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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통사이론의 변천과 발  망*1)2)

고희정**

Abstract

Ko, Heejeong. 2018. 11. Development and Prospects of Syntactic Theories in 

Generative Grammar. Korean Linguistics 81, 1～33. This paper aims to provide an 

overview on the development of syntactic theories, with special focus on the recent 

perspectives couched under the Generative Grammar framework. First, the paper 

introduces the background and core concepts to understand the Minimalist Program 

proposed by Chomsky (1995). The paper presents concepts such as economy, the 

architecture of the grammar, lexicon, Merge, syntactic features, and checking. Some 

crucial differences between the Minimalist Program and its predecessor, the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are also pointed out. The paper then turns to the 

notion of Agree and cyclicity in the phase theory. The paper also discusses recent 

views on projections and labeling under the bare phrase structure, and examines 

consequences of theoretical innovations such as exocentric structures and feature 

sharing. Finally, the paper comments on the areas of growth in the Generative 

Grammar and remarks on the importance of experimental syntax in developing a 

syntactic theory.

주제어: 국면이론(phase theory),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 최소주의(Minimalism), 표찰달기(labeling)

1. 들어가며

본 논문은 생성통사이론(Generative Grammar Theory)의 변천 양상

과 최근 동향에 해서 개 하고, 통사이론 연구의 향후 발  방향을 

조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최소주의 통사론

* 본고는 2018년 8월에 부산 학교에서 개최된 한국어학회·우리말학회 공동 국학술

회에서 ‘통사이론의 변천과 실험연구 방법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자의 기획 주

제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주신 박소  선생님과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한국어학｣의 심사 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서울 학교 언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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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msky, 1995)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최근 20여 년간 수정 발

된 생성통사이론을 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본격 인 논의에 앞서 생성문법이론의 철학  배경에 해서 언

하고자 한다. 특히, 경험주의 통과 합리주의 통 사이에서 생성문

법이론이 어떤 철학  배경을 가지고 탄생하고 있는지 이해함으로써, 

생성문법이론의 연구 목표와 연구 방법론이 어떻게 최소주의 모델로 

계승 발 되게 되었는지 논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촘스키(N. Chomsky)의 서 The Minimalist Program (｢최

소주의 로그램｣ Chomsky, 1995)에 제시된 최소주의 통사론의 주요 

가정에 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1980년 의 표  생성통사이론인 

지배-결속 이론(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GB이론)에서 최소주

의 모델로의 변화는 언어 연구 방법론의 획기 인 변화를 수반한다

(Chomsky, 1981, 1986, 1995; Hornstein et al., 2005). 창기 최소주의 

모델인 Chomsky(1995)의 주요 가정을 바탕으로, 이후 수정 보완된 여

러 통사이론들의 연구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최소주의 기 모델의 주요 개념을 살펴본 후, 2000년  반에 제

안되어 재까지 발 하고 있는 통사  주기성(cyclicity)과 일치

(Agree)에 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특히, 통사부의 기본 단 인 국면

(phase)과 통사-형태부의 면 상(interface phenomenon)의 설명에 기

여하는 일치(Agree)와 탐침(probe)의 원리에 해서 살펴본다. 한, 

Chomsky(2013, 2015)의 제안 이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투사

(projection), 병합(Merge), 표찰달기(labeling)의 방법과 그 이론  함의

에 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성문법이론의 발  망

과 련 연구 주제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생성문법이론의 발 에 실

험통사론이 기여하는 바에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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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성문법이론의 철학  배경

언어학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하려는 노력이 생성문법이론

의 철학  배경을 이해하기 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언어에는 

다양한 측면이 존재한다. 언어는 인간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 인 속

성 의 하나이며, 언어를 제외하고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사고하며,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 한, 인간

의 언어는 사회, 역사, 문화, 교육과 상호 작용하며 끊임없이 향을 

주고받는다. 언어학이 인간 언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언

어의 어떤 측면을 핵심으로 삼는가에 따라서 언어학의 세부 연구 주

제와 연구 방향도 달라질 것이다. 

언어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해, 촘스키(N. Chomsky)는 언어를 

연구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질(human essence)에 근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언어란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정신활동이라 답한

다(Chomsky, 1968/2006:88).1) 언어에 한 이러한 이해는 보편문법

(Universal Grammar), 원리와 매개변수 이론(Principles and Parameter 

Theory: P&P Theory), 그리고 최소주의(Minimalism)에 이르기까지 생

성문법이론의 발 에 가장 핵심 인 철학  배경을 제공한다.

언어학사의 큰 흐름에서 보자면, 언어를 연구하는 근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의 철학  통이 존재한다. 하나는 경험주의  근법

이고, 다른 하나는 합리주의  근법이다. 경험주의  통에서는 

언어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기술하는 데 을 두

는 방법론을 선택하며, 합리주의  통에서는 언어 상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자료를 통해 검증하는 근 방

법을 택한다. 

1) Chomsky(1968/2006:88) 원문 참조: “When we study human language, we are 

approaching what some might call the “human essence”, the distinctive qualities of mind 

that are, so far as we know, unique to man and that are inseparable from any critical 

phase of human existence, personal or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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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철학에서 경험주의는 실증주의 근거하여 모든 지식의 근원을 

경험에 두고, 경험  인식을 시하는 사상을 말한다. 근  경험주

의 철학의 선구자로 17세기 국의 베이컨(F. Bacon), 로크(J. Locke) 

등을 들 수 있다(권재일, 2016:23-24). 경험주의  근법을 따르는 언

어연구에서는 인간 언어를 경험할 수 있는 상으로 규정하고, 역사

문헌, 문학작품, 서 , 신문, 잡지, 녹음 자료 등 이미 존재하는 언어 

자료를 연구 상으로 삼는다. 논리 으로는 귀납  방법론을 취한다. 

언어학이 독립된 학문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19세기 언어학 연구, 특

히 역사비교언어학 연구는 이러한 경험주의  철학 을 바탕으로 이

루어 졌다.2) 경험주의  언어연구는 최근 빅데이터, 말뭉치 등을 활

용한 통계기반 양  연구의 발달로 다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합리주의(혹은 이성주의) 철학 통에서는 본능이나 경험할 

수 있는 감각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이 지니는 사고와 이성에 근거하

여 지식을 논증한다. 표 인 합리주의 철학자로는 데카르트(René 

Descartes), 스피노자(B. De Spinoza), 라이 니츠(G.W. Leibniz), 볼

(C. Wolff) 등을 들 수 있으며, 논리  인식을 바탕으로 한 철학 통

의 뿌리는 그리스 라톤의 이데아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권재일, 2016:23-24). 촘스키(N. Chomsky)는 합리주의 철학 통

에서 언어학의 상과 방법을 이해한 언어학자이다. 합리주의 통에

서 언어란 인간 이성의 발 이며, 언어 연구는 인간의 내  정신세계

를 탐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합리주의  근법에서는 언어를 경험할 수 있는 상에 국한하지 

않고, 인간의 언어 능력, 언어 지식 체계와 동일시한다. 인간의 마음

에 내재하는 언어 능력 체를 연구의 상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서 

2) 언어학사에서 19세기는 인도유럽언어를 심으로 한 비교언어학의 시 라고 할 수 있

다. 산스크리트어가 유럽 언어학계에 소개되면서 언어들 사이의 친근 계에 한 

심이 증폭되었고, 이들을 비교하여 공통조어를 재구하는 비교방법이 발달하 다. 19세

기 역사비교언어학은 실증주의와 역사주의 입각하여 언어 자료를 연구하 고, 이를 바

탕으로 언어의 체계에 한 과학  연구를 시도하 다(권재일, 2016: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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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화된 언어 자료는 물론이려니와 인간이 잠재 으로 발화할 수 

있는 무한 의 언어 산출물과 이에 련된 언어직 이 모두 연구의 

상이 된다. 보다 근본 으로는, 언어 능력의 구성, 운용, 생성 원리

가 연구의 상이 된다. 

