child [who]i I’ve been hearing stories about ti.
b. This is the child [about whom]i I’ve been hearing stories ti.
c. This is the child [stories about whom]i I’ve been hearing ti.

(8)                NP[WH] 
           stories         PP[WH]

                  about         whom[WH] 

2.2 Hong (2018)의 양화사의 부분사 구조와 일치

Swan(2005: 522)은 one of the plural NP와같은표현다음에 who, which 및 that으로시작하는관계절
에 단수동사와 복수동사 둘 다 사용된다고 말한다. 다음 (9)가 그 예들이다. Quirk, Greenbaum, Leech, 
& Svartvik(1985: 765)은이때관계절안의동사의단수와복수의선택은화자와청자의주의(attention)가
일반성(generality)과독특함(uniqueness) 중어디에유도되느냐에따라결정된다고보았다. (10a, b)의복수
자질인 [+PL]의 삼투를 도식화하면 각각 (11a, b)와 같다. 이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통사적으로
주어-동사 일치의 관점에서 시도한 연구가 Hong(2018)이다. 

(9) a. She's [QP one of [DP the few women [CP who {have/has} climbed Everest]]].

b. This is [QP one of [DP those books [CP that {are/is} read by everybody]]].

c. One of the things that really {make/makes} me angry is people who don't answer letters.

d. We've got [QP one of [DP those Japanese cars [CP that never {break/breaks} down]]].

3. 영어의 수 자질 삼투

3.1 복수자질 [+PL]의 삼투

Quirk, et al.(1985)과 Bock & Miller(1991)는 (13b)에서처럼, 주어-동사일치의오류는주어의단수

명사가복수명사를포함하는전치사구에의해수식될때발생하지만, (13a)에서처럼, 주어 복수명사가

단수 명사를 포함하는 전치사구에 의해 수식될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한다.1) 이러한 대칭

(asymmetry) 현상은 (13b)의 주어 명사구에서 cabinets의 강자질인 [+PL]이 상방향으로 자질삼투를

일으키기때문에발생한다(Jang & Kim, 2021). 복수의수일치가형태-통사적측면에서단수보다강하

게 표식(marked)된다(Eberhard, Cutting, & Bock, 2005).

(13) a. The keys to the cabinet are here.

b. ?The key to the cabinets are missing.

Chung et al.(2021)에 의하면, 비문법적인문장인 (14b)에서주어-동사일치의방해요소인 postcards

가 복수동사 were에 대한간섭효과의놀람분석(surprisal analysis)에서놀람의측정값은양수(32)로 나

타났다. 놀람 측정값이 양수이고 클수록 읽기시간은 더 길어진다. 이것은 (14a)의 놀람 측정값이 음수

(-65)로 나타난것과대조를이룬다. 즉 (14b)의 방해요소인 postcards와 복수동사 were 사이의읽기시간

은 길어진다. 이것이 주어-동사 일치의 오류가 주어의 단수 명사가 복수 명사를 포함하는 전치사구에

의해수식될때발생하는이유로보인다. 요약하면, 이런이유로영어화자들은 (13b)와 같은오류를범하

1) Eberhard, Cutting, & Bock(2005)의 발화실험(production experiment)에서 (13b)의 유형인 (i)에서처

럼, 단수동사가 아닌 복수동사를 발화한 영어화자가 13%나 되었다.

(i) *The key to the cabinets are on the table.



게 된다는 의미이다.

(14) a. *The pictures on the postcard was ...

b. *The picture on the postcards were ...

(15) *The judge who presided over the trials were ...

나아가, Chung et al.(2021)은 주어의단수명사가복수명사(목적어)를 포함하는관계절에의해수식

되는 (15)와 같은 비문법적인 문장에서 주어-동사 일치의 방해요소인 trials가 복수동사 were에 대한

간섭효과의 놀람 측정값은 양수(73)라고 보고한다.2) 요약하면, Chung et al.(2021)에 의하면, 비문인

(14b)와 (15)를실제사용하는오류를범할수있다는뜻이다. (14b) 및 (15)가 (14a)와 다른점은주어-동

사 일치의 방해요소인 postcard(s)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복수의 수 일치가

