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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이 논문은 국어 어미의 문법적 특성과 관련하여 첫째,

‘가시

었습니다’와 같은 활용형에서 어미가 어디까지 분석되는가, 둘째, 만
일 어미가 분석될 경우 그것이 통사적 단위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고찰한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습니다’를 최대 분석하는 것을
지양하고 고영근(1992)의 형성소의 개념에 해당하는 단위로서 ‘시, 었,
겠, 습니다’를 어미의 분석 단위로 본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분
석된 어미를 통사적 핵으로 보는 견해는 핵이동의 문제, 격자질 점검
등의 현상을 통하여 수용될 수 없음을 밝히고, 국어 동사의 굴절은 어
휘부에서 일어나며, 이 경우 기능범주의 투사는 어미 굴절체의 자질
투사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한다. 국어의 굴절은 선어말어미에 의한
굴절1과 어말어미에 의한 굴절2로 나뉘며, 굴절1의 자질은 IP를 투사
하고, 굴절2의 자질은 CP를 투사한다. 이 경우 중요한 가정은 선어말
어미는 유무의 선택 자체가 굴절의 방식이라는 점이다. 즉 ‘먹었어’는

* 이 논문은 2005년도 창원대학교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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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의

선택에 의한 굴절이요, ‘먹어’는 비선택에 의한 굴절이다. 구

체적인 형태소가 통사적 핵이 된다는 관점에서는 ‘먹어, 먹지’ 등 선
어말어미가 결여된 경우 IP의 결여를 가져오는 문제가 있지만, 자질
투사는 외현적인 선어말어미가 없는 경우도 굴절이 이루어졌다고 함
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해소한다.
* 주제어: 어미, 굴절, 통사적 핵, 격점검, 자질 투사, 기능범주

1. 서론
국어의 활용어미 연구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어미를 굴절론의 영역에
서 통사론의 영역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일 것이다. 이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 완전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
선 통사론에서 작용하는 어미의 단위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1)

가. (가)시었겠습니다

나. (가)시-었-겠-습-느-이-다
다. (가)시-었-겠-습니다

(1가)와 같이 어미를 전혀 분석하지 않는 견해, (1나)와 같이
최대한 형태소를 쪼개어 가는 분석적인 견해, (1다)처럼 최대 분석을
이를테면

지양하고 분석 단위를 좀더 종합적으로 보는 견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과제는, 어미가 분석될 경우 그 분석된 어미가 독자적인

통사 단위가 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2가)와 같이 각
어미를 단어 층위인 동사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2나)와 같이 문장
단위에 결합하는 통사적 요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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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그분이 [가시었겠다]]
나.

[[[[그분이 가]시]었]겠]다]

첫 번째 과제의 경우는 통사론의 영역을 떠나서도 형태소 분석의 관
점에서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왔고, 두 번째 과제의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쟁점이 되어 왔다.1)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국어
어미의 통사론적 위상에 대하여 재검토하는 데 목표를 둔다.

2. 어미의 분석 단위
국어 어미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형태론의 영역에서
중요한 성과를 거두어 왔다. 그러나 통사론의 영역에서 어미의 분석
문제는 형태론과 또다른 성격을 갖는다. 이를테면 ‘먹이’는 형태론의
영역에서는 어간 ‘먹-’과 접사

‘-이’로 분석되는 것이지만, 문장의 형성
과 분석을 다루는 통사론에서는 ‘먹, 이’가 아닌 ‘먹이’가 통사 단위가
된다.
앞에 제시한 (1)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우선 (1가)는 동사 어간을
제외한 어미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고 분석하지 않는 입장이다. 모
든 어미의 변화가 암기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파생과의 구분이 없어
지게 된다. 이는 굴절의 규칙성과 생산성을 생각할 때 지나치게 비경
제적인 방식이어서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1나)는

분석적인 관점에서 가능한 한 내재된 기능에 대응하여 각

1) 국어 어미를 통사적 핵으로 보는 관점은 80년대의 지배결속 이론과 때를 같
이하고, 이에 대한 재논의는 90년대의 최소주의 이론과 때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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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소를 최대 분석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쉽사리 인지하기 어
려운 내재적인 형태소까지 찾아 분석해 낸다. 비록 그것이 엉기고 녹
아붙었더라도 그 흔적을 찾아서 세심하게 분석하면

n개의

형태소를

도출할 수 있고 그 결과 그 언어 단위가 보이는 n개의 문법 기능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통사론에도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그대로 반영할 수는 없다.

문장의 형성에 참여하는 성분들은 화자에게 독자적인 단위로 인식되
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앞의 분석적인 관점과는 전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분석의 결과는 공시적인 것이 아니라 통시적인 현상
들도 뒤섞여 있을 수 있지만 형성의 과정에는 오직 공시적인 현상만이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특히 고영근(1992)의 ‘구성소’와 ‘형성소’의 구분은 중요하

다. 고영근(1992)는 ‘얹는다, 얹었습니다’가 구성소로는 ‘얹-는-다, 얹었-습-니-다’, 형성소로는 ‘얹-는다, 얹-었-습니다’와 같이 분석된다
고 한다. 앞서

(1나, 다)의 어느 입장을 따르든 그 분석의 기준은 구성
소가 아니라 형성소의 개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1나, 다)에서 ‘습니다’가 형성소인지, ‘습, ㄴ, 이, 다’가 각각
형성소인지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고영근(1992)의 경우에는 (1다)와
같이 ‘-습니다’를 문장의 형성소로 보는 입장이지만, 이와 달리 (1나)
처럼 어미를 최대 분석하여 분석된 형태소를 문장의 형성소로 보는 견
해도 있기 때문이다. 이

(1나)의 견해는 ‘먹었다’의 ‘-다’를 보문소로
설정한다면 ‘먹었습니다’의 ‘-다’도 보문소로 일관되게 기술할 수 있다
는 장점이 있다. ‘-시-, -었-, -겠-’ 등을 통사 단위로 보면서 그 문법
기능에 따라 H(존칭), T(시제), M(양상) 등의 통사적 범주명을 부여하
는 이 입장에서는 ‘-습니다’처럼 겸양, 서법 등 문법 기능이 혼재된 성
분은 단일한 통사 단위로 부적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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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의 논의를 위하여 우선 어휘부에는 어미(형태소)의 이형태도