이러한 합리주의  근법은 20세기 구조주의 언어학의 퇴장 이후 

생성문법이론의 기 가 되었고, 한 재까지  언어학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합리주의 통에 기반한 생성문법이론

에서는 언어 연구의 상을 인간의 언어 지식 체계로 규정하고, 언어

학 연구에 자연과학  방법론을 극 으로 수용한다. 한,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수행(linguistic performance)과 겉으로 발화되지 않았으

나 인간에게 잠재하는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을 구분하고, 후

자를 연구의 상으로 삼는다. 

언어능력(linguistic competence)은 개개인이 무의식 으로 가지는 생

득 , 내재  지식이며, 완벽한 연역  원리와 규칙으로 이루어진 체

계라고 할 수 있다. 한, 언어 능력은 인간의 뇌 활동의 산물이므로 

인간이라면 그의 경험  배경과 무 하게 구나 가지고 있는 생물학

 특권이다. 따라서 합리주의 통에 따른 언어이론에서 인간의 언

어능력을 연구한다는 것은 언어와 련된 뇌 활동을 연구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학문  배경에서 이론언어학은 생물언어학(생물학  기 으

로서의 언어학)과 그 목표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언어수행

(linguistic performance)은 실제 상황에서 언어 능력이 실 되는 외재

 방식이며, 언어 외  요소의 향을 받아 변이, 왜곡, 외 등이 

빈번히 일어난다. 따라서 합리주의 통을 따르는 언어학에서는 언어 

수행이 인간의 언어 지식 체계를 온 히 반 하지 못한다고 보고, 언

어 수행보다는 언어 능력을 그 연구의 상으로 삼는다. 

합리주의 통에서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은 모든 인간이 공

유하는 언어 지식 체계를 말한다.3) 보편문법의 이해를 돕기 해,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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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M. Baker)는 그의 서 The Atoms of Language (｢언어의 원자｣)

에서 언어학을 화학에 비유하여 설명한다(Baker, 2003). 화학에서 100

여개의 기본 원소들과 몇 가지 체계 인 조합 원칙을 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의 특성을 설명하듯이, 보편문법에 기반한 언어학 

연구에서도 몇 가지 기본 원리들(principles)과 매개 변수(parameters)의 

체계  조합을 이용하여 모든 인간 언어의 특질을 설명하고자 한다. 

보편문법에서 기본 원리들(principles)은 인간 언어에 공통 으로 용

되는 원리이고, 매개 변수(parameters)는 언어 간의 차이 을 체계 으

로 설명하는 요인이다. 원리와 매개변수 이론(Principles and Parameter 

Theory: P&P Theory)은 생성문법체계의 기 를 이루며, 언어유형론, 

언어 습득, 언어 변화 연구의 주요한 이론  틀을 제공하 다.

3. 최소주의(The Minimalist Program)

3.1. 최소주의 vs. 지배-결속 이론

촘스키(N. Chomsky)가 1995년 발표한 최소주의 통사론은 이 에 

존재했던 생성문법모델들과 많은 차별성을 가진다. 먼 , 최소주의

(Minimalism)라는 개념부터 이해하도록 하자. 최소주의는 어떤 특정한 

문법 형식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문법을 연구하기 한 일반 인 “연

구 방법론”이다.4)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이론 모델로 구 될 수 있으

3) ‘보편문법’이라는 개념은 데카르트의 이성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며, 근 시 의 일

반이성문법이론인 랑스의 포르루아얄문법(Port-Royal Grammar), 17세기의 철학자 아

르노(A. Arnauld)와 문법학자 랑스로(C. Lancelot)가 1660년에 출 한 서 Grammaire 

générale et raisonnée (｢일반이성문법｣)에서 그 이론  배경을 찾을 수 있다(한문희, 

2000, 권재일, 2016:89-90 참조).

4) Chomsky(2013)는 최소주의는 보편문법에 의해 생성되는 다양한 표면형을 간결한 언어 

원리로 환원하려는 노력이라고 규정하며, 최소주의는 연구 방법론이므로 유용하거나 

불필요할 수는 있어도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Chomsky(2013:38) 원문 참조: “The term, MP has been misunderstood. The program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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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통사이론뿐만 아니라 언어 지식을 탐구하는 언어학의 모든 세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방법론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Hornstein, Nunes & Grohmann, 2005:6).5) 

최소주의 이론이 이 의 통사이론과 차별되는 은 언어를 설명하

기 한 통사모델 자체를 평가 할 메타이론(meta theory)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이다. 즉, 최소주의를 따르는 언어이론은 찰한 언어자료를 

일반화하고, 이에 한 화자의 직 을 설명하는 기술  타당성

(descriptive adequacy)과 이를 보편문법의 에서 해석할 수 있는 설

명  타당성(explanatory adequacy)을 충족해야 할뿐만 아니라, 최소한

의 원칙만을 가지고 언어를 설명하는 최소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를 강력최소주의(Strong Minimalist Thesis)라고 부른다(Chomsky, 

1995, 2001, 2004, 2008, 2013).6) 

simply a continuation of the efforts from the origins of the generative enterprise to reduce 

the postulated richness of UG, to discover its actual nature... Research programs are 

useful or not, but they are not true or false.” 

5) Hornstein, Nunes and Grohmann(2005:6) 원문 참조: “The Minimalist Program is the 

concrete application of such criteria to the analysis of UG... If so, there will be no unique 

minimalist approach; rather, we will have a family of minimalist programs, each animated 

by similar general concerns but developing accounts that respond to different specific 

criteria of evaluation or to different weightings of the criteria.” 