형태-통사적측면에서단수보다강하게표식된다는주장을위계상에적용하면복수자질 [+PL]은 강자질

로상방향삼투된다는 Jang & Kim(2021)의 주장과일치한다. 즉 (13b)의 cabinets, (14b)의 postcards

및 (15)의 trials의 복수자질 [+PL]이 주어 DP로상방향삼투되어복수동사와일치를이루게된다. 이것은

왜영어화자들이 (13b), (14b) 및 (15)에서주어-동사일치를위반함에도무심코사용하는오류를범하게

되는지에대한이유이다. 이것이보여주는함의는의미심장하다. 영어의이러한 [+PL]의 삼투가한국어에

서는 실제 일어나기 때문이다.3)

위에서주어-동사일치를위해 [+PL]이상방향으로삼투되어오류를범하는예를보았다. 실제로주어-
동사일치에서이러한주어 DP 내의상방향자질삼투의통사적일치유인을보여주는예가있다. 영어에
서부분을나타내는단어들, 즉 all, fraction, half, majority, most, none, percent, part, remainder, rest, some, 
분수등이부분사구조로주어에쓰일때동사가복수인지단수인지를결정하기위해서는 of 다음의명사, 
즉 N2가 단수이면 단수의 동사를, 복수이면 복수의 동사를 사용한다. 예문 (16)-(20)에서 b의 예문들은
모두주어는복수라서동사는통사적으로복수동사가쓰인다.4) (21)에서처럼, (19b)의주어 DP에서 N2의

복수자질 [+PL]이상방향으로자질삼투를일으킨다.5) (21)의통사적자질삼투는 Vigliocco & Nicol(1998), 
Franck, Vigliocco, & Nicol(2002)와 Eberhard et al.(2005)에근거한다. Eberhard et al.(2005)에의하면, 영어
의주어-동사의일치기제의통제자는주어명사구의핵 N이고일치의목표는 VP의핵인 V이다. 이때, 
일치자질은 수 자질이고 주어는 어휘적 수 자질을 갖고 동사는 통사적 수 자질을 갖는다.

(16) a. All of the pie is gone.

b. All of the pies are gone.

(17) a. Fifty percent of the pie has disappeared.

b. Fifty percent of the pies have disappeared.

(18) a. Most of the population lives in cities.

b. Most of the people live in cities.

(19) a. The rest of the water (in two reservoirs) is flown into the nearby rice paddies.

b. The rest of the applicants (for admission) were under par.

2) Chung et al.(2021)에 의하면, L1-GPT-2의 놀람 측정값은 (14b)와 (15)가 각각 음수인 –2.51과 –

2.0으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서 (14a)의 음수 –0.79와는 차별화된다. 즉 L1-GPT-2의 놀람 측정

값은 (14a)보다는 (14b)와 (15)와 같은 오류를 더 쉽게 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고의 주

된 목표는 관련 자질 삼투와 주어-동사 일치를 다루는 것이라서 Chung et al.(2021)의 신경망 언어

모델의 영어 주어-동사 일치의 의존성 처리 양상의 자세한 사항은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3) (15)의 오류 현상이 한국어의 문법적인 문장에서 일어난다. 즉 (49a)에서 실제로 상방향 [+PL]의 삼

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룰 것이다.

4) 익명의 논평자가 지적하듯, (17a)처럼 단수동사 has를 사용한 경우는 선행하는 the pie를 셀 수 없

는 물질명사로 취급한 것이어서 동사도 단수이다. 그러나 (17b)의 the pies는 복수 가산명사라서 동

사도 복수 동사 have를 사용한다.

5) 이때, (19)에서 보듯, 동사와 인접한 괄호 속의 전치사구에 포함된 명사의 단수 또는 복수가 주어-

동사 일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20) a. One-third of the city is unemployed.

b. One-third of the people are unemployed.

(21) TP

DP1[+PL] VP

D NP[+PL] V[+PL] PP

the NP PP[+PL] were △

rest P DP2[+PL] under par

of D NP[+PL]

the applicants

3.2 양화사의 내재적 단수자질 [-PL]의 삼투

(22a)에서처럼, 부분사 구조가 주어일 때는 (22b)의 구조에서 DP2가 단수자질 [-PL]인지 복수자질
[+PL]인지에따라, 동사의수가결정된다. 이때 DP1의복수자질 [+PL]의 DP2로의삼투는작용하지않는

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0a, b)의 관계절 동사의 수 일치가 보이는 대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23a, b)에서 동사는 N2의 영역에 있을 수 있는 관계절 동사와는 달리, 주어 전체 DP
2와 수

일치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22) a. Each of the girls sings well.

b. TP

DP2[-PL] VP

D QP[-PL] V[-PL] AdvP

[e] Q[-PL] PP sings well

each P DP1[+PL]

of D NP

the girls

(23) a. *one of the hydrogen-fueled cars have been on sale.

b. one of the hydrogen-fueled cars has been on sale.