등재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떤 성분을 형성소로 분석할

‘a+b’가 [ab]의 음성형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이
다. 예를 들어 ‘먹읍디다’에서 ‘디’를 ‘-더-+-이-’로 분석한다고 하자.
그런데 ‘더+이→[디]’의 공시적인 음운규칙이 없으므로 그 올바른 음
성형을 음운부에서 포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형태소의 개념으로 ‘더-+-이-’만으로 분석하고는 ‘더→TP(시제구)’와 ‘이→HumP(겸양구)
와 같이 투사범주를 설정하는 방식은 문제가 된다. ‘디’를 올바른 음성
형으로 유도할 수 있으면서 ‘시제’와 ‘겸양’으로 분석하는 방안은 ‘-ㄷ
-+-이-’로 분석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ㄷ-’이 ‘-더-’의 이형태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때 유의할 점은 분석한

이와 같이 추상적인 형태소만으로는 올바른 음성형을 도출할 수 없
다면 당연히 어휘부에서부터 이형태가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 참여하
여야 한다. 물론 어휘부에 등재되는 요소는 기억의 노동력을 최소화하
는 가장 경제적인 방식으로 등재되어야 하므로 그 음성형이 음운부에
서 포착될 수 있는 자동적 교체의 어형까지 등재될 필요는 없다. 이를

테면 동사 ‘먹-’의 경우 기본형 ‘먹-’만 등재되면 되지 이형태 ‘멍-’까
지 등재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음운부에서 포착할 수 없는 비자동적 교체는 각각 그 이형태
가 등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미
와

‘-어’가 함께 등재된다.

‘-아/어’의 경우 그 이형태 ‘-아’

어느 하나만 등재된다면 음운부에서 그 음

운적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과거시제

‘-았/었-’의 경우 비자

‘-았-’과 ‘-었-’은 각각 등재 단위지만 자동적 교체
관계의 ‘-앋-, -안-, -얻-, -언-’은 등재될 필요가 없다.
때로는 이러한 이형태들이 형태적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이 점은
이들이 모두 어휘부에 등재되어야 한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해 준다.
동적 교체 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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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어’는 ‘막아, 먹어’처럼 선행 음절의 모음이 양성모
음인가 음성모음인가 하는 음운적 조건 외에도, ‘막았어, 먹었어’에서
보듯이 선어말어미 ‘-았/었-’ 뒤에서는 ‘-어’로만 결합한다는 형태론적
정보가 필요한데, 이러한 형태론적 정보는 음운부에서 제거되므로 이
형태 ‘-아’와 ‘-어’는 어휘부에 모두 등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상은 어휘부의 등재 단위가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인 모습이라
는 것을 뜻한다.2) 어휘부가 이와 같이 구체적이라면 어떤 언어 단위가
통사 단위라고 할 때 그것은 이형태로 표시될 수 있어야 한다.3)

‘-습니다’에서 만일 ‘니’를 분석한다면 그것은 ‘-느-+-이
-’가 아니라 ‘-ㄴ-+-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니’의 분석은 용인되
기 어렵다. 먼저 다음과 같은 분포를 보자.
이에 따라

(3)

*

가. 잡나이다

가'. 잡니다

다. 잡았나이다

다'. 잡았니다

나. 잡으시나이다
라. 잡겠나이다
*

마. 잡습나이다

*

나'. 잡으시니다
*
*

라'. 잡겠니다
마'. 잡습니다

위 자료에서 ‘니’는 ‘나이’와 상보적인 분포를 보이고, 각각을

‘나+이’로 분석하면 이형태 ‘-ㄴ-’과 ‘-나-’가 도출된다.

‘ㄴ+이’,

얼핏 이 자료

2) 추상적인 어휘부 등재 단위를 피하는 것은 최소주의의 정신이다. 예를 들어
영어 대명사의 경우 종래에는 (보통 대명사 she와 함께) 추상적 대명사 SHE
를 어휘부에 설정하고 her와 같은 곡용형은 통사부에서 SHE+목적격=her와
같이 설명하였으나 최소주의에서는 각각의 곡용형이 모두 어휘부에 등재되
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된다.(양동휘 1994:289 참조)
3) 예를 들어 ‘가세요’의 경우 ‘세’를 ‘시’와 ‘어’로 분석하여 각각 통사적 단위
로 설정하기도 하지만 이 요소들은 표면 음성형 [세]를 도출할 수 없기 때문
에 통사적 단위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어미의 문법적 성격에 시사해 주
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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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놓고 보면 ‘니’는

