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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 리 말 

Chomsky (1982)는 공멤주 (Empty Category) 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정 하고 있다. 

(1) Chomsky (1982) 의 네 기지 공법 주 

a. NP- trace : [+anaphoric, - pronominalJ 

b. PRO : [+anaphoric, + pronominalJ 

c. pro : [- anaphoric, + pronominalJ 

d. variable: [ - anaphoric, - pronominalJ 

이 네 가지 공법주중에서 PRO는 결속이론 (Binding Theory) 의 관점에서 볼 때， 서로 상반되 

는 두 가지 특성， 즉 [ +anaphoricJ 과 [ + pronominalJ 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결속이론이 

적용되어서는 안되므로， 결속이론이 적용되는 S一구조 (S-structure)에서 비지배 (ungoverned) 

되어야하는것￡로 되어 있다. 따라서 PRO는결속이론과별개인통제 이론 (Control Theory) 

에 의하여 설명되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Chomsky 1981 참조) . 

그러 나 최 근 Bouchard (1982) , Sportiche (1982) , Manzini (1983) 등은 PRO도 결속이 론 

(A) (Binding Theory (A)) 의 지배 를 받는 다른 [ +anaphoricJ 의 요소들(예 : NP-trace , 재 

귀대명사)처럼 국부적으로 결속휠(locally bound)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최소한 이렇게 

국부적 으로 결속되 는 PRO는 [+anaphoric , - pronominalJ로 간주하여 , NP-trace처 럼 결속 

이론 (A)로 설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의하면， 종래의 PRO를 위한통제 이론은 대 

폭 축소되거나 완전 제거되고， 그 대신 종래의 결속이론 (A)는 PRO까지 설명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실제로 Manzini (1983) 는 이렇게 확대된 결속이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한국어와 같은 비계충적 언어 (non -configura tional language) 의 통 

제 현상에 대해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어와 같은 언어에 있어서는 영어와 

같은 언 어 에 서 볼 수 있는 NP-trace나 국부적 으로 통제 된 (1ocal1y control1ed) PRO와 꼭같 

은 특성을 가진 콩범주를 찾아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둬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 같 

은 언어의 통제 현상과 관련된 공범주는 PRO라기 보다는 pro로 보아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한국어와 같은 언어의 통제 현상도 원만히 설명해 주는 일반 통제 이론을 위하여 본 논문 

은 국부적흐로 통제되는 종래의 PRO를 NP-trace와 통합할 것이 아니라 pro와 통합할 것을 

제안한다. 이 제안에 따라 영어에도 pro를 인정하며 국부적으로 통제되는 PRO도 pro로 간 

주한다. 이와 같이 종래 의 PRO흘 pro와 통합함에 따라 종래의 통제 이론은 pro와 관련하여 

* 이 논문은 1983년 12월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주최 제 17회 어학연구회에서 구두발표한 것을 갱 
리한 것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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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설갱되어야 한다. 이렇게 달리 설갱되는 통제 이론은 실제로 부분적으로 현촌 GBo1 
론의 여 러 부분에 분산 • 통합될 수 있다. 그 결과 얻어지는 통제 이론은 종래보다 훨씬 더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이플 확대 통제 이론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2. 어 휘 적 인 국부적 통제 (Lexical Local Control)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갇이 국부적 통제는 어휘적 특성을 갖는다. 

(2) a. John persuaded Bill‘ [PRO i to leaveJ. 
b. John; promised Bill [PRO i to leaveJ. 

즉， (2a)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절 동사가 ‘persuade’ 와 같은 동사일 때는 종속절의 주어 

PRO가 주절의 목적어에 의해 통제되고， (2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절 동사가 ‘promise’와 

같은 통사일 때는 종속철의 주어 PRO가 주절의 주어에 의해 통제된다. 따라서， 통제이론에 

서 ‘persuade’ 와 같은 동사를 목적 어 -통제 (Object-Control) 동사라고 부르고， ‘promise’ 와 

같은 동사를 주어 -통제 (Su b ject -Con trol) 동사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러한 동사들의 통제적 특성이 PRO와 같은 공법주에만 국한된 것이 아넘은 다 

음의 한국어 문장에서 확인된다. 

( prOi 

| 그i가 ! 
(3) a. 철수가 영수‘에게 [ 1 ‘ 떠나도록] 설득하였다. 

| 영수l가 | 
l 융자기 l가 l 

Proi 

그l가 ! 
b. 철수l가 영수에게 [ 1 ’ 떠나겠다고] 약속하였다. 

