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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동사 일치의 통사적 유인

Syntactic Attraction of Subject-Verb Agreement  

장소영*, 김양순**

Soyeong Jang*, Yangsoon Kim**

요 약 본 연구는 주어-동사 일치에 대한 3가지 유형의 통사적 분석을 제공한다. 주어-동사의 수일치는 주어와 서술

어간의 연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는 핵-핵 일치 또는 계층적 구조에 작용하는 상방향과 하방향 자질침

투라는 순수한 통사적 분석으로 제안되어야 한다. 주어-동사 일치의 오류는 선형적 근접성이나 최소간섭이 아닌 일치

의 목표와 국소적 유인자인 명사 사이의 계층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의 자료로 수식어로서의 전치사

구 PP 또는 관계절 CP를 포함하는 복합 명사구를 분석하며 이때 복수자질 [+PL]이 강 자질로서 일치오류의 국소

유인자이다. 따라서 일치오류는 화자들이 수식어 전치사구의 복수 명사구 때문에 주절의 단수 주어를 복수로 잘못 분

석하거나 복수 주어의 영향으로 수식어 관계절안의 단수 주어가 복수로 잘못 분석되어 관계절 안의 동사가 복수형으

로 잘못된 일치 오류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즉, 주어-동사 일치는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 내재적으로 불일치하는

일은 없고 특정한 구성소 표현이 국소 유인자로 오인되어 단지 언어분석처리 중에 조작되어 나타난다.

주요어 : 주어-동사 일치, 통사유인, 국소 유인자, 자질침투, 핵-핵 일치, 강 자질[+PL]

Abstract This study provides the syntactic analysis for the agreement attraction by proposing three types of 
syntactic subject-verb agreement. Because subject–verb number agreement codifies the link between a predicate 
and its subject, it must be the purely syntactic processes of the head-to-head agreement or the feature 
percolation, where relevant agreement features percolate upward or downward through the hierarchical syntactic 
structure. The agreement errors are not affected by linear proximity or minimal interference, but instead are 
affected by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between an agreement target and a local attractor. The data in this 
paper includes the complex noun phrases with a modifier PP or a relative clause CP. Here, the [+PL] feature is 
suggested to be a local attractor for subject-verb agreement errors as a strong feature. Therefore, speakers tend 
to erroneously produce plural agreement for a singular subject in a main clause due to a plural NP in a 
modifier PP or plural agreement for a singular subject in a relative clause due to plural main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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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연구의 목적은 통사-의미론의 접합면(interface)

에 중요한함축을갖고있는주어-동사일치(subject-verb

agreement)의 오류현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오류를 일

으키는 유인자들의 특성을 통사 구조적으로 분석하여

주어-동사일치 분석에 일원화된 통사분석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통사적 일치라고 하는

주어-동사 일치 현상의 오류의 원인을 선형적인 근접성

일치(proximity concord)에 기초한 최소간섭(minimal

intervention)이 아니라 상방향과 하방향의 자질침투기

제로 재조명하고 주어-동사 일치현상이 계층적인 통사

구조에 기인하는 통사적 간섭(interference)현상임을 규

명하는 것이다.

통사적 일치는 개념적으로 관련된 분리된 통사범주

들을 연결하는 것인데, 일치기제의 처리 분석이 중요

한 이유는 일치가 통사-의미론의 접합면(interface)에

중요한 함축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일치기제는

모든 언어에 나타나는 빈번한 통사규칙이기 때문이다.

세계 언어들은 개별적인 일치기제를 갖고 있는데 성인

영어화자들은 16개의 단어마다 평균 한 번의 수일치

구문을 만들어낸다는 통계가 있다 [1].

문법적 일치(grammatical agreement)의 주요 통제

자(controller)는 문장의 주어인 명사구 핵(head)인 명

사 N이고 일치의 주요 목표인 피통제자는 서술 동사

구의 핵인 동사 V이며 주요 일치자질은 수(number)자

질이다. 선행연구는 수일치가 대명사인 경우는 어휘적

으로 수 자질을 갖는 반면, 동사는 통사적으로 수 자질

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2].