‘ㄴ+이’로 분석하고 각각을 형성소로 보아도 그
음성형 도출의 문제는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4)
그러나 이 ‘-ㄴ-’은 ‘-습니다’ 외 ‘간다, 가니’처럼 ‘-ㄴ다, -니’에서
도 확인되는 요소이다. 이 ‘ㄴ’들이 어떤 관계인지는 ‘간다, 가나이다,
갑니다, 가는, 가느냐, 가니’ 등의 활용형에서 형태소 ‘-느-’를 분석하
는 태도와 직결된다.
‘간다, 가나이다, 갑니다, 가는, 가느냐, 가니’에 내재된 ‘ㄴX’를 모두
하나의 형태소 ‘-느-’로 분석하는 입장에서 ‘갑니다, 간다, 가니’의 ‘ㄴ’
은 ‘-느-’의 이형태가 된다. 하지만 ‘-습니다’(갑니다)의 ‘ㄴ’은 ‘습’ 뒤
에만, ‘-ㄴ다’(간다)의 ‘ㄴ’은 동사 어간 뒤에만, ‘-니’(가니)의 ‘ㄴ’은 동
사 어간, 형용사 어간, ‘-시-’, ‘-었-’, ‘-겠-’ 뒤에 결합하는 등 이질적
인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같아 보인다고 하여 이 ‘ㄴ’이 하
나의 이형태로 묶일 수도 없다. 이와 같이 ‘ㄴX’를 모두 한 형태소(‘느-’)의 이형태로 볼 경우 ‘-습니다, -ㄴ다, -니’에 나타나는 ‘ㄴ’을 한
이형태로 보지 않을 수도, 볼 수도 없는 모순에 봉착하게 되므로, 결국
이러한 관점에서는 ‘-습니다’의 ‘니’를 ‘ㄴ, 이’로 분석할 수 없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그러면 ‘ㄴX’를 여러 형태소로 나누는 입장을 취해 보자. 사실 ‘-
-’의 후대형들인5) ‘ㄴX’를 공시적으로 분석한다고 해도 이들을 하나
4) 이러한 기술 방식은 이정훈(2004, 2006)의 이형태 규칙을 원용해 본 것이다.
이형태 규칙은, 예를 들어 종결어미 {-다}의 이형태 ‘-다’와 ‘-라’는 각각 하
위범주화 내용이 다르므로 그 분포적 환경에 따라 각각 선택되어 통사부의
핵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이형태 규칙은 ‘더다 [더라]’와 같은 음운
변화를 음운부에서 포착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본고에
서 구상하는 어휘부의 모습과 유사하지만, 어미를 어디까지 분석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남는다.
5) ‘-습니다’의 ‘니’와 ‘-나이다’의 ‘나’는 모두 중세국어의 ‘--’로부터 기원한
것이다. ‘-습니다’의 ‘니’에 대하여 중세국어의 어형 ‘-니다’를 통하여

→

8

우리말연구 21집 (2007.10)

의 형태소

‘-느-’로 묶는 것은 부당하다. 이들은 아래에서 보듯이 ‘ㄴ,

는, 느, 나’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들은 전혀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4) <어미형> <ㄴX>
-ㄴ다
ㄴ
-는다
는
-는6)
느
-나이다
나
-습니다
ㄴ
-느냐7)
느
-니
ㄴ

<선행 성분>
동사(모음), 시
동사(자음)
동사, 시
동사, 형용사, 시, 었,

<출현형>
간다

⌉

먹는다

⎟

①

⌋
가나이다 ⌉ ②
갑니다 ⌋
가는

겠

습
동사, 시, 었, 겠
동사, 형용사, 시, 었, 겠

가느냐
가니

③
④

이들 전체는 상보적 분포를 보이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이들 가운데

‘-ㄴ다, -는다, -는’의 ‘ㄴX’는 상보적 분포를 보
여 ①로 묶일 수 있고,8) ‘-나이다, -습니다’의 ‘ㄴX’도 상보적 분포를
보여 ②로 묶일 수 있다. ‘-느냐’, ‘-니’의 ‘ㄴX’는 상보적 분포를 보이
는 짝이 없으므로 각각 ③, ④로 묶이게 된다. 결국 공시적으로 ‘ㄴX’
를 분석해 낸다면 이 ①, ②, ③, ④가 각각 형태소1, 형태소2, 형태소
‘니’가 개재되어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서정목(1988) 현대국어에서 ‘니’의 존
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서태룡(1985)이나 한동완(1988)의 견해에 따라 ‘--’
의 후계형로 보고자 한다.
6) ‘-는구나’도 동사 어간, ‘-시-’뒤에만 분포하여 같은 부류로 포함된다.
7) ‘-는데, -는지, -는가’ 등도 같은 부류이다. ‘-느냐’와 이들은 동사 어간, ‘-시-’,
‘-었-’, ‘-겠-’ 뒤에 분포하고, 형용사 어간, ‘-더-’ 뒤에 올 수 없으며, 형용사
에 ‘-었-’, ‘-겠-’이 결합하면 분포할 수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8) 후행 성분이 종결어미(-다)인가 관형형어미(-ㄴ)인가에 따라 일차적으로 ‘-ㄴ
다, -는다’와 ‘-는’으로 나뉘고, 다시 ‘-ㄴ다, -는다’는 선행하는 동사 어간이
자음으로 끝나는지 모음으로 끝나는지에 따라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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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태소4로 나뉘어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세국어의 ‘--’가 현대
국어에서 네 가지의 형태소로 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문
제는 이 각 형태소의 의미가 어떻게 설정될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②의 형태소2의 의미가 거의 찾아지지 않는데,9) 만

일 그렇다면 이를 형태소로 분석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
되는 것이다.

‘ㄴX’가 이미 ‘--’의 소성을 상실한 채 인접하는 형태

소와 하나의 어미로 응결된 것이라면 공시적으로 이를 분석하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니’에서

‘ㄴ’이 분석될 수 없다면 이는 ‘-ㄴ다’도 꼭 분
석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ㄴ다’의 ‘ㄴ’을 ‘-느-’의
이형태로 분석할 경우 (흔히 현재시제라고 하는) 이 형태소가 형용사
의 활용이나 ‘먹어, 먹지’ 등 동사의 다른 종결어미 앞에는 나타나지
않는 분포적 불균형도 이를 지지해 주는 요인이다. 그렇다면 ‘-다’를
항상 독자적인 통사 단위로 분석할 당위성도 없어지게 된다.
이 점에서 ‘-습니다’의 구체적인 등재 단위가 ‘습, 니, 다’인지, ‘습니,
다’인지, ‘습니다’인지 하는 문제에서 ‘-다’를 꼭 분석해 낼 이유가 없
고, ‘습’의 분포가 다른 선어말어미와 달리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습-’이 독자적인 형성소가 될 수 없으며, ‘습니’ 역시 ‘-다’와 ‘-까’ 앞
에만 분포하는 점에서 이미 독자적인 형성소가 아니라고 볼 여지는 충
분한 것이다. 또 ‘습, 느, 이, 다’로 분석할 경우 ‘습’, ‘느’, ‘이’가 갖는 상
호간의 심한 의존성도 분석의 장애 요인이다. 즉 ‘습’, ‘느’,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생략될 수 없는데, 이러한 어미 간의 상호 의존성은 다른 어
미들에서는 볼 수 없는 매우 특이한 현상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의 관점에서 고영근(1992)처럼

(1다)

‘-ㄴ다, -습니다’ 등을 하나의 등재 단

9) 예를 들어 ‘먹었다’와 ‘먹었습니다’는 [±겸양]의 차이만 있을 뿐 ‘--’의 후대
형 ‘ㄴX’와 관련된 의미 차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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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받아들이게 된다.