자기 l가| 
용철수l가 l 

(3a)의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설득하다’라는 동사를 가진 문장의 경 

우， 그 종속철의 주어가 주절의 여격 명사에 의해 통제되는데， 이 해 그 종속절의 주어는 

공법주 (pro) 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명사 ‘그’도 될 수 있고， 심지 어는 여격 명사 자 

체인 ‘영수’도 될 수 있다. 여기서 종속철의 주어가 재귀대명 사인 ‘자기’가 될 수 없는 것 

은 단순히 한국어의 채귀대명사 ‘자기’의 선행어는 반드시 주어이어야 한다는 조건 해문일 

뿐이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종속철의 주어‘가 대명사나 여격 명사 자체일 때도 그것이 공 

법주일 때와 똑같은 통제 현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반드시 주절의 여격 명사만 

을 지시하기 해문이다. 다시 말하연， 만일 그들이 통제 현상이 아니라면 다른 경우의 대명 

사나 명사쳐렴 주철의 여격 명사이외의 사람도 지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소위 추어-통제 동사의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다. 즉， C3b) 의 예문에 

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약속하다’와 같은 통사를 가진 문장의 경우， 그 종속철 

의 주어가 주철의 주어에 의해 통제되는데， 이 때 그 종속철의 주어는 콩범주 (pro) 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명사 ‘그’도 훨 수 있고， 채귀대명사 ‘자기’도 될 수 있다. 여기서 

종속철의 주어가 주철의 주어와 똑같은 영사가 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결속이론(C) 혜운 

일 뿐이다. 다시 말하연， (3b)에셔 종속철 주어 자리에 ‘철수’가 오연 주철 주어언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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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성분통어 (c-command)되어 결속이론(c)에 저촉된다. 그리고 이 문장에서 종속절의 

주어가 대명사나 재귀대명사일 해도 그것이 공범주일 때와 똑같은 통제 현상으로 보아야 할 

이 유는 그들이 반드시 주절 주어 만을 지 시 하기 매 문이 다. 다시 말하연， 만일 그들이 통제 

현상이 아니라띤 다른 경우의 대명사나 재귀대명사처럼 주절의 주어 이외의 사람도 지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통제 현상이 공법주 (PRO 또는 pro) 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영 

사구에도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최소한 한국어와 같은 경우， 통제 현상을 공범주 

(PRO 또는 pro)의 통사론과는 다른 차원에 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부적 통제 

현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디 다분히 어휘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다루어 왔었다. 이 

제 이러한 통제 현상이 공법주에 국한되지 않음을 확인한 이 상， 국부적 통제 현상은 이제 

완전히 어휘부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함이 업증된 셈이다. 

통제의 어휘적 성격은 다음의 예문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I pro 

(4) a. 철수가 영수에게 [ l 그가 } 떠날것]을 설득하였다. 

l 우리가 j 

I pro 

b. 철수가 영수에게 [ l 그가 } 떠나려라고] 약속하였다. 

l 우리가 j 

(3a) 와 (4a) 의 구문적 차이는 전자에서는 종속절의 보문자(Complementizer) 가 ‘도록’ 인 

데 후자에서는 종속절의 보문자가 ‘E것’이다. ‘도록’은 부사철의 보문자로서 그 뒤에 격 

토써가 안 오지만 ‘E것’은 명 사절의 보문자로서 그 뒤 에 격토씨가 온다. 이러한 보문자의 

차이가 통제의 차이를 가져 오고 있다. 즉， (3a) 의 경우에는 종속철의 주어가 의무적으로 

주철의 여격 명사에 통제되고 있지만， (4a) 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시 말하면， (4a)에서 

종속절의 주어인 공범주 pro도 대명사 ‘그’도 주철의 여격 명사만을 반드시 지시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주철의 여격 명사와는 무관한 ‘우리 ’ 같은 대명사도 종속절 주어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4a) 의 종속절 주어 자리는 국부적으로 통제되는 자리가 아 

니다. 그렇다면， (3a) 의 국부적 통제 현상은 주절 동사 ‘설득하다’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 

라 종속절의 보문자 ‘도록’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왜냐하면， (4a) 

에서는 주절 동사가 ‘설득하다’임에도 불구하고 국부적 통제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 

다. 과연 (3a) 의 ‘설득하다’와 (4a) 의 ‘설득하다’가 약간의 의미의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 

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해 시키 다’ 또는 ‘양해를 구하다’의 돗이 다분히 있다. 그러나 

그러한 후자의 의미가 (3a) 의 ‘설득하다’에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3a)와 (4a) 의 