본연구의주요자료로는전치사구PP와관계절(relative

clause) CP(complementizer phrase)를 동반하는 복합

명사구(complex NP)내의 일치현상을 분석하며 전치사

구가 나타나는 the key to the cabinets 같은 구문의

일치의 실제 통제자인 단수명사 the key가 아닌 수식

어구인 PP안의 비핵(non-head) 명사인 복수형 the

keys가 유인자(attractor)로 나타나는 주어-동사 일치

오류를 본 연구에서는 선형적 분석인 근접성 일치가

아닌 상방향 자질침투(upward feature percolation)의

관점에서 통사적 일치로 분석한다. 요약하면, 구조가형

성되는 과정에 내재적으로 불일치하는 일은 없고 특정한

구성소 표현이 단지 언어분석처리(language processing)

중에 조작되어 오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주어-동사일치 오류는 구어와 문어 둘 다에서 나타

난다 [3, 4]. 주어-동사 일치의 오류는 단수/복수 대치

(asymmetry)현상을 갖는데 the key to the cabinets처

럼 단수 핵 명사가 복수형 명사를 포함하는 전치사구

에 의해 수식될 때만 주어-동사 일치의 오류가 일어나

며 the keys to the cabinet처럼 복수 핵 명사가 단수

형 명사를 포함하는 전치사구에 수식될 경우는 일치오

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이러한 대치 현

상은 주어-동사 일치에서 [+PL]자질만이 강(strong)자

질로 상방향 자질침투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연구 분석 자료로 관계절 CP를 포함하는

복합명사구의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관계절을 포함하

는 복합명사구의 경우는 전치구와는 다른 원인의 통사

적 오류현상이 나타난다. 본동사 주어와 관계절안의

주어가 둘 다 단수일 때는 주어-동사 일치에 오류가

나타나지 않지만, [NP 복수명사-[CP [TP 단수명사-복

수동사]]]처럼 본동사 주어가 복수인 경우는 복수형의

주어가 관계절 안의 동사와 본동사의 동사 둘 다에 영

향을 끼쳐 잘못된 문법성의 오류를 만들어낸다. 즉 복

수형 주어가 관계절내의 단수주어를 갖는 동사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복수주어 일치 동사를 갖는 오류가 나

타나는 것은 관계절을 갖는 복합명사구는 전치사구를

갖는 복합명사구와는 다른 대조적 분석을 요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침투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의 하방향(downward) 자질침투가 일어

나고 이때도 복수[+PL]은 강자질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어-동사 일치현상은 주부를

형성하는 주어 명사구의 핵 N과 술부를 형성하는 동

사구의 핵 V가 서로 일치하는 전형적인 통사적 일치

인 핵-핵 일치(head-head agreement)의 구문으로 양

화사 구문을 살펴볼 것이다.

II. 주어-동사일치의 통사적 분석

주어-동사 일치현상은 통사구조에 근거한 대표적인

문법규칙의 하나이며 주어-동사 일치현상의 오류는 구

어와 문어 그리고 여러 번의 교정을 거친 저널들에서

도 오류현상이 보인다. 연구의 주요 자료로는 전치사

구 PP와 관계절 CP를 동반하는 복합명사구내의 일치

현상을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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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치사구 동반 복합명사구 ([NP + PP])

먼저 근접성의 오류를 보이는 수식어로 전치사구

PP를 동반하고 있는 복합명사구의 구조를 살펴보자.

(1) a. The key to the cabinet is here.

b. The keys to the cabinets are here.

c. The keys to the cabinet are here.

d. ?The key to the cabinets are missing. [3]

e. ?One in ten take drugs. [4]

f. ?No one except his own supporters agree

with him. [4]

주어가 단수 또는 복수 주어일 때 단수/복수 비대치

(singular-plural asymmetry) 현상을 보이는데, 즉 [[NP

단수명사] + [PP [NP 복수명사]] + 복수동사 구문의 오

류는 빈번하나, [[NP 복수명사] + [PP [NP 단수명사]] +

단수동사 구문의 오류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비대치 현

상을 보인다. 위의 문장에서 복수주어인 (1b)와 (1c)는

오류가 없으나 단수주어로 수식어 PP안에 복수 명사구

가 나타나는 (1d~1f)의 문장은 문법적 문장으로 잘못 처

리하는 오류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주요 선행연구는 주어 명사구에서 일치의 실제 통