4. 한국어의 복수자질 [+PL]과 존칭자질 [+HON]의 삼투

4.1 한국어의 복수자질 삼투와 일치

다음 (28)의 연속동사(serial verb)인 ‘마셔보다’ 중간에삽입된 ‘들’은 주어인 ‘학생들’의 배분성에의

해그쓰임이인허되고 (28)의 주어와동사는배분성을갖는복수자질 [+PL]의 일치를이룬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복수형 형태소 ‘들’이 갖는 배분성 자질을 [+PL]이 내포한다고 보고 배분성 자질은

별도로표기하지않겠다. (31a)는 복수자질 [+PL]의 상방향삼투를더욱확실하게보여주는예이다. 하위

절 CP안의 주어 ‘아이들’의 [+PL]이 하위절 동사 [V 만들어들-보][+PL]를일치에 의해인허할 뿐아니라,

상위절 주어인 DP로 상방향 자질 삼투된 DP[+PL]가 동사 [V 대견들-하][+PL]와 일치되어 그 복수자질을

인허한다. 이것은 (31b)의 구조에서이루어진다. 한국어에서는복수자질인 [+PL]이형태상 ‘들’로실현될
수있고 (31a)와 (32)에서처럼, 비가시적(covert)으로나타나기도한다. 이때복수자질 [+PL]을가진주어가
복수동사와일치를이룬다. 이를반증하는예가바로 (34)의 예문들이다. ‘세 마리’와 ‘세 그루’에는 ‘들’이

쓰일 수 없지만 복수자질인 [+PL]이 있어서 동사의 ‘들’을 인허한다. (35b)와 (36b)에서처럼,

[+/-animate] 자질을갖는명사다음에오는수분류사는 ‘들’과 양립할수없다(Cho & Chang, 2017).6)



(28) 학생들[+PL]이 교수님 댁에서 술 한 잔을 [V 마셔들-보][+PL] 았다.

(31) a. [CP 아이들이 찰흙으로 인형을 만들어들-보는] 모습[+PL]이 대견들-하다.

b. TP

DP[+PL]-이 VP

CP[+PL] NP 대견들[+PL]-하다

[아이들[+PL]이 찰흙으로 인형을 만들어들-보는] 모습

(32) a. 여러분[+PL] 어서들 들어들 오세요.
b. 많은 사람[+PL]이 캐비어를 먹어들 보았다.

(34) a. 고양이 세 마리[+PL]가 한 마리의 쥐를 잡아들 먹었다.

b. 나무 세 그루[+PL]가 바람에 흔들리고들 있다.

(35) a. 세 마리의 고양이들

b. *고양이 세 마리들

(36) a. 두 그루의 나무(들)

b. *나무 두 그루들

(37b)의구조인 (38b)에서보듯, 내재적으로단수자질이삼투된단수주어 DP2
[-PL]는 ‘들’의복수동사

와양립할수없다. 이때 DP1의복수자질 [+PL]의상방향삼투는작용하지않는다. (38a, b)의자질삼투는
영어의 예인 (21)과 (22b)에서와 같다.

(37) a. 학생들 중의 일부[+PL]/나머지[+PL]가 캐비어를 먹어들 보았다.
b. 학생들 중의 한 명[-PL]-은/(만)이 캐비어를 먹어(*들) 보았다.7)

(38) a.                              TP
                DP2

[+PL]-가 VP
             D          NP[+PL]            [캐비어를 먹어들[+PL]-보]
                   PP[+PL]        NP
              DP1

[+PL]    P    일부/나머지
         D         NP 중의
                   학생들
     b.                          TP
             DP[-PL]-은/(만)이 VP
         D      QP[-PL]/CLP[-PL] [캐비어를 먹어(*들[+PL])-보]
         [e]   PP[+PL]   Q[-PL]/CL[-PL] (CL=classifier)
           DP[+PL]    P 한 명
        D     NP  중의
             학생들

6) 그러나 (i)에서처럼, 전칭양화사가 후행할 때는 ‘들’과 양립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중요 현안

이 아니라서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

(i) 학생들 모두들

7) 다음에서처럼, 한국어도 수량 분류사 앞에 한정사 ‘그’가 쓰일 수 있어서 양화사구 또는 분류사구가

DP의 구조를 갖는다고 본다. 이 때, 한정사의 쓰임은 수의적이다.