6) Chomsky(1964)에서는 형식언어학이론이 지켜야 할 타당성으로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

째는 찰  타당성(observational adequacy), 둘째는 기술  타당성(descriptive 

adequacy), 셋째는 설명  타당성(explanatory adequacy)이다. 찰  타당성은 주어진 

자료를 어떻게든 산출할 수 있으면 만족되지만, 기술  타당성을 만족하기 해서는 

자료에 한 화자의 직 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자료에서 일반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설명  타당성을 만족시키기 해서는 기술  타당성을 만족시키는 여러 

이론 에서 언어 일반의 보편문법의 원리에 합치하는 이론을 선택하여야 한다. 한, 

자극의 빈곤(poverty of stimulus) 상황에서도 아동들이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후 Chomsky(1981)에서 제안된 원리와 매개변수이론(P&P 

Theory)에서 보편문법을 모든 언어의 기본문법으로 상정하고, 언어학이론은 자료의 설

명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의 설정과 습득까지 측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지향하게 

된다. Chomsky(1995)에서 최소주의가 제안되면서 보편문법 자체가 “왜” 특정한 양상으

로 발달하게 되었는지 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UG의 생성원리에 한 탐구를 시작하

면서 생성문법이론은 “설명  타당성 이상의 타당성”(beyond explanatory adequacy)을 

만족시켜야 하는 이론으로 발 하게 된다(Chomsky, 2004). 강력최소성원칙은 ‘최소성’

이라는 개념으로 UG의 생성원리를 환원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외

에도, 최소주의 통사론에서 문법은 연산상의 효율성(computational efficiency)과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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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의 표 생성문법모델인 GB이론도 기술  타당성과 설명

 타당성을 가지고 여러 언어의 공통 과 차이 을 체계 으로 포착

하 다(Chomsky, 1981, 1986). 그러나 제안된 GB이론 자체가 올바른 

이론인지를 가름할 메타이론은 존재하지 않았다. GB이론에서는 하

부 모듈로 격이론, 결속이론, 통제이론, 지배이론, 이동이론, 의미역이

론, 핵계층이론(X-bar theory) 등 다양한 모듈을 설정하 으나, 이들 

모듈의 기능이 복되는 문제가 발생하 고, 새로운 모듈을 설정하거

나 기존의 모듈을 수정하고자 할 때 그러한 시도가 이론 으로 올바

른지에 한 단 기 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Hornstein et al., 

2005, 김선웅, 2010). 

최소주의 원칙을 따르는 통사론에서는 언어 상을 설명하기 해

서 연구자가 임의로 이론  원칙을 설정할 수 없다. 보편문법은 완벽

하고 간결한 지식 체계라는 가정 하에, 경제성, 최소성의 원칙에 따라 

언어를 설명한다. 언어는 소리와 의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최소

한의 가정만을 허용하며, 통사  상을 설명하기 해서 임의의 

벨을 설정하거나 새로운 표상을 설정하거나, 간단계(bar-level)나 나

무구조와 같은 통사구조물을 설정하고 이에 한 제약을 두는 등의 

이론을 개할 수 없다. 

따라서 최소주의 하에서는 음성형식(Phonetic Form: PF)과 논리형식

(Logical Form: LF)을 제외한 다른 통사 층 들( . 심층구조(Deep 

Structure: DS), 표층구조(Surface Structure: SS))을 설정할 수 없다. 

한, 통사 상을 설명하기 해서 흔 (trace)이나 이들의 분포에 한 

제약( . 공범주원리(Empty Category Principle)), 통사  거리를 구하기 

한 ‘지배(government)’와 같은 개념을 설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언어 

상을 설명하는 것도 최소성의 원칙을 어기는 것으로 불가하다.

이러한 최소주의 통사론의 시도는 이론 으로는 완성도가 있었지

(economy)을 지키는 방향으로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생성문법이론에서 타당성

(adequacy)이라는 개념의 발 과 그 역사에 한 종합 논의로는 Rizzi(2016)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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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기에는 여러 가지 경험  난제에 부딪 야만 했다. 연구자 입장

에서는 GB이론에서 여러 모듈을 사용하여 이룬 경험  이론  성과

를 모두 버리고, 최소주의 원칙에 따라서 해당 상을 재해석하여야 

했으며, 한 GB이론의 경험  성과를 뛰어 넘는 새로운 자료와 연

구 성과를 산출하여야 했던 것이다(Hornstein et al., 2005). 그러나 지

난 20여 년 동안 최소주의 이론은 경험 으로도 이론 으로 비약 으

로 발 하여, GB이론의 성과를 뛰어 넘는 언어 분석 방법론으로 확

실히 자리 매김 하 다. 이하에서는 최소주의 이론의 주요 가정과 경

험  근거에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2. 최소주의 통사론의 주요 가정(Chomsky, 1995)

최소주의는 1995년 제안된 이후 새로운 언어 자료의 찰  철학

 성찰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정 보완 되어 왔다. 그러나 1995년 제

안된 모델은 그 이후 제안된 생성통사론의 기 가 되므로, 1995년 모

델에 한 이해는 재의 통사이론을 이해하는 데 필수 이다. 지면 

제약 상 1995년 모델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

론 개에 기본이 되는 개념인, 문법설계(architecture of the grammar), 

어휘부(lexicon), 구구조(phrase structure), 이동과 경제성(movement and 

economy), 자질(feature)과 검(checking) 등의 개념에 해서 살펴보

도록 한다.

GB이론에서는 음성형식(PF)과 논리형식(LF) 외에 통사원리를 구

하는 심층구조와 표층구조를 두었다. 심층구조(DS)에서 의미역, 구구

조, 결속 상을 다루는 모듈을 장하 고, 표층구조(SS)에서 격, 결

속, 확 투사원리(EPP), 하 인 조건(subjacency), 이동 등의 통사원

리를 용하 다. 그러나 최소주의 통사론에서는 언어의 본질인 소리

와 의미를 다루는 음성형식(PF)과 논리형식(LF) 외의 다른 임의의 층

를 설정하지 않는다. (1)에서 표 된 것 같이 어휘부에서 문장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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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될 어휘소를 골라 참고집합을 구성하고, 이후 통사  원리를 용

하여 음성형식(PF)과 논리형식(LF)으로 보내서 해석을 하는 문법 설

계를 가지고 있다.

(1) 최소주의 통사론의 문법설계(Chomsky, 1995)

소리와 의미가 하나의 어휘소의 자질로 함께 존재하다가 조음-감지

(articulatory-perceptual interface) 체계를 장하는 음성형식(Phonetic 

Form: PF)과 개념-의도(conceptual-intentional interface system) 체계를 

장하는 논리형식(Logical Form: LF)으로 나 어지는 작용을 음성화

(Spell-out)라고 한다. 음성화 이 에 일어나는 통사부의 운용은 소리

와 의미에 모두 향을 미치는 가시  통사론(overt syntax)이고, 음성

화 후에 일어나는 통사  운용은 소리 혹은 의미 한 가지 역에만 

향을 미친다. 특히 의미에 향을 미치고 음성  실 이 되지 않는 

운용을 비가시  통사론(covert syntax)이라 한다. 최소주의 통사론에

서는 가시  통사론과 비가시  통사론을 모두 연구의 역으로 삼는

다. 따라서 단어, 보다 정확히는 어휘자질의 통사  조합과 이동, 일

치  통사  운용에 의한 의미 변화까지 모두 최소주의 통사론의 연

구 상이다. 분산형태론(Distributed Morphology)에서는 통사-형태-음

운부의 면(interface) 역 한 최소주의 통사론의 연구 상으로 

삼는다(Halle & Marantz,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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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부에는 어휘소의 통사  자질들뿐만 아니라 어휘소의 소리, 의

미와 련된 고유한 자질들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를 들어 “book”

이라는 단어는, 어휘부에 그 소리([bʊk])와 의미(〚book〛), 범주 정보

인 명사성(N), 그리고 명사성에서 기인하는 격(Case)과 일치(φ

-features) 자질들이 수록되어 있다. 어휘부에는 단어의 고유한 속성만

이 수록되어 있으며, 보편문법이나 개별언어의 일반 인 규칙에 의해

서 상되는 일반 인 원리들은 복하여 수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다.