3. 통사적 핵으로서의 어미 비판
우리는 앞에서 ‘가시었겠습니다’를 예로 들어, 형성소의 목록을 ‘가,

시, 었, 겠, 습니다’와 같이 확인하였다. 그런데

‘-습니다’를 분석될 수
없는 하나의 단위로 인정한다고 해도, ‘-시-’, ‘-었-’, ‘-겠-’, ‘-더-’ 등
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경계가 선명한 어미들이다.10)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서론의 (2)에서 보듯 이러한 형성소들이 통사 단위인
가 하는 점이다. 이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관점이 있다11)
(5)

가. 국어의 굴절은 어휘부에서 이루어진다.

나. 국어 어미는 통사적 핵이며 동사의 핵이동으로 굴절형(동사어미의 형태론적 결합)이 형성된다.

다. 국어 어미가 통사적 핵을 이루더라도 굴절형은 음운부에서 음
운적 병합을 통해 형성된다.

(5가)는 최소주의적 견해로서 이를 어휘론적 관점으로 부르고 나머지
는 통사론적 관점으로 부르도록 하겠다. (5나)는 오랫동안 그리고 지
금도 한국어의 문법으로 가장 보편화된 견해이다. (5다)는 국어에 동
사의 핵이동이 없으며 따라서 굴절형은 음운부에서 형성된다는 주장
이다.

(5가)이며, (5나, 다)는 어미를 통사
적 핵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 즉 (5가)는 ‘그분이 가시
이 가운데 가장 이질적인 것은

10) 이 가운데 ‘-시-’는 보다 어휘적인 성격이 강하고 ‘-더-’는 전통적으로 뒤의
어미와 한 단위로 다루어지기도 하는 등 어미별로 차이는 있다.
11) 최기용(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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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겠다’라는 문장의 구조에 대하여 ‘[그분이 [가시었겠다]]’와 같은 이
해를 하는 반면,

(5나, 다)는 ‘[[[[그분이 가]시]었]겠]다]’와 같이 이해
한다. 그러나 (5나, 다)와 같이 어미를 통사적 핵으로 보기에는 어려움
이 있다.
첫째, 이 구조에서는 동사 어간과 어미의 형태론적 의존성을 만족시
키기 위하여 핵이동이 필수적인데, 과연 그러한 핵이동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즉 국어에서 조사도 형태론적 의존성을 가지므로 같
은 논리에서 (6나)처럼 핵명사가 조사로 이동한다고 해야 하는데,
(6)

가.

[[어려운 책]도]
나. [[어려운 ti ] 책i도]
다. *책도 어려운

그러나 핵이동하여 ‘책도’가 한 단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 보듯 ‘책도’는 ‘가시었겠다’와 달리 한 단위로 움직이지

(6다)
못한다.

똑같이 핵이동이 상정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 결과적인 현상이 다르
다면 근본적으로 동사가 어미로, 명사가 조사로 핵이동하는 과정이 있
는가 하는 점이 의심되는 것이다.

둘째, 어미가 동사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 단위에 결합한다고

보는 것은 통사의미적으로 어미의 문법적 영향력이 동사가 아니라 문
장 전체에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7)

가. [철수가 책을 빨리 읽]음은 놀랍다.

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마무리 해라. (우순조

1997: 3a)
다. 철수가 [밥을 하고 국을 끓이]었다. (윤정미 1996: 10a)

(7가)에서 어미 ‘-음’이 동사에만 결합한다면 ‘읽음’이 명사가 되어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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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와 같은 부사의 수식이 불가능하므로 전체 문장에 어미가 결합하여
야 하며,

(7나, 다)의 접속구조는 어미의 작용역이 선행성분까지 미치
므로 역시 그 전체에 어미가 결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미적 해
석이 구조로써 설명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논리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아래 (8)처럼 어미가 전체 구조 내부에 있는 경우를 보면 결정적인 증
거가 될 수 없음을 간단히 알 수 있다.
(8)

I don't like [John's com-ing here so often].
나. [Mary hate-s him].
가.

(7가)와 같은 통사의미적 현상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어미가 문장
전체에 결합하는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읽음’과 같은 결합이 먼
저 일어나도, 동사 ‘읽-’만 문장의 다른 성분과 관련된다고 봄으로써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12)
(7나, 다)는 특히 ‘고’의 통사적 지위가 문제된다. 위와 같이 어미가
즉

선후행 성분 모두에 구조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필연
적으로 ‘고’는 윤정미(1996) 등에서 제시하듯이 다음처럼 접속소의 기
능을 해야 한다.

(9)

가.

[[VP신속하] 고 [VP정확하]]게
나. [[[VP밥을 하] 고 [VP국을 끓이]]었]다

12) 이와 유사한 논의로서 조사를 대상으로 한 황화상(2003, 2005)가 주목된다.
이 논문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자료로 보조사의 작용역이 선행 명사
구가 아니라 전체 문장에 미치는 점을 보이고 있다. (가) 너 어제 하루 종일
뭐했니? (나) (하루 종일) 소설책만 읽었어.(황화상 2003: 123) 황화상(2003)은
이런 점을 근거로 통사적 단위가 아니라 어휘적 단위만이 조사의 결합 대상
이라고 하면서, ‘-겠-’ 등의 어미도 그 문법적 기능이 순수히 통사적인지 불
분명하므로 그 결합 자체는 형태론적이라고 논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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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지니는 형태론적 의존성을 설명하기
어려울뿐더러, 다음 예문 (10)의 두 ‘-고’가 다른 것이 아니고(모문동
사 ‘하-’ 앞의 ‘-고’는 보문을 나타내는 것이지 접속소일 수 없다) 모두
보문소라면 위 (9)의 구조는 다음 (11)과 같이 수정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10)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했으니···
(11) 가. [[CP신속하고] [VP정확하]]게
나. [[[CP밥을 하고] [VP국을 끓이]]었]다

(11가, 나)의 구조는 비동질적인 성분이 접속되었
다는 문제점 외에, 보문소를 핵으로 하는 CP에 보문소 ‘-게’가 구조적
으로 또 더해졌다거나[11가], 굴절소(I)로 분석되는 ‘-었-’이 CP를 구
조적으로 지배하고 있다[11나]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러한
그러나 이 수정된

점은 의미에 대응시켜 구조를 역으로 분석해 가는 방법이 반드시 정당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13)

셋째, 어미가 통사부의 핵이라는 관점에 의문을 제기해 주는 증거로

격점검의 현상이 있다.