(i) a. 학생들 중의 (그) 한 명[-PL]-은/(만)이 캐비어를 먹어(*들) 보았다.

b. 학생들 중의 (그) 세 명[+PL]-은/(만)이 캐비어를 먹어들 보았다.

또한, ‘들’과 수 분류사가 동시에 쓰이는 ‘학생들 세 명’과 같은 구조의 분석을 위해서는 Kim &

Melchin(2017)을 참고할 것.



복수형 형태소 ‘들’만이 배분적 ‘들’의 쓰임을 인허하는 것이 아니라, ‘들’로 실현되지 않은 복수자질

[+PL]도 배분적 ‘들’의 쓰임을 허용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분사구에서 (34b)와

(35b)에서보듯, 명사다음에쓰이는수분류사는 ‘들’과 함께쓰일수없지만, 분류사의복수자질 [+PL]이

배분적 ‘들’의쓰임을인허한다는점이다. (37a)와 (39)의 문법성대조가말해주듯, (37a)에서는복수자질

[+PL] 만이동사의배분적 ‘들’의쓰임을인허한다. 집합명사(collective noun)는집합체를하나의단위로

취급하여나타내는명사를말하며단수취급한다. 군집명사(noun of multitude)는집합체를이루는구성

원각각을합친개념으로복수취급한다. (40)의 예문들은영어의예이다. 집합명사와군집명사로쓰이는

영어의예는 cattle, police, people, audience, army, board, choir, class, crowd, staff, team 등이있다.

한국어에서도주어위치에서복수로쓰이는군집명사는 (42a, b)에서처럼, 그복수자질이복수동사와일치

하여 ‘들’의쓰임을인허한다. 주어의집합명사는다음 (41)에서보듯, 단수자질인 [-PL]을 가져서복수동

사를 인허할 수 없다.

(39) a. *학생들 (중의) 일부들

b. *학생들 (중의) 나머지들

(40) a. My family[-PL] is a large one. (집합명사)

b. My family[+PL] are all healthy. (군집명사)

c. All my family[+PL] are lovers of music. (군집명사)

(41) a. 한 가족[-PL]이 캐비어를 먹어(*들[+PL]) 보았다.8) (집합명사)

b. 관객[-PL]이 박수갈채를 보내(??들[+PL]) 주었다. (집합명사)

(42) a. 온 가족(들)[+PL]이 캐비어를 먹어들[+PL] 보았다. (군집명사)

b. 모든 관객(들)[+PL]이 박수갈채를 보내들[+PL] 주었다. (군집명사)

4.2 존칭자질 [+HON]의 삼투와 일치

한국어의존칭자질 [+HON]은 주어와동사(술부)에 나타나고이때주어-동사(술부) 일치가이루어진

다. 한국어에서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일 때 주어는 반드시 존칭이어야 한다.9) 그래서 ‘시’를 주체 존칭

선어말어미라고부른다. (43)의 문법성대조에서주어 DP 내에서 ‘교수님[+HON]’의 존칭자질 [+HON]이

수분류사로삼투되어존칭표현인 ‘한분’으로실현되고이것이존칭선어말어미 ‘시’와 주어-동사(술부)

일치를 이룬다. 이것은 (44)와 같이 도식화된다. 수 자질 삼투의 예인 (37b)와 존칭 자질 삼투의 예인

(44)의차이는 (37b)에서와는달리, (44)에서는 DP1내의자질이 DP2까지삼투된다는것이다. 즉 (37b)의

DP1의 복수자질 [+PL]이 DP2로 삼투되지않지만, (44)의 존칭자질 [+HON]은 DP2로삼투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DP1내의 ‘교수님’의 존칭자질 [+HON]이 DP2로상방향삼투될 뿐아니라, QP의 핵인 Q로

하방향 삼투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한 명’이 ‘한 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43c)에서 왜

‘한 분’이쓰일수없는지의이유이다. 자질의하방향삼투의또다른예는 (52)와 (57)에서 다룰것이다.