어휘소를 결합하여 통사구조를 만드는 이론이 구구조이론(Phrase 

Structure Theory)이다. 표 인 이론에는 변형생성문법(Transformational 

Generative Grammar) 기에 가정하 던 구구조문법(Phrase Structure 

Grammar: PSG)과 GB이론에서 극 반 하여 발 시킨 핵계층이론

(X-bar Theory)이 있다(Chomsky, 1957, 1965, 1981, 1986). 

Chomsky(1995)에서 가장 에 띄는 부분은, 최소성의 원칙에 따라 

X-bar와 같은 간 층 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나무구조(가지, 

 등) 한 언어의 근본 구성소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 투사범

주(XP)나 핵(X)와 같은 개념도 따로 정의하지 않고 구조상 치에서 

도출되는 개념으로 본다. 더 이상 투사하지 않는 요소를 XPmax,어딘가

에서 투사되지 않은 요소를 Xmin
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어떤 요소가 

Xmin이면서 동시에 XPmax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열어 두었다

(Chomsky, 1995). X-bar와 같은 간 요소는 Xmin와 XPmax 간 단계로 

표상될 수 있겠지만, 언어의 근본 구성소는 아니므로 음성형식(PF)이

나 논리형식(LF)에서 의미 있는 운용을 받지 못한다. 

Chomsky(1995)에서는 어휘소와 어휘소를 결합하는 것이 통사부의 

가장 핵심 이고 기본 인 운용이라고 보고 병합(Merge)이라는 운용

을 통해서 구구조의 형성 원리를 설명한다. (2)에서와 같이 병합의 결

과물은 병합된 두 요소와 투사하는 표찰(label)로 되어 있다. 표찰달기

에 해서는 이후 Chomsky(2013, 2015)에서 자세히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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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nstein & Nunes, 2008, Hornstein, 2009도 참고). 최소주의 통사론 

기 단계에는 병합된 두 요소  하나가 표찰이 된다고 보았고, 특

히 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착 의 핵이 투사된다고 보았다(Chomsky, 

1995:4장). 병합되는 두 요소의 언어  특성을 반 한 자질이 표찰로 

표 되면서, (3)과 같이 모든 이 어휘자질과 어휘자질로부터 투사

된 요소로만 이루어진다. 통사 구조물을 설명하는 데 어휘자질 이외

의 어떤 자질도 새로이 설정하지 않는다는 최소성의 원칙을 용한 

것으로 이를 필수구구조이론(Bare Phrase Structure Theory)이라고 부

른다.

(2) Merge α and β  =>  K = {γ, {α, β}}

(3) 필수구구조이론에서의 투사

  => {the {the, boy}}

Chomsky(1995)에서는 이동(movement)과 병합(Merge)을 통합하여 

설명한다. 외부에서 새로운 어휘소를 가져와서 결합하는 운용은 외부

병합(External Merge)으로, 이미 통사부에서 운용되고 있는 두 요소를 

결합하는 운용은 내부병합(Internal Merge)으로 구분한다. 외부병합은 

새로운 구 구조를 생성하는 기본 운용이고, 내부병합은 하나의 어휘

소가 두 번 통사구조에 출 하여 이동을 일으키는 운용이다. (5)에 표

되었듯이 이동하기 과 이동한 후에 동일한 요소가 통사구조에 남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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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병합(External Merge)

(5) 내부병합(Internal Merge)=이동(MOVE)

와 같이 어휘자질 만으로 이동의 경로를 표 하고 해석하여 최소

성의 원칙을 지키는 이론을 이동복사이론(Copy Theory of Movement)

이라 한다. 이동복사이론에 따르면, (6)과 같은 문장에서 의문사 what

이 문장에 두 번 출 하여 상 의 what은 운용자로 하 의 what은 의

미역을 받는 목 어로 해석되는 결과를 가진다. 어의 발음규칙에 

의해서 상 의 what만이 발음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Chomsky(1995)를 

비롯하여 이후 최소주의 통사론 모델에서는 통사구조에 이동의 흔

(trace)과 같은 임의의 새로운 요소가 도입되지 않는다.

(6) What do you like <what>?

이동복사이론은 최소성의 원칙을 지키며 재구효과(reconstruction 

effects)를 설명하는 경험  의의를 지닌다. 아래 (7a)의 문에서 his

는 의문사와 함께 이동하여 every의 성분통어(c-command)를 받을 수 

없는 치에 있다. 그러나 의미상 his는 양화사 every의 성분통어를 

받아야 every의 변수로 해석된다. 이동복사이론에서는 이와 같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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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은 요소가 소리 나는 치가 아닌 이동 의 지 에서 의미 해석

되는 이유를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다. (7b)와 같이 내부 병합 이후 

상 의 병합 치에는 운용자만 남기고, 하 의 병합 치에는 나머

지 구를 해석하면 his가 every로부터 성분통어 되며 변수로 해석되는 

재구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주목할 은, (8)과 같이 his가 이동의 경

로에서 every로부터 성분 통어를 받을 수 없다면, (7a)와 같은 변인해

석은 나오지 않는다. (7a)와 (8)의 his의 해석상의 차이는 이동이 복사

의 일종이며  다른 형태의 병합(Merge)이라는 주장에 경험  타당

성을 부여한다.

(7) a. [which of his pictures] did they persuade the museum that [[every 

painter] likes best]?

b. [which of his pictures] did they persuade the museum that [[every 

painter] likes <which of his pictures> best? (Chomsky, 2013)

(8) [which of his pictures] persuaded the museum that [[every painter] 

likes flowers]? (Chomsky, 2013)

다음으로 최소주의 통사론의  하나의 핵심 개념인 자질(feature)

에 해서 생각하여 보자. 자질에 한 논의는 최소주의 통사론의 기

본 단 에 한 논의이라고 보면 된다. 생성문법 이 에는 통사론의 

기본 단 가 단어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통사부에는 단어로 표

되지 않는 형태소 단 의 기본 단 가 존재하고 ( . T, C), 더 자세

히 보면 형태소 보다 작은 단 의 요소, 즉 자질들도 통사부 운용에 

참여 한다( . 격, 일치 등). Chomsky(1995)에서는 통사부의 운용단

를 어휘자질로 보고, 통사론에서 사용되는 자질들의 종류와 기능, 이

들의 해석에 한 이론을 개한다. 이 논의가 후에 검이론

(checking theory), 일치이론(Agree theory) 등으로 발 하게 된다. 