VP의 지정어 자리가 국어의 주어 위치라는 가

정을 받아들여 보자. 그리고 주어의 격자질은 굴절 성분에 의하여 점
검된다는 일반적 가정도 받아들이도록 하자.

이 경우 국어의 각 선어말어미들은 격자질을 지니고 있다고 해야 한
다. 왜냐하면 선어말어미들은 다음과 같이 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
에 그 자신이 격점검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아래

(12가)에서

13) 허철구(2004)에서는 국어의 접속문은 CP-CP의 구조이며 선행절의 기능범주
들은 음성적 생략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어미가 통사적 단위라는
가정을 꼭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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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제소(T),

(12나)에서는 양태소(M), (12다)에서는 시제소(T)가 각
각 격점검자가 된다.
(12) 가.
나.
다.

비가 내리었다.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더라.

그러면 국어 주어 명사구의 격자질의 점검은 외현적 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내현적 자질 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문제는 국어

의 주어가 외현적 이동을 하는가이다. 영어나 불어와 달리 국어의 주
어는 외현적 이동을 증명해 줄 어순 현상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 국어
의 뒤섞기(scrambling)가

THEME 자질을 점검하기 위한 필수적인
통사적 이동이라는 윤상헌(1997)의 주장이 맞다면 국어의 주어가 외현
적 이동을 한다고 할 수 있다.
(13) 가.
나.

?*

존은 [빨리 만화책은 읽지]만, [천천히 논문은 읽는다].

존은 만화책은i [빨리 ti 읽지]만, 논문은j [천천히 tj 읽는다].

윤상헌(1997)에 따르면 국어의 ‘은’은 주제(topic)와 초점(focus)를
포괄하는

THEME의 자질을 지니고 있는 요소이다. (13가)가 비문인

것은 이 자질이 검검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서 적격한 문장이 되기 위
해서는

(13나)처럼 외현적인 이동을 해야 한다.14)

목적어가 이와 같이 외현적인 이동을 하는데도 주어가 그 목적어 앞
에 위치한다는 사실은 주어도 외현적인 이동을 한다는 점을 뜻한다.

14) 뒤섞기가 필수적인 통사적 이동을 보이는 현상은 일본어와 헝가리어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을 윤상헌(1997)은 Yanagida(1996)와 Horvath(1986)을 인용해서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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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헌(1997)은 위에서 목적어의 도착점을

AgrO 혹은 경동사 ʋ 투사
체 내로 설정하는데, (국어에 AgrOP 혹은 ʋP가 존재하는가와는 별개
로) 결과적으로 이는 VP 영역의 바깥이므로 VP의 지정어 위치에 있
는 주어를 넘어가게 된다. 따라서, 주어가 그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는
다면 ‘목적어-주어-서술어’의 어순이 되므로 다시 주어도 목적어를 넘
어 이동해야 한다. 그 이동은 자신의 격자질과 N-자질을 점검하기 위
한 것 외에는 달리 있을 수 없으므로 격점검자 즉 선어말어미의 최대
투사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각 어미(형태소)가 투사 핵이라는 통사론적 관점의 논리에

있어서 이러한 주어의 외현적 이동은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14)

╱

MP

SPEC
<2>
<1>

╱

SPEC
╱

SPEC
tsub

TP

╲

╱
╲

╱

VP

╲

M'
T'

╲
-겠╲

-었-

<1> 단계에서 VP와 ‘-었-’이 병합하여 TP가 형성되면 동사구
내의 주어가 ‘-었-’의 강한 격자질15)을 점검하기 위하여 외현적 이동
을 하여 TP의 지정어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 여기서 지정어-핵 일치
를 통하여 격자질이 점검된다.
즉위

문제는 여기서 주격자질이 점검되면 주어 명사구의 격자질은 그 자
15) 주어의 외현적인 이동을 통하여 격점검이 이루어지므로 굴절소의 격자질은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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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얼어붙어 더 이상 상위의 기능범주와 점검 관계를 형성할 수 없
다는 점이다.16) 이것은

TP와 ‘-겠-’이 병합하여 MP를 형성하더라도
‘-겠-’의 주격자질이 점검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국어의 주어가 외
현적 이동을 한다면 앞서 (12가, 나, 다)는 ‘-었-, -겠-, -더-’가 모두
강한 격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따라서 강한 격자질이
문자화 이전에 점검되지 못하게 되어 그 문장은 파탄(crash)되게 된
다. 그러나 실제 문장은 문법적이므로 이는 잘못된 예측이 된다. 따라
서 선어말어미들을 각각 통사적 핵으로 상정하는 관점에서는 주어의
외현적 이동에 따른 격자질 점검 현상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

(5나, 다)처럼 어미를 통사적 핵으로 보는 관점을 배
제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5다)의 동사 굴절을 최종적으로 음운부의
작용으로 보는 관점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을 지적하고자 한다. 윤정
미(1996)은 각 어미들을 통사 단위로 다루면서도, 동사 어간과 어미의
통합은 통사부가 아닌 음운부의 작용이라고 주장한다. 즉 동사가 외현
적으로 이동하여 어미에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이상을 근거로

언급한 대로 뒤섞기가 음운부 이전의 통사적 이동이라면 동사의 굴절
체(‘먹었겠다’ 등)가 항상 한 단위로 움직이는 현상은 이미 음운부 이
전에 이들의 결합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
이기는 어렵다.