주체 존칭 선어말 어미 ‘시’는 TP의 핵인 T 또는 존칭구인 HonP의 핵인 Hon에 위치한다(Lee (2014a)

참고). 그러나본고는주어-동사(술부) 일치의관점에서주체존칭과 ‘시’의 일치를다루고있어서 ‘시’를

동사와연결시켜서 VP 아래에두겠다. 다음은주체존칭표현이중립적인 ‘아무도’가 존칭자질 [+HON]

을 갖는 경우를 보자. (45a, b)의 문법성 대조는 주어 DP1내의 ‘교수님’의 존칭자질 [+HON]이 DP2의

8) (41a)에서 집합명사가 쓰이는 주어의 ‘한 가족’은 단수자질인 [-PL]을 갖기 때문에, (i)에서처럼, 실

제로 ‘들’과 양립할 수 없다.

(i) 한 가족[-PL](*들[+PL])이 캐비어를 먹어(*들[+PL]) 보았다.

9) 이것을 Choe(2004: 548, (7))는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i) If the verb is of [+HON], the subject must be [+HON].

(i)은 동사 술부에 주체 존칭 선어말 어미 ‘시’가 쓰이면 주어는 반드시 존칭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무도’로 상방향 삼투되어 주어-동사(술부) 일치를 이룬다. 이것을 도식화한 것이 (46)이다.

(43) a. 교수님들 중의 한 명/분-이 오셨다.

b. *학생들 중의 한 명이 오셨다.

c. 학생들 중의 한 명/*분-이 왔다.

(44)                            TP
              DP2

[+HON]-이 VP
       D           QP[+HON]/CLP[+HON]              [오-시]
       [e]     PP[+HON]      Q[+HON]/CL[+HON] (CL=classifier)
         DP1

[+HON]  P      한 분
      D      NP 중의
     [e]/그 교수님들

(45) a. 선생님들 중에 아무도 안 오시었다.
b. *학생들 중에 아무도 안 오시었다.

(46)                                TP
                  DP2

[+HON]                           VP
            D           NP[+HON]/CLP[+HON]         [안-오-시]
            [e]   PP[+HON]        NP
            DP1

[+HON]     P    아무도
        D        NP   중의
      [e]/그 선생님들

다음 (47a, b)에서 보듯, 주어에 쓰이는 신체 일부(또는 가족)는 존칭 주체와 동일시되어 주체 존칭
선어말어미 ‘시’와일치를이룬다.10) 나아가, (47c)에서보듯, 존칭주체와생활공간에서밀접한관계의
요소도 ‘시’와일치를이룰수있다. 이것들은존칭자질 [+HON]의삼투의예들이다. 또한, (48a)와 (49a)에
서보듯, 하위절에쓰이는존칭주체의 [+HON]이존칭주체와밀접한관계의요소로상방향자질삼투가
일어나기도 한다. 이것들은 또한모두 상방향 자질 삼투의 예들이다. 그러나 (48b)와 (49b)는 [+HON]의
하방향 자질 삼투가 불가능하다. 여기서 ✓는 수용적임을 의미한다. (47b)와 (49a)의 자질 삼투는 각각
(50a)와 (50b)와같다. (50b)에서는주어와동사의존칭자질과복수자질이삼투에의해일치를이루는것을
도식화했다. 다음은존칭자질 [+HON]이하방향으로삼투되는예를보자. (51)은숙어의미가없는데반하
여, (52)와 (53)은숙어의미로쓰인다. (51)의예문들은 (50a)에서보인존칭자질 [+HON]의상방향삼투의
예들이다. 그러나숙어의미의 (52)와 (53)에서 ‘어머니/아버지’의존칭자질 [+HON]이 ‘손/발’에하방향으
로삼투되어주어-동사의존칭일치를이룬다. (52)의 ‘어머니/아버지’는화제(topic)의자리인 Spec-CP에
위치한다. 그삼투과정은 (54)와같이도식화된다. (53)은목적어인상(Raising-to-Object) 구문이고상위절
목적어 위치의 ‘어머니/아버지’의 존칭자질 [+HON]이 하위절의 ‘손/발’로 하방향으로 삼투된다.
다음은자질이하방향으로삼투되는영어의예를보자. Kimball & Aissen(1971)은 (55b)에서화자들이