표 인 통사 자질은 (9)에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Chomsky, 

1995:277). 범주자질(categorial features)은 해당 어휘소의 병합과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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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담당하는 자질이다. 일치자질(φ-features)은 성, 수, 인칭과 같은 형

태  일치를 일으키는 자질이고, 일치의 과정에서 해당 어휘소의 재

배치(displacement)를 일으키기도 한다. 격자질(Case feature)은 통사  

분포에 의해서 명사구에 발 되는 형태  자질이고, 크게는 구조격과 

비구조격(어휘격, 내재격)으로 나뉜다(cf. Woolford, 2006).7) 마지막으

로 힘자질(strength feature)은 해당 자질이 이동을 통해서 검되어야 

하는지 그 자리에 있다가 논리형식(LF)에서 검되어야 하는지를 알

리는 자질이다. 강자질은 가시  이동을 일으키며, 약자질은 비가시

 이동을 일으킨다. Chomsky(1995)에서 강자질은 다른 자질의 하  

자질로 인식되다가, 이후에는 이동을 일으키는 일반화된 EPP자질

(generalized EPP)로 통합되었다(Chomsky, 2000, 2001).

(9) a. 범주자질: N, V, n, v, T, D, C 등

b. 일치자질: 성, 수, 인칭 등 

c. 격자질: 구조격, 비구조격 등

d. 힘자질: 강자질, 약자질

통사자질들은 음성형식(PF)이나 논리형식(LF)에서 해석 가능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해석가능자질(interpretable feature: iF)과 해석불가자

질(uninterpretable feature: uF)로 나뉜다. 를 들어, 일치자질은 명사

에 부여될 경우 명사고유의 속성으로 해석 가능하지만, 동사구나 시

제소에 부여될 경우 해석 불가능한 자질로 통사부에서 검, 삭제되

어야 한다. 

7) 통 으로 격 자질은 구조격(structural Case)와 비구조격(non-structural Case)로 나뉘며

(Chomsky, 1981, 1986), Chomsky(1995)에서는 주로 구조격에 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

다. 그러나 Woolford(2006)의 연구에 따르면 비구조격은 다시 어휘격(lexical Case)와 내

재격(inherent Case)으로 나뉜다. 어휘격은 명사구를 선택(selection)하는 핵(동사, 치사 

등)의 어휘  속성에 의해 결정되며 통사 으로 측 불가능하나, 내재격은 명사구에 

부여되는 의미 치(θ-position)에 따라 결정되어 구조상에서 비교  규칙 으로 분포한

다. 목표 (goal)의 의미역을 받는 여격 명사구, 외부논항 역할을 하는 능격 등이 내재

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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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msky(1995)에서는 완 해석(Full Interpretation)의 원칙을 따라 

모든 어휘 자질이 해석 가능한 상태로 검되어 음성형식(PF)과 논리

형식(LF)으로 보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어휘부에서 들어온 해석

불가자질들을 검-삭제하여 해석 가능한 어휘소로 만드는 것이 통사

부의 주요 역할이다. Chomsky(1995)에서는 uF자질을 검하기 해

서 어휘소가 해당 자질을 검할 수 있는 역으로 병합한 결과가 이

동이라고 해석한다. uF자질을 그에 부합하는 iF자질과 일치시켜 형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일치 상(agreement)으로 해석한다. 1995년 모

델에서는 이동의 착 이 uF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Chomsky(1995)에서는 자질 검이 일어나는 환경과 원리에 해서

도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 핵심은 아래 (10)에 요약된 자질유인

(Attract F)이라고 할 수 있다. 자질유인(Attract F) 이론에 따르면 이동

의 상은 자질 검이 가능한 자질 F이고, 자질이 이동할 때 보다 

가까운 치에 해당 자질을 가지고 있는  다른 어휘소가 있으면 이

동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동이 철 히 최소성, 경제성

의 원칙에 따라 운용되며, 동인이 불분명한 이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는 것을 함의한다. 

(10) 자질유인(Attract F)8)

(착 )K는 (자질)F가 K의 하 표찰과 검 계를 이룰 수 있는 가

장 가까운 자질일 때, F를 유인한다(Chomsky, 1995:297). 

자질유인(Attract F) 이론에 따르면, 언어에서 (11)와 같은 인상

(super-raising)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다. 하

의 목 어인 John이 주 의 주어 자리로 격을 받기 해서 이동할 

때, 간에 it이라는 격자질을 가진 다른 요소가 존재하므로 John이 it

을 넘어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상  최소성

8) Chomsky(1995:297) 원문 참조: “K attracts F if F is the closest feature that can enter into 

a checking relation with a sublabel of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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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ized Minimality; Rizzi, 1990)의 개념이 이동의 정의에 포함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1) *John seems that it was told <John> that Mary is beautiful.

4. 일치(Agree)와 주기성(Cyclicity) 

The Minimalist Program(Chomsky, 1995)의 발표 이후, 제안된 이후 

모델에서 가장 주목할 이론  변화는 “일치”와 “주기성”이라는 단어

로 요약할 수 있다. Chomsky(1995)에서는 문장 체를 통사부의 기본 

운용 단 로 보았으나, 그 이후 발표된 최소주의 통사론 논문들에서

는 문장보다 작은 단 인 국면(phase)을 통사부의 운용단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Chomsky, 2001, 2004, 2008). 국면을 심으로 통사

부의 운용이 주기 (cyclicity)으로 용된다. 한, 검(checking)이 

아니라 탐침(probe)에 의해 일치가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이동과 일치

를 분리하여 설명해야 할 근거를 제시한다.

먼  일치(Agree)이론에 해서 살펴보자. Chomsky(1995)에서 제안

된 검이론(checking theory)에서는 어휘소가 형태  자질까지 모두 

가진 상태로 통사부에 도입된다. 그러나 일치이론에서는 어휘소가 일

치를 통해서 그 형태  자질을 획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일치

(Agree)는 통사 으로는 해석불가자질을 없애는 기능을 하고, 형태론

으로는 어휘 자질의 값(value)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일치이

론은 이후 다 일치(Multiple Agree: Hiraiwa, 2001), 주기일치(Cyclic 

Agree: Béjar & Rezac, 2009) 등의 다양한 이론으로 발 하게 되었다. 

일치의 조건은 아래 (12)에 요약한 것과 같다.



18  한국어학 81

(12) 일치이론(Agree theory)의 주요 개념

a. 최소탐색(minimal search): 탐침자 P는 성분통어의 역에서 있는 

목표물(goal) K와 일치를 이루고, 필요한 경우 K는 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할 수 있다(Chomsky, 2004:109). 

b. 활성화조건(activity condition): 해석불가자질이 탐침자 P와 목표

물 K를 통사부에서 활성화할 수 있으며, P와 K의 자질부합 

(matching)은 일치(agreement)에 이른다(Chomsky, 2001:4).

c. 국지성조건(locality condition): 탐침자 P와 목표물 M사이에 P와 

부합하는 자질을 가지는 K가 존재하는 경우 K는 P와 M 사이의 

일치를 막는 간섭효과를 일으킨다(Chomsky, 2001:6).