제자인 단수 명사 핵(head)과 수식어구인 PP안의 삽입

된 비핵(non-head) 명사인 유인자(attractor)인 복수형

the cabinets 사이에서 주어-동사 일치를 위한 선택 상

오류가 근접성 일치(proximity concord)에 기초하여 나

타난다고 주장한다 [4, 5]. 즉 전치사구 내의 복수명사

구가 주어-동사 일치에서 근거리 위치로 근접성

(proximity)에 근거한 최소간섭(minimal interference)

현상을 보인다는 것으로 이는 통사적 접근이 아닌 선

형적인 접근법이다. 이를 수형도로 살펴보자.

(2)

수형도(2)를 보면, 유인자인 비핵명사가 일치에 관

여하는 본동사에 가까울수록 간섭의 효과가 커진다.

단순하게 선형적으로 어순을 분석하면, 가까이에 있는

전치사구 내의 복수명사가 주어-동사의 일치에 영향을

주는 선형적 근접성(linear proximity)에 기초한 유인자

(attractor)라는 것이다 [4]. 즉, 상대적인 거리의 관점

에서 간섭의 효과를 살펴볼 때 이는 계층적인 구조와

는 무관한 선형적 어순의 관점에서 보이는 최소간섭효

과이다. 최소간섭이란 유인자인 비핵명사가 일치에 관

여하는 본동사에 가까울수록 간섭의 효과가 커진다는

것인데 단순하게 선형적으로 어순을 분석하면, [[NP

단수명사] + [PP [NP 복수명사]] + 복수동사 어순에서

단수명사에는 단수동사가 나타나야하지만 단수동사에

좀 더 가까이 있는 복수명사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대적인 거리의 관점에서 간섭의 효

과를 살펴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최소 간섭효과이다.

또 다른 연구는 영어의 주어-동사 일치라는 문법규칙

은 전형적인 통사적 계층(hierarchical)구조에 근거한

규칙이지만 주어-동사 일치의 분석(parsing)과 생성

(production)시의 오류는 구조적 계층구조가 아닌 선형

(linear)구조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6]. 이러

한 생성시의 유인효과(attraction effects)는 여러 연구

에서 발표되었다 [7]. 유인효과란 관계절안의 주어-동

사 일치를 잘못 유도하는 유인자(attractor)는 동사와

인접한 명사구의 유인에 근거하는데 이는 일치자질의

핵심요소인 인칭(person)과 수(number) 자질이 계층구

조가 아닌 단순한 선형구조의 어순(word order)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근접성에 기초한다는 선행연구에 대한 반증

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간섭의 효과를 통사

적 자질침투(feature percolation)의 관점에서 재조명하

고 주어-동사 일치 유인은 통사적 구조 안에서 자질이

동이 일어나는 자질침투(feature percolation)로 분석하

고자 한다 [2], [8], [9].

자질이동이나 침투의 경우, 주어진 통사적 구성소의

자질들은 직접 관할하는 통사절점에서 다음 절점으로

단계적으로 이동하거나 침투되는데 이러한 단계적 이

동 또는 침투는 절점간의 통사적 거리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NP 단수명사] + [PP [NP 복수

명사]]의 구조처럼 전치사구를 동반한 단수주어의 경

우 전치사구 안의 전치사의 복수명사구가 동사의 일치
그림 1. 선형적 근접성과 최소간섭
Figure 1. Linear Proximity and Minimal Inter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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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전치사구의 복수 자질이 위로 침투되어 상위구조의 단

수주어를 복수주어로 잘못 인식하는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아래의 수형도 (3)에서 the gardens가 갖고 있

는 복수자질[+PL]이 강 자질(strong feature)로 the

key로 아래에서 위로 상방향 자질침투(upward feature

percolation)가 일어나서 주어가 복수로 인식되는 오류

가 나타날 수 있다. 즉, 점선으로 표시된 일치가 아닌

직선으로 표시된 일치가 일어나는 이는 선형적 최소간

섭이 아니라 자질침투에 의한 통사적 오류 분석이다.