‘설득하다’는 두개의 다른 동사라기 보다는 한 동사의 두가지 쓰임의 차이로 보아야 할 것 

이다. 따라서 (3a) 와 (4a) 의 통제상의 차이는 주절 동사의 차이일 수 없고 종속절의 보문 

자 ‘도록’과 ‘ E 것’의 차이로 간주하기 쉽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면， 보문차 ‘도록’만으로 국부적 통제 가 이루어질 수 없음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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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문에서 종속절의 보운자는 ‘도록’이 다. 그러나 그 종속철의 주어는 상황에 따라 

주철 주어 뿐만 아니라 아무라도 지시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연， (5)에서 종속철의 보문자 

는 ‘도록’임에 도 불구하고 그 종속절의 주어자리는 국부적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따라 

서， (3a) 의 경우에 그 종속절의 주어 자리가 국부적 통제를 받는 원인을 단지 그 종속철의 

보문자 ‘도록’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보문자 ‘도록’과 주절 동사 ‘설득하다’ 

의 공동효과 때운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국부적 통제 현상은 특정 어 

휘들의 복합적 작용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이와 같은 특정 어휘들의 복합 현상은 어휘부에 

서 다루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통사 규칙이나 원리는 어떤 특갱 어휘들에만 

적용되도록 할 수 없기 해문이다. 따라서， 한국어의 국부적 통제 현상은 원칙적A로 어휘 

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일반 통제 이론도 국부적 통제는 어휘부에서 다루어 

지도록 조정 또는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한 (4a)의 상황과 비슷한 현상을 (4b) 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3b) 와 (4b) 

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종속절의 서법 (Mood) 이 t겠’ 인데 반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서법이 

‘리’이다. 전자의 서볍 ‘겠’을 ‘의지’의 서법이라면， 후자의 서법 ‘리’는 ‘단순 미래’의 

서법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이러한 종속철의 서법의 차이가 통제의 차이를 가져 온다. 즉， 

(3b) 의 경우에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종속절의 주어 자리가 주철의 주어에 의하여 국부 

적표로 통제되고 있으나， (4b) 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후자의 경우， 종속철의 주어 pro 

나 ‘그’는 주절 주어를 지시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사람도 지시할 수 있다. 실제로 주철 

주어와 전혀 무관한 ‘우리’같은 대명사도 그 종속철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다. 그런데 (3b) 

의 주절 동사도 (4b)의 주절 동사도 다같이 ‘약속하다’이다. 따라서 (3b) 와 (4b)의 통제적 

차이를 각각의 종속절 서법의 차이로 간주하기 쉽다. 

그려니 다음과 같은 예운올 보연， 종속철 서법 ‘겠’만으로서 그 종속절의 주어 자리가 

국부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올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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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문장에서 종속철의 서법이 ‘겠’ 임에도 불구하고 그 종속철의 주어인 pro나 ‘그’는 

주절 주어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도 지시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종속절 주어 

자리에 주철 주어와는 전혀 무관한 ‘우리’라는 대명사도 쓰일 수 있다. 여기서 그 종속절 

주어 ‘자기’가 주철 주어만을 지시하는 것은 이 문장의 통제척 특성 때문이라기 보다 재귀 

대명사 ‘자기’의 특성 때문이다. 그리고 주철 주어와 꼭 같온 영사가 이 종속철 주어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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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쓰이지 못함은 (3b) 의 경우와 같이 결속이온 (C) 때문이다. 흑자는 (6) 에서 종속철의 주 

어가국부적으로 통제되지 않을 때는 그 종속절의 ‘겠’이 ‘의지’의 서법이 아니기 때문이라 

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연， ‘겠’이 ‘의지’의 서법 A로 쓰었을 때만 그 종속절의 

주어 자리가 국부적으로 통제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결과척으로， ‘의지’의 ‘겠’과 ‘무의 

지’의 ‘겠’은 두개의 별개 서법이라는 주장에 이른다. 그러나， 미래의 뭇을 가진 서법이 ‘의 

지’의 서법￡로도 쓰이고 ‘우의지’의 서법 A로도 쓰이는 예는 다른 언어에서도 자주 발견 

된다. 예릎 을어， 미국 영어의 ‘will’ 이 그러하다. 이와 같이， 만일 미래를 냐타내는 서법 

의 한 형태소가 ‘의지’의 서법 A로도 ‘무의지’의 서법으로도 쓰이는 것이 자연 언어의 한 

가지 특성이라연， 한국어의 ‘겠’이나 영어의 ‘will’도 하나의 서법￡로서 ‘의지’와 ‘우의지 ’ 