복수자질을가진관계대명사 who가동사와의일치를유인하는오류를범한다고주장한다. (55b)는미국
북동부와 보스톤의방언에 나타나는데, 그 특징은복수형의 주어가 관계절 안의 동사와 본동사둘 다에
영향을 끼치는 예문이다. 이 경우 주어 명사구의 복수자질 [+PL]이 강자질로 하방향으로 하위절의 CP, 
TP 및 하위절 주어로 삼투된다고 보면, (55a)에서 단수주어와 단수동사가 일치를 이루듯, 관계절 내의

10) 주어의 신체 일부(또는 가족)의 인상 구조, (i)과 같은 구조 분석을 위해서는 Lee(2004)를 참고할

것.

(i) a. 선생님이 얼굴이 예쁘시다.

b. 할아버지가 팔이 기시다.



복수주어와 복수동사가 일치를 이루게 된다(Jang & Kim, 2021). 

(47) a. 선생님의 얼굴이 예쁘시다.

b. 할아버지의 팔이 기시다.

c. ✓교수님의 연구실이 크시다.
(48) a. ✓[교수님이 사용하시는] 연구실이 크시다.

b. *[학생들이 존경하시는] 교수님이 오셨다.

(49) a. ✓[어머니들이 추운 날씨에 김장을 담그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들 하시다.
b. *[학생들이 좋아하시는] 어머니들이 추운 날씨에 김장을 담그신다.

(50) a.                        TP
                DP[+HON]-이 VP 
        할아버지[+HON]   D’              [기-시[+HON](다)]
                   D       NP
                   의 팔

b.                            TP 
                  DP[+HON]/[+PL]-이 VP
            CP[+HON]/[+PL]   NP                      △
            △ 모습 [대단들[+PL] 하-시[+HON](다)]
        [어머니[+HON]들[+PL]이 추운 날씨에 김장을 담그시는] 
(51) a. 어머니의 손이 크시다. (숙어의미 없음)

b. 아버지의 발이 넓으시다. (숙어의미 없음)

(52) a. 어머니는 손이 크시다. (중의적)

b. 아버지는 발이 넓으시다. (중의적)

(53) a. 영희가 어머니를 [손이 크시다고] 믿는다. (중의적)

b. 영희가 아버지를 [발이 넓으시다고] 믿는다. (중의적)

(54) CP[+HON]

어머니[+HON]/아버지[+HON]-는 C’

TP[+HON] C

손[+HON]/발[+HON]-이 VP 다

[크-시[+HON]]

(55) a. The drivers who the runner[-PL] waves[-PL] to each morning honk back cheerfully.

b. ?The drivers[+PL] [CP[+PL] who [TP[+PL] [NP the runner][+PL] wave[+PL] to each morning]] honk back

cheerfully.

다음은 호격 구문의 존칭 자질 일치를 보자. (56a, b)의 대조가 보여주듯, ‘자네’는 평서문에서 존칭
주어로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57a)에서 보듯, 존칭 호격과 주어 ‘자네’가 함께 쓰일 때, ‘자네’는 존칭
선어말어미 ‘시’와일치를이룬다. 이것은 Spec-VocP의 ‘선생님’의존칭자질이하방향으로삼투된 pro가
‘시’와 일치를 이루는 (57b)의 과정과 같다. 한국어에서 Spec-VocP의 존칭 호격은 그 존칭자질을 주어
위치인 Spec-TP로하방향으로자질을삼투시킨다. 호격구(vocative phrase, VocP)는 CP위에위치한다(D. 
Lee(2014a) 참고).11) 

(56) a. 자네가 실수했다.

b. *자네가 실수하셨다.

(57) a. 김 서방i[+HON], [TP 자네i[+HON]–가 미국으로 출장가시[+HON]]-나? (장모가 사위에게)

11) VocP는 다음 (i)에서 보듯, CP 위에 위치한다.

(i) [VocP 김 서방i [CP 자네i–는 [TP proi 미국으로 출장 다녀오셨]-나]]? (장모가 사위에게)



b. 선생님i[+HON], [TP proi[+HON] 미국 잘 다녀오시[+HON]-었]-어요?