(5다)와 같이 동사의 굴절을 음운부의 현상으로 보는 또 하나의 견
해로는 최웅환(2005)가 주목된다. 이 논문은 핵이동을 통한 동사와 어
미의 결합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음운부의 소관으로 본다는 점에서 (5
다)와 유사하자만, 어미들을 통사적 핵으로 보지는 않으면서 통사부에
서 교착되는 요소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5나, 다)와는 견해를 달리하
16) 범주 자질과 달리 격자질은 비해석성 자질이므로 한번 점검 후 다시 반복하
여 점검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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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최웅환(2005)는 어미가 통사적 단위이기는 하지만 통사적
구성체의 범주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점을 들어 통사적 핵은 아
니라고 한다. 그가 제시하는 어미의 통사적 표상은 다음과 같이 어미

가 비핵으로서 동사가 투사하는 통사적 구성체에 첨가되는 형식이다.

(15) 가. [[VP] An ]VA(n)P 다] ⇒ VP] VA(1)P] --- ]VA(n)P 다]CP
나. 철수가 밥을 먹]VP 었(A)]VA(1)P 겠(A)]VA(2)P 더(A)]VA(3)P

(15가)는 교착소(A)인 어미가 통사적 단위면서 핵이 아닌 성분으로서
동사구(VP)에 차례로 첨가되는 구조를 나타낸다.17) (15나)는 ‘었, 겠,
더’의 3개의 요소가 첨가된 예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각 어미가 통사적 핵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장은 어
미가 아닌 동사가 중핵적인 동사 중심이라는 점을 포착하는 한편, 그
러면서도 어미가 동사구 내부에 관여하는 요소가 아니라 용언이 형성
한 통사 구성체 외부에서 그 문법적 의미를 첨가하는 통사적 단위로서
의 성격을 동시에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각 어미를 통사적 핵으로 보는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점은 특히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이를 단어 층위의 굴절 요소가 아니라

여전히 통사적 단위로 보는 결론에는 의문이 생긴다. 첫째, 비록 최웅

환(2005)에서 언급하듯이 국어가 우핵 구조라는 점이 이론내적인 가정
에 불과하더라도, 결과적인 범주명

VAP는 좌우 어느쪽도 핵이 아닌
것이어서 의문이며, 나아가 최대투사에 핵이 부가되는 논리가 X'-이
론 내에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타당성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노
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음운부에서의 동사 굴절을 주장하는

17) 최웅환(2005)는 문법 기능에 따라 TP, HP, MP 등의 통사 범주명을 부여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교착성분이라는 통사적 기능에 주목하여 어미에
A(gglutinative elements)라는 명칭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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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해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서, 동사가 어미로 핵이동을 하지 않는다
면, 역시 뒤섞기에서 동사 굴절체가 한 단위로 행동하는 것을 설명하
기 어렵다는 점이다.

4. 어휘론적 굴절과 자질 투사
어미의 형태론적 소성은 인지하면서도18) 이를 통사적 단위로 보는
것은 앞서 말한 바처럼 구조와 의미에 대한 분석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철수가 밥을 먹었겠다’에서

‘-겠-’의 작
용역이 동사가 아니라 ‘철수가 밥을 먹었-’전체에 미치므로, 이를 구조
적으로 포착하는 방법은 그 전체에 ‘-겠-’이 결합하였다고 보는 것이
다. 그러나, 어미가 동사 관련 요소, 즉 동사구 내부의 요소이면서도
전체 문장에 작용역을 미치는 것이 근본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
다.19)
통사적 단위로 보는 관점에 대한 앞서의 검토를 통하여 본고는 국어
의 어미가 독자적으로 통사적 핵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휘부에서 굴
절형을 완성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기능범주의 투사는 구체적인

어휘 성분이 직접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질의 투사가 된다. 그 이유
는 다음과 같다.

18) 어미를 통사적 핵으로 보면서도 핵이동이나 재구조화 등을 통해 어떡하든
어미의 의존적 조건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모두 어미의 형태론적 소성을
고려한 것이다.
19) 비근한 예로 단형부정문에서도 부정소 ‘안’의 작용역이 외현적인 통사구조로
써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즉 ‘철수가 밥을 안 먹었다’에서 ‘철수’나 ‘밥’이
부정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은 통사부가 아니라 논리형식부에서 설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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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가.
나.

철수는 늘 친구를 믿었다.

(17) 가.
나.
다.
라.

철수는 늘 친구를 믿어.

형이 도서관에 가더라.

우리 모두 도서관에 가자.
그들은 도서관에 갑니다
나는 학교에 간다

만일 어미(또는 형태소)가 통사 단위이든 어휘부의 굴절 단위이든 외

현적인 어미(또는 형태소)에 의하여 기능범주의 투사가 이루어진다면,

(16가, 나)는 기능범주 IP의 투사가 형성되지만, (17가-라)는 IP의 투
사가 형성될 수 없다. 투사해 줄 선어말어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7가-라)가 VP, CP밖에 없는 구조라면 격자질 점검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국어에 IP 범주가 없는 문장이 존재하는
지에 관하여는 본고도 어떤 경험적 반증도 없는 상태지만, 적어도 이
론내적인 관점에서 IP 범주 없이 자질 검검과 같은 메커니즘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는 크게 의문스럽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를 위하여 서정목(1993, 1994), 유동석(1995)처럼
외현적인 형태소가 없어도 내재적인 보편구조가 존재한다는 견해를
수용하면 어떤가? 이것은 어미가 통사적 핵으로서 범주를 투사한다는

기본적 가정에서 볼 때 모순적인 설명이다. 어미를 통사적 단위로 보
는 데는 어미가 첨가 대상의 후미에 놓인다는 외현적인 현상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데, 구체적인 형태소 없이 범주를 투사하는 것은 이러한

기본적인 가정을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 물론 각 형
태소의 이형태로 영형태(ϕ)를 가정하는 방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경
험적인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자, 간다’처럼 외현적인 형태소가 없는 경우 어떻게