일치이론에 따라서 부정사 주어 인상 구문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

다. (13)에서 Susan은 검받아야 할 격자질과 일치자질을 가지고 

sleepy의 주어로 생성된다. 부정사 시제소 T 한 일치자질(φ-자질)을 

가지고 있어 T와 Susan 사이에서 일치가 일어나고 Susan은 부정사구

의 주어자리로 이동한다. 그러나 부정사구의 T는 완벽한 시제소가 아

닌 불완 한(defective) T 로서 Susan의 격자질을 검하지 못한다. 이

후 주 의 시제소 T가 Susan과 일치하여 φ-자질을 검하고 Susan은 

φ-자질 일치의 결과로 격자질을 검 받아, 해석 가능한 상태로 음성

형식(PF)과 논리형식(LF)으로 달된다. 주목할 은, Chomsky(2001)

에서는 격자질을 검할 별도의 핵을 설정하지 않고, 명사구와 시제

소 사이에서 φ-자질 일치가 일어나면 그 결과로 격자질이 삭제된다고 

가정한다. GB이론에서 격과 일치를 분리하여 설명했던 것과 매우 다

른 이다.

(13) [Susan  Tcompl  seems   [ <Susan>  Tdef  to be  <Susan>  sleepy ]]

다음으로 국면(phase)에 해서 살펴보자. 통사부에서 어휘소를 조

합할 때 얼마만큼의 어휘소를 가지고 운용을 할까? 이에 해서 

Chomsky(2001)에서는 국면이라는 통사  단 를 설정한다. Chomsky 

(2001)에서 제안한 국면은 의미 으로 진술을 이룰 수 있는 진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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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itional phrase)이다. 통사 으로는 논항 구조가 완성된 동사구

(v*P)와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는 C(보문소)가 완성된 CP가 국면의 기

단 이다. 

Chomsky(2001)에서는 TP나 외부 논항이 없는 수동태, 비 격 동사

구(vP)는 국면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후 Chomsky (2008)에서는 

명사구(DP)가 국면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제안한다. 어떤 구가 국면으

로 인정받기 해서는 국면으로서 행동하는 의미 , 음성  증거가 있

어야 하는데 Chomsky(2001)에서는 v*P와 CP가 재구(reconstruction)의 

착 이 되고 음성 으로도 이동의 단 가 되어 국면으로 합하고, 의

미 으로 독립된 단 라고 주장한다.

국면과 주기성이 결합하여 탄생한 제약이 국면불가침조건(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이다(Chomsky, 2001:13-14). 국면불가침조건

은 이미 운용이 끝난 국면을 다시 운용에 참여시켜 계산의 부담을 지

우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통사부의 계산이 최소성의 원칙을 지키

도록 하는 것이다. 국면불가침조건에 따르면 국면인 v*P와 CP는 모든 

어휘소가 결합되고 일치를 이루게 되면, 그것의 보충어(complement)

를 음성화(Spell-out)한다. 음성화 이후에는 해당 역에 일치나 이동 

등의 통사  운용을 일으킬 수 없다. 국면의 보충어(complement) 내부

에 있는 요소가 통사운용을 받기 해서는 음성화되기 에 국면경계

(phase edges)로 이동하여야 한다. 

(14) 국면불가침조건(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9)

핵 H로부터 투사된 강한 국면(strong phase) HP에서, H의 역은 

HP밖에서 일어나는 통사  운용에 근 불가하다. 오직 핵 H와 H

의 경계(edge)에 있는 요소들만 그러한 운용에 근 가능하며, 이때 

경계란 H의 지정어(specifier)와 HP에 부가된 요소들을 말한다. 

9) Chomsky(2001:13) 원문 참조: “For strong phase HP with head H, the domain of H is 

not accessible to operations outside HP; only H and its edge are accessible to such 

operations - the edges being the residue outside of H', either specifiers or elements 

adjoined to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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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이론에 따르면 의문사의 이동이 한꺼번에 일어나지 않고 각 국

면의 경계를 거쳐 연속주기이동(successive cyclic movement)을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연속주기이동을 하지 않으면 의문사구는 국

면의 보충어(complement) 역에 갇 서 통사  운용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비해석자질들이 검되지 않아 문장이 비문이 된다. (15)에서

와 같이 의문사가 자질을 검받고 운용자로서 해석되기 해서는 각 

국면에서 경계면으로 연속주기이동하는 것이 필수 이다. 

(15) What do you [v*P <what> think [CP <what> that John [v*P <what> 

bought <what>]]]?

5. 병합(Merge)과 표찰달기(labeling)

최소주의 통사론의 이론  변천에 한 마지막 논의로, 병합과 표

찰달기에 해서 알아보자. 두 주제는 Chomsky(2013)과 Chomsky 

(2015)에 제안되어 최근에 매우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Chomsky 

(2013) 논문의 제목인 Problems of Projections의 이름을 여 POP모델

이라고도 불린다. 이하에서도 편의상 POP모델로 여 부르기로 한다. 

POP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필수구구조이론(Bare Phrase Structure 

Theory)을 발 시켜 구구조의 형성과 표찰에 한 체계 인 이론을 

수립하 다는 것이다. Chomsky(2013)에서는 인간 언어의 주요 특징을 

아래의 4가지로 정리하고, 이 에서 조합성과 재배치는 병합(Merge)

으로 설명하고, 순서(order)는 음성형식(PF)의 역으로 이해하여 통사

론의 역으로 보지 않는다(음성화와 선형화에 한 다른 견해로는 

Fox & Pesetsky, 2005; Ko, 2014 참조). 마지막으로 투사(projection)의 

문제는 표찰달기(labeling)의 문제로 이해하고 이에 한 이론  설명

을 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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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핵심통사운용(Chomsky, 2013)

a. 조합성(compositionality)

b. 순서(order)

c. 투사(projection)

d. 재배치(displacement)

먼 , 조합성과 재배치를 일으키는 병합(Merge)에 한 POP모델의 

이해는 다음과 같다. 최소주의 통사론 기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외

부병합(External Merge)과 내부병합(Internal Merge) 모두 같은 병합

(Merge)에 의한 것으로 이해한다. POP모델에서 보다 명확히 한 것은 

외부병합과 내부병합 모두 통사부의 계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용이라는 것이다. Chomsky(1995)모델에서는 외부병합과 내부병합

이 같은 병합이라 하더라도, 내부병합은 복사(Copy)와 병합(Merge)을 

동반하고 자질 검에 의해서 유발되는 복잡한 운용으로 이해하 다. 

그러나 POP모델에서는 내부병합에 어떠한 비용(cost)도 부여하지 않

으며 따라서 인간 언어에서 이동은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상으

로 재해석되었다. 재배치를 인간 언어의 불완 성으로 규정하 던 

Chomsky(2001)모델과도 상반된 해석이며, 아이러니하게도 GB모델에

서 주장하 던 Move α와 같이 이동자체를 제약하지 않는 모델로 회

귀한 것이다.

POP모델은 필수구구조이론(Bare Phrase Structure Theory)의 원칙을 

이 의 모델들보다 철 히 따른다. 통사구조에서 지정어(specifier)라

는 개념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며, 핵이 투사된다는 개념, 내심성

(endocentricity)도 강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외심 인 

구조(exocentric structure)도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표 인 

가 TP의 구조이다. 