(3)

위의 구조에서 상방향 자질침투를 보면 동사는 전

치구내의 명사구인 gardens의 복수[+PL]자질이 통사

적 주어로 침투되어 the key의 자질이 복수자질로 잘

못 인식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는 근접성에 근거한

최소간섭이 아니라 자질침투현상이 일어난 통사적 구

조에 근거한 분석이라 할 수 있다.

2. 관계절 동반 복합명사구 ([NP + CP])

이제 전치사구와는 상반된 현상을 보이는 관계절을

포함하는 복합명사구의 주어-동사 일치 오류현상을 살

펴보자.

(4) a. The driver who the runner waves to each

morning honks back cheerfully.

b.*The driver who the runner wave to each

morning honks back cheerfully.

(5) a. The drivers who the runner waves to each

morning honk back cheerfully.

b. ?The drivers who the runner wave to each

morning honk back cheerfully.

위의 예문은 미국의 북동지역과 보스톤의 방언에서

보이는 현상인데 본동사 주어와 관계절안의 주어가 둘

다 단수일 때는 주어-동사 일치가 (4a)와 (4b)처럼 올

바른 문법성의 차이를 보이지만, 본동사 주어가 복수

인 경우는 (5b)처럼 복수형의 주어가 관계절 안의 동

사와 본동사의 동사 둘 다에 영향을 끼쳐 잘못된 문법

성을 보이는 예문이다 [6]. 관계절을 동반한 복합명사

구에서도 전치사구를 동반한 복합명사구처럼 동일한

단수/복수 비대치 현상을 보이는데, 즉 (5b)는 복수형

주어 the drivers가 관계절내의 단수주어를 갖는 동사

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복수 일치 동사를 만드는 오류

가 일어난다. 주어명사구의 복수자질은 강 자질로 일

치와 무관한 관계절안의 동사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계절을 포함한 복합명사구의 오류를 통사

적으로 분석한다면 어떤 분석이 가능할 것인가. 오류

를 일으키는 유인자들은 다수의 명사구들을 포함한 복

합명사구들이며 이 경우 주격을 받는 복합명사구안의

일치를 위한 명사는 독립적인 수 자질을 갖는다는 선

행연구도 있다 [2, 8, 9, 10, 11].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동사의 수 자질에 영향을 주는 문법적으로 적합한 자

질들의 설명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두 가지 주요 주

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적 구조표현의 내재적인

특질에 기인한 명사구내의 잘못 침투된 자질 때문이라

는 주장과, 둘째, 동시에 활성화된 구성소의 자질들이

동사 형태에서 혼동이 일어난다는 주장인데, 핵심적

차이는 주어 표현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 경우

는 주어 명사구가 구조 형성되는 병합과정에 내재적으

로 불일치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 경우는 구조가 형성

되는 과정에 내재적으로 불일치하는 일은 없고 특정한

구성소 표현이 단지 언어분석처리 중에 조작된다는 것

이다.

본 연구는 후자의 입장으로 주어-동사일치의 문법

규칙은 계층적 구조에 기반하며 빈번한 오류는 단순한

선형적 문제가 아닌 계층적으로 상위위치에 있는 본동

사 주어가 갖는 복수 [+PL]자질이 강 자질로 위에서

아래로 작용되는 자질침투로 분석된다. 요약하면 주어

-동사 일치 현상은 언어능력에 기초한 통사규칙으로

그림 2. 상방향 자질침투현상
Figure 2. Upward Feature Perc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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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구조와 무관하게 계층구조에 의존한다.

이제 오류의 핵심이 되는 위의 문장(5b)에 상응하는

수형도(tree diagram)를 살펴보자.