IP 범

주를 형성할 것인지는 달리 설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혀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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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관점으로 굴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굴절은 반드시 외현적인 형
태소의 출현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종결형의

‘먹었어’가 시제에 관한 굴절을 한다면 종결형 ‘먹어’도 시제에 관한 굴
절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과거시제 형태소를 선택한 것이고, 후
자는 과거시제 형태소를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이 화자가 ‘었-’을 선택하는 여부 자체를 국어의 굴절로 볼 필요가 있다.20) 이는
국어의 시제 체계를 ‘-었-’의 유무에 따라 과거와 비과거의 이원적 체
계로 파악하는 입장과 밀접하다.
이러한 굴절의 양상은 영어의 경우에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즉 아
래 (18다)는 굴절접미사를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18가, 나)와 대립적
인 굴절을 한다.
(18) 가. John work-s hard.
나. They work-ed hard.
다. They work hard.
이와 같이 보면 국어의 선어말어미의 굴절은 상호간에 배타적인 관
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유무의 선택 관계로 형성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어떤 외현적인 어미가 선택되지 않는다는 것이 곧 영형태소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특정한 형태를 갖는 것이 아니기 때
문에 그 자체가 통사적 핵이 될 수도 없으며, 내재적인 범주를 구성할

수도 없다. 선어말어미의 선택 과정 자체를 굴절로 이해한다면 앞의

(17가-라)의 경우도 IP 범주에 해당하는 외현적인 어미(형태소)가 없
어도 IP가 투사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다.
20) 이승욱(1973)에서 중세국어의 경어법 체계에 대하여 ‘-시-’, ‘--’, ‘--’를 상
호간의 대립이 아니라, 각각 유무 대립으로 파악한 바 있는데, 이는 선어말
어미의 굴절 체계를 파악하는 데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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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어말어미의 굴절 방식은 다르다. 국어 어말어미들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이들의 선택 여부가 굴절의 방식이 아니다. 어말어미

는 반드시 선택되어야 하고, 오직 하나만 선택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어말어미들은, 반드시 선택되지 않아도 되고[17가-라] 여럿이 선택될

수도 있는 선어말어미와 달리, 그들끼리 배타적인 관계를 갖는다. 어
느 하나가 선택되면 다른 어미들은 선택될 수 없다.

그러므로 국어 어미의 굴절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19)

굴절 방식:

┏ 선어말어미1
굴절1 ┃ 선어말어미2
┃
······
┗ 선어말어미n
┏ 어말어미1
굴절2 ┃ 어말어미2
┃ ······
┗ 어말어미n

┓→ Y/N
┃→ Y/N
┃······
┛→ Y/N
┓
┃→ 어미n(1)
┃
┛

선택

굴절1에 보문소의 기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굴절2는 보문

소의 기능이 포함된다. ‘오직’ 보문소만의 기능은 아니지만 ‘최소한’ 보
문소의 기능은 포함한다. 이 점에서는 우리는 굴절1을 통하여
사되고, 굴절2를 통하여

CP가 투사된다고 본다.21)

IP가 투

이러한 투사는 외현적인 형태소를 통하여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오

21) 국어의 동사 굴절체가 이와 같이 동사-굴절소-보문소로 삼분된다는 것은 양
정석(2006)에서도 볼 수 있다. 양정석(2006)은 본고와는 달리 ‘-으-’가 개재되
는 자리가 각각의 경계 사이라는 음운론적인 증거와 ‘-더라‘를 통한 문법적
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와 같이 나누어 각각 V, I, C 범주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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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자질의 투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굴절1은 선

어말어미들이 전혀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택되지 않은
자체는 이미 굴절이므로 자질을 통하여 범주를 투사할 수 있지만, 구

체적인 형태가 없기 때문에 통사론적 개념과 같은 투사는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보면 통사부의 범주 투사는 다음과 같다.

(20) <어휘부>
<범주부>
먹-었-겠-습니다
│ │
CP
│ └───────>
╱
╲
│ 외부구조 투사
IP
[+C]
│ (IP/CP)
╱
╲
└──────>
VP
[+I]
내부구조 투사

(VP)

╱

╲

V(-Infl)

이는 비록 형태론적으로는 ‘먹었다’가 한 단위를 구성한다고 해도,

내부의 구성 요소 중 동사(V)에 의하여 내부 논항들이 문법적으로 관
련되고, 굴절어미에 의하여 외부의 기능범주들이 문법적으로 관련된다
는 점을 보인다. 즉 ‘철수가 밥을 먹었다’에서

‘-었-’의 작용역이 선행
하는 절 전체에 미치는 것을 ‘[철수가 밥을 먹]었(다)’와 같은 구조로써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22)
이제 문제를 요약해 보자.
(21) 가. 먹, 었, 겠, 습, 니(ㄴ, 이),

다

22) 그러면 어미의 작용역이 선행하는 절 전체에 미치는 의미는 어떻게 포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준비하지
는 못하였으나, 굴절어미가 지닌 자질은 기능범주의 핵으로 전이되고 이를
통하여 선행 문장에 대한 기능범주의 의미적 작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하
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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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먹, 었, 겠, 습니다

(21가)와 같은 분석이 지니는 문제점은 앞서 2장에서 언급하였다. (21
나)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습니다’를 CP의 통사적 핵(C)으로 투사
하는 방안은 보문소의 개념과 불일치한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습니다’를 보문소로서 CP를 투사하는 핵이라고 보기에는 또다른 보
문소 ‘-다’와의 문법적 기능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보문
소는 문장의 자격을 결정하는 요소(임홍빈 1987:36)로 인식되어 왔는
데 ‘-다’는 이러한 보문소의 기능을 지닌다고 해도23) ‘-습니다’는 ‘겸
양’의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양자를 하나의 범주로 다루기는 어려운
것이다. 본고에서처럼 어휘부에서 어미의 굴절이 일어나며 기능범주의
투사는 그 자질의 투사로써 형성된다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다.