기존의 핵계층이론(X-bar theory)에서는 주어가 SpecTP로 이동한 이

후, T가 투사하여 TP를 형성하는 것으로 이해하 다 ((18) 참조). 그

러나 POP모델에서는 TP와 주어가 결합한 후 두 구가 동등한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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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며, T가 투사되는 것이 아니라 두 구(TP와 NP)의 일치자질이 투

사되는 것으로 이해한다((19) 참조). Chomsky(2013)에서 시하 듯

이, 핵이 직  투사되지 않는 구조도 자질 일치가 있다면 존재 가능

하다. 이와 같은 병합을 단순병합(Simpler Merge)라고 명명하고 있

다(Chomsky, 2013: 42).

만약, 내심성을 지키지 않는 단순병합이 가능하다면 통사구조물

을 만들 때마다 두 요소가 합쳐진 결과물을 무엇이라 부를 것이며, 

그 구조물의 특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에 한 

답이 표찰달기(labeling) 이론이다. POP모델에서는 통사  구조물이 

면부에서 이해될 수 있는 물체로 이해되기 해서는 표찰달기 알고

리즘(Labeling Algorithm: LA)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LA는 

국면단 에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LA의 원칙은 최소탐색

(Minimal Search)의 수이다. 따라서 표찰을 결정할 때, 최소탐색의 

원칙을 용하여 가장 가까운 핵이 표찰이 되도록 한다. 즉, (20)에서

와 같이, 핵 H와 구 XP가 병합되면 가장 가까운 핵인 H가 병합된 구

조물의 표찰로 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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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표찰달기: 핵과 구의 병합10)

만약, 구와 구가 결합한다면 어떻게 표찰을 결정할 것인가? POP모

델에서는 이런 경우 어떤 핵도 표찰에서 가깝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LA를 용하기 해서는 이동 혹은 일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

장한다. 

먼  이동으로 LA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1a)와 

같이 소 의 주어 John과 서술어 my best friend가 결합하는 경우 두 

요소 모두 명사구이다. 따라서 두 요소가 결합한 소 은 단순 결합만

으로 그 표찰을 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소 의 주어가 이동하면, 소

에는 서술어 명사구만 남게 되고 따라서 서술어의 핵인 D가 소

의 표찰로 결정된다. 보다 일반화하면, (2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2)에 정리된 일반화는 Moro(1997, 2000)의 동 반 칭성(dynamic 

anti-symmetry) 이론을 소 에 용하고, 이를 표찰달기 이론으로 확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1) a. John is my best friend.

b. is [?? [DP1 John] [DP2 my best friend]]

c. [TP [DP1 John] is [DP2 <DP1 John> [DP2 my best friend]]

 (Citko et al., 2018에서 재인용)

(22) 표찰달기: 구와 구의 병합11)

두 개의 구, XP와 YP가 병합할 경우, 이동을 겪은 XP의 하 복사

10) Chomsky(2013:43) 원문 참조: “Suppose SO = {H, XP}, H a head and XP not a head. 

Then LA will select H as the label, and the usual procedures of interpretation at the 

interfaces can proceed.”

11) Chomsky(2013:44) 원문 참조: “The intuitive idea is that the lower XP copy is invisible 

to LA, since it is part of a discontinuous element, so therefore β will receive the label of 

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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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표찰달기에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구이며, 따라서 XP와 YP의 

병합구는 YP의 표찰을 받는다. 

POP모델에서는 동사구 내부에 병합된 주어가 TP로 이동하는 것 

한 표찰달기를 한 과정으로 이해한다. 외부논항인 주어(external 

argument)가 동사구 지정어 자리에 남아 있으면 동사구의 표찰을 결

정할 수 없지만, 주어가 TP로 이동함으로 인해서 동사구의 지정어 자

리가 비워지면 동사구의 표찰을 v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이론

에서 EPP자질을 활용하여 자질 검의 일종으로 보던 주어인상 상

을 표찰달기의 에서 새롭게 재해석한 것이다. 

한, 장거리 의문사 이동의 연속주기이동도 표찰달기의 결과라고 

이해할 수 있다. (23a)와 같이 의문사구 in which Texas city가 주 까

지 이동하지 않고 삽입 의 CP로 이동하여 거기서 이동을 멈추면 비

문이 된다. POP모델에서는 (23a)가 비문인 이유가 삽입 의 표찰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의문사구 PP와 CP의 병합

으로 삽입 의 표찰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23b)와 같이 의문사구가 

상 로 이동하여 삽입  CP의 표찰을 C로 결정하여야 법한 문장

으로 단된다는 것이다. 한편, (23b)에서는 주 의 C와 의문사구 PP 

사이에는 의문자질 일치가 일어나 표찰이 결정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

는다.

(23) a. *they thought [[PP in which Texas city] [CP C 

[JFK was assassinated]]]?

b. [PP In which Texas city] did they think [CP C 

[JFK was assassinated]]?

다음으로, 일치(Agree)를 통해서 표찰을 결정하는 경우를 알아보자. 

이미 (19)에서 주어와 시제구의 일치를 통해서 표찰을 결정하는 경우

를 살펴보았다. 주어의 일치자질과 시제구의 일치자질이 서로 공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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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4)와 같이 통사구의 표찰이 결정된다. POP모델에서는 등 속

구의 표찰달기도 일치의 결과로 보고 있다. 

(24) 표찰달기: 주어와 시제소의 일치(Saito, 2016)

Chomsky(2013, 2015)에서는 표찰달기의 경험  결과에 해서도 

상술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결과에 해서 주목

하도록 한다. 첫째는, Rizzi(2006, 2015)에서 주장한 기 동결(criterial 

freezing)과 표찰달기의 계에 한 것이다. 아래 (25)의 경우, wonder

의 삽입 에 의문사구가 있을 경우 의문사구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

고 그 자리에 남아 간 의문문 해석을 일으킨다. POP모델에서는 삽

입 의 C와 의문사 PP구가 모두 의문사 자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자질이 공유되어 삽입 의 표찰이 결정되고, 표찰이 결정되고 나면 

의문사가 더 이상 이동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자리에 머물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Rizzi(2006, 2015)가 주장한 기 동결(criterial freezing)이 

표찰달기의 결과라는 것이다.

(25) they wondered [α in which Texas city] [β C [JFK was assassinated]]]

POP모델에서는 EPP자질과 GB이론에서 제안한 공범주원리(Empty 

Category Principle)의 통합도 시도한다. (26)과 같은 문장은 GB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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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공범주원리로 설명했던 표 인 문으로 that-흔 효과(that-trace 

effect)라고도 불렸던 상이다. 어에서 that 의 주어는 that이 음성

으로 실 될 경우 의문사 이동을 겪지 못한다는 제약이다. POP모

델에서는 어의 T가 약한 핵이고 따라서 주어인 how many 

mechanics가 반드시 TP에 남아서 통사  구조물의 표찰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탈리아와 같이 공주어(null subject)언어에서

는 (26)과 같은 문장이 정문이다. 공주어를 허용하는 강한 T 언어에서

는 주어가 TP와 병합할 필요도 없지만, 병합한다고 해도 T 자체가 

TP의 표찰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 주어가 

이동하여도 된다고 주장한다.

(26) *How many mechanics did they say that __ fixed the cars?

