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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0일, 23일 양 일에 걸쳐,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러시아센터, 노어노문학과, 언어학과의 공동 주체로, 스티븐 프랭

스 교수(Steven Franks,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의 초청강연회가 개최되었다. 프랭스 교수는 “Q continuum”, “인칭 자질의 기하

학적 구조와 접어 대명사 순서의 선호도(Person Feature Geometry and Pronominal Clitic Ordering Preferences)”라는 제목

의 강연회에서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다른 슬라브 제어를 함께 다루면서, 이들 사이의 통사적 구조의 차이를 규명했다. 

“Q continuum” 강연에서 프랭스교수는 슬라브 제어에서 나타나는 수체계의 변이들을 통사적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지에 관해 고찰했다. 수체계의 범주와 수사가 할당하는 격, 양화사구(QP)의 주어와 술어 간, 또한 수사와 수사가 수식하는 명사 

간 일치관계에 대해 통사구조를 살피고, 러시아어 외 다른 슬라브어의 수체계에 대한 최신 연구들을 간략히 소개했다.  

러시아어 수사를 다룬 선행연구는 수가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에 할당하는 격과, 수사구-술어 일치관계를 다룬다. 먼저 러시아

어에서 수-피수식 명사의 관계는 피수식 명사에 일괄적으로 생격(GEN)이 할

당되는 경우와, 수사에 할당된 격에 따라 피수식 명사의 격이 가변적인 경우

로 나뉜다. 특히 전자의 경우에 대해 Pesetsky는 이 수사구가 QP층위에서 나

타나는지, 혹은 명사구(NP)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술어는 단수나 복수로 달

리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발전시켜, Franks는 QP층위 위에 한정사구(DP)가 있는 경우, QP 내부

의 수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어떠한 격이든 관계없이, 복수 술어를 허용한

다고 주장한다. 반면 QP주어는 단복수 술어가 모두 허용되며, 문장에서 재귀

사, 부동사 등이 나타나 주어의 개별성이 올라가는 경우는 DP와 마찬가지로 

복수 술어만이 허용된다. QP와 DP의 차이는 도치의 가능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며, DP는 전치사구(PP)와 도치가 불가한데 반해, QP는 PP와 도

치될 수 있다. 

수사구 내부에 피수식어가 취하는 격에 대해, Babby가 주장한 격 경쟁에 대한 통사적 격 위계 접근에 따르면 ‘어휘격

>GEN(Q)>NOM/ACC’의 순서로 격이 할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Franks는 구조격(주격/대격)을 할당하는 V, P에 후행

하는 목적어가 DP라면 수사와 피수식 명사는 동일한 격을 할당받는 반면, QP는 구조 격을 할당받지 않는다. 이 경우 DP와 QP

는 술어와의 일치관계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  

슬라브어 전체를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수체계에는 형태통사론적 변이가 존재한다. 통상적으로 슬라브어는 서, 남, 동 슬라브

어로 나뉘는데, 수사구-술어 일치관계의 변이 또한 이 등어선을 따라 분포한다. 서슬라브어에 속하는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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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비아어, 폴란드어는 일반적으로 2,3,4는 복수 술어와 일치하고, 5이상의 수는 단수 술어와의 일치를 보이는 반면, OCS, 불

가리아어, 마케도니아어, 세르보-크로아티아어, 슬로베니아어를 포함하는 남슬라브어는 2이상의 수가 복수 술어를 취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우크라이나어, 벨라루스어, 러시아어가 속한 동슬라브어는 서슬라브어와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 서-남슬라브

어의 중도적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수사 체계와 관련해 Corbett(1998)는 수와 명사의 유사성에 대해 언급한다. 수가 커질수록 N과 V가 일치를 위해 접근

하는 것을 막는다는 점, 명사수식 형용사가 생격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명사와 유사하다. 또한 더 큰 수로 양화되는 집단은 개

별성이 낮고, 하나의 단위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문에 큰 수는 문법적으로도 명사에 가깝다(개별화의 정도:tri knigi> 

cetyre knigi, 복수로 인정되는 정도:tri knigi> cetyre knigi).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Franks(1994,1995)에서는 러시아어와 BCMS에 대해 ‘격자질’과 ‘범주’ 매개변수를 상정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격자질” 매개변수 

a, 러시아어에서 Q는 [-oblique]GEN을 할당한

다. 즉, GEN(Q)가 존재한다. 

b. BCMS에서 Q는 [+oblique]GEN을 할당한다. 

"범주" 매개변수 

a. 러시아어에서 N은 QP 또는 DP를 투사한다. 

b. BCMS에서 N은 DP를 투사한다. 

또한 Franks(2002)에 따르면 QP 인허에 대해 상대적 유표성 접근으로 러시아어와 BCMS을 분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불가리아어(Bg)나 마케도니아어(M) 같은 최소 격 체계(minimal case system)를 지닌 슬라브어에서의 Q체계에 대해 논

하는 경우, 과연 Q범주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Bg, M에서도 brojna(‘가산’)의 존재는 명백한 형

태론적 증거로, 이 언어들에서 양화사가 취하는 형식이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QP투사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이어서 

강연자는 이 언어들을 다룬 세 연구를 소개했다. LaTerza(2016)는 QP 지위는 부분적으로 NP 위에 DP투사가 존재하는지 여

부에 좌우되기 때문에, 여러 DP는 변별되고, 따라서 영역을 결속한다고 주장한다. Despic(2009, 2011, 2013)은, 이 언어들

에서 NP 위에 존재하는 것은 DP가 아닌, QP라고 주장했고, 이와 대조적으로 Tasseva-Kurktchieva and Dubinsky(2018)는 

Bg에 대해 이 언어가 전형적 DP언어이며, 변별적 QP 투사에 대한 결속이라는 증거들을 제시했다. 

러시아어를 포함한 여러 슬라브어가 다루어졌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특히 형태론적 관사가 존재하지 않는 러시

아어에서 DP를 상정하는 것이 러시아어가 곧 DP언어임을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격 자질에 대한 한정성의 여부가 어떤 차이를 

보일 수 있는지 등등의 광범위한 언어학적 질문이 잇따랐고, 이에 대해 Franks 교수는 관련된 예시들에 대한 수형도를 제시하

며 설명하는 등 열정적인 태도로 답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