의 두가지 쓰염을 갖는다고 하겠다. 이것이 옳다면， (3b)에서 종속철의 주어 자리가 국부 

적으로 통제되는 원인을 그 종속철의 서법 ‘겠’ 예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서법 

‘겠’과 주절 동사 ‘약속하다’의 공동 효과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3b) 의 

통제 현상도 특정 어휘들의 복합적 작용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어휘부에서 다 

루어지는것으로 보는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른다. 한펀， 설령 ‘의지’의 서법 ‘겠’ 

과 ‘무의지’의 서법 ‘겠’이 전혀 별개의 서법이고， 따라서 (3b)의 국부적 통제 현상이 전적 

으로 서볍 ‘겠’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인갱한다고 할치라도， 그 ‘의지’의 ‘겠’에 주 

어지는 어휘적 정보속에 (3b) 의 국부적 통제에 대한정보가 전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따 

라서， 국부적 통제를 어휘부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위에서 종속철의 보문자나 서엽이 주철 통사와 결합하여 국부적 통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샅펴 보았다. 그러나 다음 예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철의 보문자나 서법이 주절 동사와 

결 합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주절 통사가 종속절 요소와 결 합하치 않고 단목으로， 국부 

적 통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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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철수가 영 수l에 게 [{ *자기 l가 } 떠 나라고] 했다. 

l??그l 기- J 
I prOi 

(9) 철수l가 [ { 그i가 } 뛰기] 시작하였다. 

l 자기 l가 1 

(7) 에서 종속절의 주어는 반드시 주절 주어에 의해 통제된다. 이러한 통제의 요인은 종 

속절의 보문자 ‘려고’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연， 주절 동사는 독립적인 의미가 거의 없 

는 형식적 동사이기 때문이다. (8)에서는 종속절의 주어는 상황에 따라 주절의 여격 명사 

에 통제된다. 이러한 통제의 요인은 종속철의 서법 ‘라’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연， 주절 

동사는 역시 독렵적인 의미가 거의 없는 형식적 동사이기 때문이다. (8) 의 종속절 주어로 

서 ‘자기’가 쓰일 수 없는 것은 재귀대명사 ‘자기’의 특성때문에 여격 명사를 지시할 수 

없기 째문이다. 그리고 (8) 의 종속절 주어로서 ‘그’도 자연스럽게 씀이지 옷하는 것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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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라’의 문장은 원칙적으로 간접화볍으로의 전환이 어 렵 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9) 

에서도 종속철의 주어는 반드시 주절 주어에 의해 국부적으로 통제된다. 이 경우의 국부척 

통제의 요인은 주절 통사 ‘시작하다’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종속절 보문자 ‘기’는 

통제적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위의 (7), (8) 그리고 (9) 의 문장이 국부적 통제의 구 

문임은 다음의 영어 예문에서도 확인된다. 

(10) a. John; tried [PRO; to leaveJ. 

b. John ordered Bil1; [PRO; to leaveJ. 
c. John; began [PRO; to runJ. 

위의 예에서도 국부적 통제의 어휘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영어의 경우 ( lOa, b, 

c)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부척 통제가 주절 동사에 기인하는데， 한국어의 경우에는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절의 보문자에 기언하기도 하고，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절의 서 

법에 기인하기도 하고， (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절 동사에 기인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통제 현상이 어느 한 가지 어휘에 기인하지 않고， 각 언어에 따라 서로 다른 어휘에 기인한 

다는 것은 그러한 각 언어의 통제 현상을 다루는 언어 -일반적 통제 이론이 어휘부에 기초를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어휘부에서만이 그러한 통제의 요인이 되는 어휘들의 관 

련성을 포착하여 언어-일반적 통제 이론의 설정에 공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에서 우리는 국부적 통제는 공법주 PRO의 통사론과는 별개의 차원의 현상으로서 어 

휘부에서 다루어져야 함을 밝혔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국부적 통제 현상이 비공법주 

(non.empty category) 인 어휘적 법주(1exical category)에도 일어냥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국부적 통제의 일반이론을 공법주에 국한시켜 설정 하연， 한국어와 같은 경우에 어휘적 법 

주에 얼어나는 국부적 통제 현상을 다루기 위해서는 별도의 국부적 통제의 이론을 설청해 

야 하는데， 그렇게 되연 실질적으로 꼭 같은 현상을 두 가지 별개의 이론으로 다루어 야 하 

는 모순에 봉착한다. 그러므로 국부적 통제 현상은 공범주와 비공법주를 구별하지 않고 어 

휘부에서 그 국부적 통제를 결정하는 어휘의/ 통사적 정보의 일부로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 