POP모델은 아직 그 역사가 깊지 않은 만큼 많은 수정과 보완이 필

요한 이론이다. 그러나 통사론의 기본 운용인 병합의 문제에 깊게 천

착하여 기존의 구구조이론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간연속이동, 자질

검과 표찰의 문제, 일부 외심구조의 필요성 등을 이론 , 경험 으

로 논증하 다는 에서 그 의의가 있다. 표찰달기 이론이 한국어나 

일본어와 같이 통사  일치가 활발히 찰되지 없는 자유어순언어에 

어떻게 용될 수 있는지도 매우 흥미로운 연구 과제이다. 이 문제에 

해서는 Saito(2016)의 종합 인 논의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6. 실험통사론과 생성문법이론의 망

마지막으로, 생성문법이론의 향후 발  망과 실험통사론의 요

성에 해서 언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의 서두에서 

밝혔듯이, 생성통사론은 생각의 도구로서의 언어, 인간의 고유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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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작용으로서의 언어 체계를 밝히는 데 그 목 이 있다. 따라서 이

론 으로는 최소성의 원칙을 지키되, 경험 으로는 인간 언어의 공통

과 차이 을 체계 으로 설명, 측할 수 있는 이론으로 발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제까지의 통사이론에서 요시 하 던 통사부 

내부의 문제들(core syntax)뿐만 아니라 통사부와 면부에 한 이론

 경험  문제들은 앞으로도 생성문법연구의 주요 연구 상이 될 것

이다.

최근에는 기존의 최소주의 통사론에서 활발히 다루어졌던 핵심통

사부, 통사-형태부 면부, 통사-의미부 면부뿐만 아니라, 통사-화용

부의 면부 상(syntax-pragmatics interface)에 한 연구가 매우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다. 진술문의 범 를 넘어서는 좌측  우측 경계부

(left/right peripheries) 연구, 다양한 종류의 통사-화행 연구가 매우 활

발히 진행 이다( 련 연구로는, Collins & Postal, 2012; Espinal, 

1991; Griffiths & Vries, 2013; Haegeman, 1991, 2006, 2012; Haegeman 

& Hill, 2013; López, 2009; Miyagawa, 2010, 2017; Rizzi, 1997, 2006, 

2015; Ko, to appear; Ott & Vries, 2016; Vries, 2006; Zanuttini, Pak, & 

Portner, 2012 등 참고). 특히 존 (honorifics), 화행(speech act), 화제/

(topic/focus) 등 담화기능을 표지하는 형태-통사 상이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한국어에 한 연구는 이론 으로도 경험 으로도 앞으

로 최소주의 통사론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기 한

다.12)

12) 생성문법이론의 변천은 한국어 연구에도 많은 향을 미쳤다. 1980년 에는 GB이론을 

통해서 한국어 문법연구의 기술 , 설명  타당성을 확보하고 한국어와 다른 언어의 

유형론  계를 이해하기 해 노력한 시기이다. GB이론과 원리와 매개변수 이론에 

기반한 한국어 생성통사론에 한 최근 연구로는 김용하, 박소 , 이정훈, 최기용(2018)

을 참고할 수 있다. 1990년  최소주의가 제안된 이후 분산형태론(Distributed 

Morphology: Halle & Marantz, 1993)이 통사론의 역에서 다루어지면서 한국어의 격과 

조사의 분포, 보충법과 어미의 형성, 복합동사와 논항구조 등, 형태-통사론 면부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김용하, 1999, 이정훈, 2008, 최기용, 2009 등 참고). 

한, 자유어순언어인 한국어의 어순변이에서 포착되는 최소성, 주기성에 한 연구 

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종합 논의로는 Ko, 2018 참고). 화용정보가 통사부에서 

풍부하게 표 되는 한국어에서 형태-통사-화용 면부에 한 최근 생성문법연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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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최근에는 이론통사론 연구를 더욱 엄 하게 검증하기 해서 

통계를 활용한 질  연구, 실험통사론의 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언어 연구가 이미 산출된 언어 데이터뿐만 아니라 언어 지식 체라

면 당연히 언어와 련된 정신활동, 즉 뇌와 인지에 한 연구는 모

두 생성통사론의 연구 상이다. 뇌와 인지에 한 연구에는 실험언

어학 연구가 필수 이다. 

실험통사론이 활용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이론언어학자는 모

두 실험언어학자라고 할 수 있다. 언어학자라면 구나 자신이 주장

하는 이론을 실제 언어 자료를 가지고 엄 히 검증하여야 한다. 넓게 

말해, 기존의 직 을 활용한 연구들 모두가 간단한 형태의 실험통사

론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의 학자들의 직 에 기반한 연

구에는 한계가 있을 경우가 많다. 특히, 학자들 간에 언어자료에 한 

직 단이 다를 경우는 다름을 인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언어

자료에 한 직  단이 정말 다른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 등을 밝힐 수 있는 실험 연구가 필수 이다. 경험  사실 자

체에 한 철 한 검증이 없이는 이론  주장의 설득력도 없기 때문

이다. 

한, 서로 경쟁하는 언어 가설을 검증하는 경우도 몇 가지 문장만

으로 검증하기보다는 치 한 조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실험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 집단을 비교

하는 연구에도 실험 연구는 필수 이다. 언어학과 심리학(언어처리)의 

경계에 있는 상들을 연구할 때에도 자료에 한 단이 언어학의 

역인지 심리학의 역인지를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해서

는 실험 연구가 필수 이다.

한 주목할 만하다(Zanuttini, Pak & Portner, 2012, Seo, 2017 등 참고). 이외에도 최소주

의 통사론에 기반한 한국어 문법연구는 한국어의 형태-통사-의미-화용의  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어를 보편문법의 에서 이해함으로써 개별언어로

서 한국어에 한 보다 깊은 이해와 인간의 언어 지식체계에 한 이론  탐구에 기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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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통사론의 여러 연구 방법이 개발되어 있는데 이론언어학자들

이 많이 사용하는 실험은 언어직 을 활용하는 것이다. 문장의 수용

성 혹은 문법성 단을 해서 가/부(yes-no)를 묻거나, 5  혹은 7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거나, 심리 단 수(Magnitude Estimation)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한, 직  단의 추이를 살피기 해서 실시

간읽기실험(self-paced reading test)이나 안구운동추 (eye-movement 

tracking) 등을 활용할 수도 있다. 뇌 활동과 언어의 계를 연구하기 

해서 뇌 도(EEG), 뇌자도(MEG), 기능  자기공명(fMRI) 등의 기

기를 이용한 언어 연구도 활발히 진행 이다(이론언어학자가 참고할 

만한 직 실험 련 연구로는, Bard, Roberston, & Sorace, 1996, 

Cowart, 1997, Crain & Thornton, 1998, Featherson, 2005, Schütze, 

1996, Snyder, 2000, Sorace & Keller, 2005, Sprouse, 2009, Sprouse et 

al., 2016 등이 있다).

어떤 실험 방법론을 활용할 지, 어떤 통계  방법론을 활용할 지는 

연구 목 에 따라 달라지지만, 체계 인 실험 연구를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고 측하는 실험언어학 방법론은 이미 상당히 화되어 있

다. 생성통사론의 연구 상이 언어 지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언어

학과 생물학, 언어학과 심리학의 경계가 무 지고 활발히 업이 일

어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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