(6)

그림 3. 하방향 자질침투현상
Figure 3. Downward Feature Percolation

생성문법의 자질침투기제에서는 핵에 배당된 모든

문법적인 자질들이 최대투사까지 상방 자질침투가 가

능하고 동일한 자질들은 다시 핵의 논항과 부가어로도

하방 자질침투가 일어날 수 있다 [12]. 전통적인 자질

침투분석에서는 핵의 자질 침투방향은 아래에서 위로

의 상방 자질침투의 방식을 취하므로 [+PL]자질이 위

에서 아래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침투자질

이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기제가 가능하다고 할 때

유인자가 많은 간섭 절점들을 통과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 간섭하는 유인자의 자질들은 핵

명사의 자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덜 활성화되는 약

(weak) 자질이며 주어가 갖고 있는 [+PL]자질은 강 자

질이라고 가정하면 위에서 아래로의 자질침투는 가능

하다고 보아야 한다. 위의 (6)의 수형도를 살펴보면 전

통적인 아래에서 위로의 침투기제가 반대로 적용되는

위에서 아래로의 침투기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

며 이러한 경우 간섭하는 절점들은 비활성화된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상위 명사구 주어 the drivers가 갖고

있는 복수[+PL] 자질이 관계절내의 단수 주어인 the

driver에 침투되면 관계절내의 동사는 복수주어의 영

향을 받아 언어분석처리 중에 복수형 동사로 잘못 인

식하는 오류가 생긴다.

3. 양화사구문의 Q-자질

지금까지 전치사구를 동반한 복합명사구의 상방향

자질침투와 관계절을 동반한 복합명사구의 하방향 자

질침투의 현상을 살펴보았다. 이제 자질침투와 무관하

게 핵-핵 일치(head-head agreement)을 이루는 전형

적인 통사일치가 일어나는 구문으로 양화사 구문의

Q-자질을 살펴보고자한다.

영어의 양화사는 어휘가 수 자질을 어휘 내재적으

로 갖고 있어서 침투와는 무관하게 어휘 내재적인 수

자질을 갖는데 예를 들면, some, any, several, many와

같은 양화사는 [+PL]의 수 자질을 갖고 each, every와

같은 양화사는 [-PL]의 수 자질을 어휘적으로 갖고 있

어 전치사구내의 명사구의 수 자질과 무관하게 주어의

명사구 핵 N과 동사구의 핵 V 사이에 통사적인 주어-

동사 일치가 일어난다. 따라서 양화사구문의 경우는

양화대명사가 Q-자질로 [±PL]라는 수 자질을 어휘적

으로 갖고 있어 선형적 근접성이나 최소간섭을 내재적

으로 배제하는 통사적 주어-동사 일치의 전형이다.

이제 전치사구를 동반하는 양화사 구문의 한 예로

단수 자질을 내재적으로 갖는 each 양화사를 살펴보자.

(7) a. Each of the participants gets started with

collaborative teamwork.

b.*Each of the participants get started with

collaborative teamwork.

(8)

그림 4. 양화사구 주어-동사 일치
Figure 4. Quantifier Phrase Subject-Verb Agreement

수형도 (8)에서 양화대명사 주어 each가 갖고 있는

내재적 단수[-PL] 일치자질이 동사 수일치를 구조적으

로 단수형 동사로 결정하는 통사적 일치가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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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론

지금까지 통사-의미론의 접합면에 중요한 함축을

갖고 있는 주어-동사 일치의 오류현상을 상방향과 하

방향의 자질침투 그리고 핵-핵 일치라는 3 가지 통사

현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오류를 일으키는 유인자들

의 특성을 통사적으로 분석하여 주어-동사일치 분석에

일원화된 통합적 분석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자료로는 전치사구 PP와 관계절CP를

동반하는 복합명사구내의 일치현상을 분석하였고 각각

의 구문에서 주어명사구 NP나 수식어구인 PP나 CP내

의 명사구 NP가 갖는 복수[+PL] 자질이 강 자질이 자

질침투의 상하 방향을 결정하며 문장처리 중 오류의

주요 유인자 역할을 하는 2가지 통사분석 유형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전형적인 통사적 일치인 핵-핵 일

치가 일어나는 양화사 구문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어-동사 일치 오류를 주요 선행연

구인 근접성에 기초한 최소간섭이 아닌 통사적 분석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요약하면, 주어-동사 일치 오류

는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 내재적으로 불일치하는 일

은 없고 특정한 구성소 표현이 단지 언어분석처리 중

에 조작되어 오류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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