보문소의 개념과 관련하여, 통사론적 관점에서는

‘-어’, ‘-지’처럼 그
자체로는 문장의 유형이 나타나지 않는 어미나, ‘-은, -을, -던, -게, 도록’처럼 단일한 형태소의 어미가 종결과 시제의 기능까지 내포하고
있는 경우도 보문소로 보아야 하는데, ‘-어, -지’는 종결어미임에도 불
구하고 언표내적효력을 나타내지 못하는24) 반말체 어미일 뿐 문장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수행억양이고,25) ‘읽은 책, 읽을 책’에서 보듯
23) 이는 통사론적 관점에서 보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사실 종결어미 ‘-다’가
통사적 단위라면 ‘오르다, 달리다’ 등 용언의 기본형을 표시하는 단어 범주
의 표시에 나타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점도 이 굴절이
어휘부의 소관임을 시사해 준다.
24) Radford(1997:49)에 따르면 보문소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갖는다.
1. 해당 절이 보어로 도입됨을 나타낸다.
2. 해당절이 한정절(finite)인지 비한정절(nonfinite)인지 나타낸다.
3. 해당절의 언표내적효력(illocutionary force)를 나타낸다.
25) 임홍빈(1987)은 ‘S'
S + Comp’ 위에 ‘S''
S' + π’(π는 수행억양)의 구
조를 상정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이들 어미를 보문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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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형어미

‘-ㄴ’과 ‘-ㄹ’이 시제까지 표현하고 ‘-게, -도록’도 미래의

시간을 표시하는 현상은 역시 보문소의 개념에서는 크게 벗어나는 것
이다. 이러한 문제 역시 본고의 어휘론적 관점에서 자질의 투사로써
기능범주가 투사된다고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국어 어미가 통사적 핵인가 하는 문제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한 것이었다. 관련되는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어간을 제외한 어
미 전체가 한 단위로 분석되는가, 각 형태소별로 최대 분석되는가, 아
니면 보다 느슨하게 분석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만일 어
미가 어떤 단위로든 분석될 경우 그것이 통사적 단위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본고는 기본적 가정으로 어휘부의 등재

단위는 어미의 음성형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따라서 비자동적 교
체의 어미는 이형태가 모두 등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가정

‘-습디다’의 ‘디’를 ‘-더-+-이-’로 분석하고, ‘-습니다’의 ‘니’
를 ‘-느-+-이-’로 분석하려면 ‘-더-’, ‘-느-’의 이형태로서 ‘-ㄷ-’, ‘-ㄴ
-’이 설정될 수 있어야 한다. 본고의 결론은 ‘-습니다’에서 ‘니’를 ‘-ㄴ
-+-이-’로 분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ㄴ’의 분포가 ‘-ㄴ다, -니’ 등에
서도 발견되는데, 그들의 분포가 매우 이질적이어서 ‘-ㄴ-’이라는 이
형태를 설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더하여
‘습’이 보이는 분포적 제한성 등을 근거로 ‘-습니다’를 분석하지 않음
으로써 본고는 고영근(1992)의 형성소의 개념에 해당하는 단위로서
아래에서

(C)로 간주한다. 그러나 문법 기능에 따른 보문소의 개념을 생각하면 이 종
결어미를 보문소로 설정할 근거가 모호해진다.

어미의 굴절 층위와 기능범주의 형성 (허철구) 25
‘시, 었, 겠,

습니다’를 어미의 분석 단위로 보는 입장을 취한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분석된 단위가 통사적 핵이라고 보는 견

해는 의미를 구조로써 설명하는 논리가 지나치게 개입된 점을 지적하
고, 핵이동의 문제, 격자질 점검 등의 현상을 통하여 수용될 수 없음을

밝혔다. 문제는 어미를 통사적 단위로 보지 않을 경우 그 굴절은 어휘
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경우 기능범주의 투사는 어떻게 가능해지
는가 하는 것이다. ‘가자, 간다’ 등 선어말어미가 결여된 경우를 보면
구체적인 어미에 의한 기능범주의 투사는

IP의 결여를 가져와 심각한

이론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되므로 기능범주의 투사는 어미 굴절체
의 자질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어의 굴절은 선어말어미에 의한 굴절1과 어말어미에 의한 굴절2

로 나뉘며, 굴절1의 자질은

IP를 투사하고, 굴절2의 자질은 CP를 투사

한다. 이 경우 중요한 가정은 선어말어미는 유무의 선택 자체가 굴절
의 방식이라는 점이다. 즉 ‘먹었어’는

‘먹어’는 비선택에 의한 굴절이다.

‘-었-’의 선택에 의한 굴절이요,

이럴 경우 선어말어미가 없는 경우

도 굴절이 이루어졌다고 하게 됨으로써 기능범주의 투사에 관한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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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evel of verb inflection in Korean and projection of
functional category

Huh Chul-Gu(Changwon Univ.)

We look at two subjects about the grammatical characters of Korean endings.
The one is that the endings in the conjugated form 'ka-si-ess-sup-ni-ta' are analysed
how far, and the other is that the analysed elements are the syntactic heads or
not. We exclude the opinion that the ending form '-supnita' is divided in
'sup-nu-i-ta', because the allomorphs of '-nu-' are not in complementary distribution.
We regard 'si, ess, kess, supnita' as the formatives of '(ka)-si-ess-sup-ni-ta', as like
Ko(1992). We don't agree to the opinion which treats Korean endings as the
syntactic heads, on the basis of the phenomena of Head-Movement and
Case-Checking. The inflection of verb is done at Lexicon. At this time, the
projection of functional category is formed through projecting of the Features of
the inflected form of endings. If the overt ending(or morpheme) is the syntactic
head, the syntactic construction of cannot have IP. This problem can be resolved if
we accept Feature-Projection. The inflection of Korean verb is divided in Inflection
1 by the pre-final endings and Inflection 2 by the final endings. The important
point is that the selection of pre-final ending itself is inflection. That is, 'mek-ess-e'
is the inflected form by selecting of '-ess-', and 'mek-e' is the inflected form by not
selecting of it. We can solve the problem above by saying that the inflection of
pre-final endings is done in 'me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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