다음은 등위접속된 주어(coordinate subject)의존칭 (부)조화(honorific (mis)match)를 보자. (58a, b)의
대조는주어에두번째, 즉마지막등위접속된요소가존칭일때, 주체존칭선어말어미 ‘시’와일치를
이룬다는것을보여준다. (58)과 (61)의주격조사는 (63)에서처럼, 주어를이루는등위접속구조전체 DP
의격조사이기때문이다. (62b)에서보듯, 두번째등위접속요소의자질인 [-HON]이상방향으로삼투되
면주어는 DP[-HON]이되어 ‘시’를인허할수없다. 이것은 (63b)의비문법성을옳게설명할수있다. (62)의
통사구조를바탕으로한분석은주어 DP의격조사가앞뒤의접속요소들의두개의격조사의축약형이
아니라, (61a)와 (64b)의 문법성 대조가 보여 주듯, 주어인 전체 DP의 격 조사라는 것을 옳게 포착한다. 
이것은등위접속구조에서마지막, 즉두번째요소의자질 [+/-HON]이 DP로삼투될때만이 ‘시’가쓰이는
문장의 문법성 대조가 옳게 판단된다. 이런 이유로 첫 요소의 존칭자질 [+HON]은 상방향으로 삼투될
수없다. 언급했듯이, 따라서두번째요소의 [-HON]이상방향으로삼투되는 (58b)에서 ‘시[+HON]’가주어
DP[-HON]와일치를이룰수없어서문장은비문이된다. 요약하면, (58a)의주어 DP는등위접속된주어의
요소들이각각의격조사를갖는 (64a)와는다르다. (63a)의 ‘[어떤아이와선생님]-이/께서’는어휘부에서
부터 하나의 격 조사로 통사부로 넘어온다. 즉 이를 반증해 주는 것이 (64a)와 (64b)의 비문법성이다.

(58) a. 어떤 아이와 선생님이 함께 오셨어.

b. *선생님과 어떤 아이가 함께 오셨어.

(61) a. 어떤 아이와 선생님께서 (함께 오셨어).

b. *선생님과 어떤 아이께서 (함께 오셨어).

(62) a.            DP[+HON]-이/께서
            D             NP1

[+HON]

                   NP1
[-HON]        &P[+HON] (=ConjP[+HON])

               어떤 아이 & (=Conj)        NP2
[+HON]

                          와 선생님

b.             DP[-HON]-가/*께서
            D             NP1

[-HON]

                   NP1
[+HON]         &P[-HON] (=ConjP[-HON])

                선생님 & (=Conj)        NP2
[-HON]

                         과 어떤 아이

(63) a. [DP 어떤 아이와 선생님]-이/께서 함께 오셨다.

b. *[DP 선생님과 어떤 아이]-가/께서 함께 오셨어.

(64) a. ?*어떤 아이-가 그리고 선생님-이/께서 함께 오셨어. (≠ (58a))

b. *어떤 아이-께서 그리고 선생님-께서 함께 오셨어.

5. 결 론

본고는영어와한국어의복수자질 [+PL]과한국어의존칭자질 [+HON]이영어의의문사자질인 [WH]
의삼투와같은방식으로삼투를일으켜서위계상주어와동사(술부)의일치의국부유인자로기능한다는
것을 보였다. 영어에서 주어-동사 일치의 오류는 주어의 단수 명사가 복수 명사를포함하는 전치사구에
의해수식될때발생하지만, 주어복수명사가단수명사를포함하는전치사구에의해수식될때는일어나
지않는다. 이러한대칭현상은주어 DP내의전치사구의복수명사의복수자질 [+PL]이강자질로상방향
으로자질삼투를일으키기때문일것이다. 그러나단수자질을내재적으로갖는양화사들은부분사구조의
주어위치에서항상단수동사와일치를이루는데이것은내재적으로단수자질인 [-PL]이삼투되어단수
주어의수를결정하고이때전치사구내의복수자질 [+PL]이상방향으로삼투될수없다. 논의의과정에서



한국어의 [+PL]과 [+HON]의상방향또는하방향자질삼투가가능하다는것도살펴보았다. 복수형태소
‘들’ 뿐 아니라, 복수자질 [+PL]이 배분성 의미가 지니고 있어서 [+PL]이 연속동사의 ‘들’을 인허할 수
있기때문에, ‘들’이쓰일수는없고복수자질 [+PL]이나타나는주어 DP와연속동사와의일치를이룬다
는점도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DP 어떤아이와선생님]-이/께서’에서처럼, 등위접속구조에서는마지막
요소의존칭자질 [+HON]이등위접속된주어전체 DP로삼투되어 ‘시’와일치된다. 주어가비존칭요소와
존칭요소가등위접속구조일때, 주어 DP의접속요소들은각각의격조사를갖는것이아니라, 어휘부에
서부터 하나의 격 조사로 통사부로 전환되어 ‘시’와 일치된다고 결론지었다. 

참고문헌

Cho, J.-H. and S. J. Chang. 2017. On the plural feature and its syntactic implication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5(4), 1-22. doi: 10.24303/lakdoi.2017.25.4.01.

Choe, H.-S. 1988. Restructuring parameters and complex predicates: Transformational approach.

Doctoral Dissertation, MIT.

Choe, J.-W. 2004. Obligatory honorification and the honorific feature.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4(4), 545-559.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Cambridge, Mass.: MIT Press.

Chung, W., E. Kim, and M-K. Park. 2021. A natural language model as a language learner:

Focusing on subject-verb agreement. Language and Information Society 44, 165-191. doi:

10.29211/soil.2021.44.006.

Eberhard, K. M., J. C. Cutting, and J. K. Bock. 2005. Making syntax of sense: Number agreement

in sentence production. Psychological Review 112, 531-559. doi: 10.1037/0033-295X.112.3.531.

Franck, J., G. Vigliocco, and J. Nicol. 2002. Subject-verb agreement errors in French and English:

The role of syntactic hierarchy.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17(4), 371-404. doi:

10.1080/01690960.

Hong, S. 2018. English partitive constructions: A feature-based approach.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4(2), 87-109. doi: 10.17960/ell.2018.24.2.005.

Hudson, R. 2013. Pied-piping in word grammar. http://dickhudson.com/papers/#wg.

Jang, S. and Y. Kim. 2021. Syntactic attraction of subject-verb agreement.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7(3), 353-358. doi: 10.17703/JCCT.2021.7.3.353.

Kim, K. and P. B. Melchin. 2017. On the complementary distribution of plurals and classifiers in

East Asian classifier languages. Lang Linguist Compass (WILLY). pp.1-22. doi:

10.1111/Inc3.12271.

Kimball, J. and J. Aissen. 1971. I think, you think, he think. Linguistic Inquiry 2, 241-246.

Lee, C. 2000. Numeral classifiers, (in)-definites, and incremental themes in Korean. In Lee, C. and

J. Whitman (eds.), Korean Syntax and Semantics. LSA Institute Workshop. Seoul:

Thaehaksa, 11-34.

Lee, D.-W. 2004. Possessor-raising in existential constructions.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4(2), 225-242.

Lee, D.-W. 2013a. Copied plural marker tul behaves like English anaphors. Studies in Linguistics

27, 155-176.

Lee, D.-W. 2013b. Distributive plural marker tul and its structural licensing. Linguistic Research

30(1), 67-92.



Lee, D.-W. 2014a. A feature-based approach for addressee honorification. The Jungang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56(2), 205-229.

Lee, D.-W. 2014b. Major subject honorification in inalienable possession constructions. Studies

in Linguistics 33, 271-293.

Quirk, R., S. Greenbaum, J. Leech, and J.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Radford, A. 2004. Minimalist Syntax: Exploring the Structure of English.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Radford, A, J. Wu, R. Child, D. Luan, D. Amodei, and I. Sutskever. 2019. Language models are

unsurprised multitask learners. OpenAI blog 1(8), 9.

Ross, J. R. 1967. Constraints on variables in syntax. Doctoral Dissertation, MIT.

Swan, M. 2005. Practical English Usage. 3rd edition. UK: Oxford University Press.

Vigliocco, G. and J. Nicol. 1998. Separating hierarchical relations and word order in language

production: Is proximity concord syntactic or linear? Cognition 68, B13-B29. doi:

10.1016/S0010-0277(98)00041-9.

Yim, C. 2002. The semantics of non-nominal tul in Korea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Circle

of Korean Linguistics 11, 183-202.

E-mail: dwlee@ut.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