리고 한국어의 경우 국부적 통제를 받는 공법주는 국부적 통제를 받는 비 공범주와 같은 주 

어자리에 나타나므로 PRO가 아니라 pro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연， 비공법주의 명사(구) 

가 나타나는 주어 자리는 지배받는 (governed) 자리이기 예문이다. 따라서， 만일 국부적 통 

제의 일반 이론이 반드시 PRO에만 적용되도록 설정된다면， 그러한 통제 이론은 한국어와 

같은 언어의 통제 현상은 전혀 설명하지 옷할 것이 다. 이 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국부적 통 

제의 일반이론을 위하여 영어와 같은 언어의 PRO도 순수한 공법주 대명사인 pro의 일종으 

로 보는 것이 필요하고， 따라서 영어와 같은 언어의 경우에는 pro가 비지배될 (ungoverned) 

수 있도록 pro의 청의 를 조정해야 할 것이 다. 

그러면 이와 같이 확대 조정된 통제 이 론에서는， 국부척 통제가 반드시 종속철의 주어 자 

리에만 얼어냐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 종래의 PRO에 입각한 통제 이론에서는 

이 문제를 PRO의 특성으로 설명했었다. 즉， 시제가 없는 절에서 버지배되 어 (ungoverned) 

PRO가 올 수 있는 자리는 종속철의 주어 자리 뿐이기 해문이라고 했었다. 이제 우리는 국 

부적 통제를 받는 공법주는 PRO가 아니라 pro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비공 

엄주언 어휘적 법주(1exical ca tegory ) 도 국부적 통제를 받는 것을 확인하였으니， 종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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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에 입각한 통제 이론에 기초플 둔 위의 설명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Bresnan ( 1982) 의 해결도 우리의 이론에는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Bresnan (1982)은 

국부적 통제가 항상 종속철 주어 자리에만 일어나는 이유는 국부적 통제가 일어나는 종속 

철은 절이 아니라 주어가 없는 동사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한국 

어에서와 같이 국부적 통제가 어휘적 법주에도 일어 나는 경우에는 맞지 않는다. 왜냐 하 

면， 주어가 실제로 존재하는 종속절을 동사구로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확대 통제 이론에서는 국부적 통제의 대상은 항상 주어임을 국부적 통제 

의 근원이 되는 어휘들의 통사적 정보와 함께 어휘부에 설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앞으 

로 국부적 통제가 주어에만 일어 난다는 사실과 주어가 문장의 기본 요소가 되는 명사무 

(argument) 중에 서 술어 (predica te) 와의 의 미 • 기 능적 연 관 (thematic relation) 이 .가장/ 약하 

다는 사실사이에 어떤 필연적인 관련성이 입증된다면， 어휘부애 설갱하는 앞서의 국힘적 통 

제의 제약 (즉， 국부적 통제는 주어 자리에만 일어난다)은 설명력을 갖게 될 것이다. 

3. 구문적 인 국부적 통제 (Structural Local Control) 

국부적 통제가 어떤 특갱 어휘에 기인하지 않고 어떤 특정 구문에 기언하는 경우가 있다. 

그 한 가지 예가 영어의 소위 분사구둔의 경우이다. 

( ll ) a. [PRO; singing a songJ , we; marched along the street . 

b. [PRO; hidden behind the bushesJ , John; shot Mary. 

위의 예문에서 분사구문의 공범주는 반드시 주절 주어를 지시한다. 그리고 주철의 요소가 

종속절의 주어를 통제한다는 점에서 앞서 논의한 어휘적인 국부적 통제와 같다. 그러나 이 

러한 구문적인 국부적 통제 현상도 모든 언어에 있어서 영어의 경우와 똑같이 나타냐지 않 

는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문적인 국부적 통제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단순히 접속사의 차이로 결정된다. 

(12) a. [pro 노래 를 부를 때] 우리는 거리를 행진해 갔다. 

b. [pro;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는 거리를 행진해 갔다. 

위에서 (12a) 의 경우에는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 주어를 지시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12b)의 경우에는 부사철의 주어가 반드시 주절 주어를 지시한다. 즉， 후자의 경우는 분명 

히 국부적 통제의 경우이지만， 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차이는 부사절의 접 

속사의 차이에 기인한다. 따라서 영어에서는 (ll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사구문이라는 구 

운적 요인에 기인하는 국부적 통제 현상이 한국어의 경우에는 (12b) 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어휘적 요인에 기인하는 국부적 통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어휘적인 국 

부적 통제와 구문적인 국부적 통제의 구분이 언어마다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통제의 일반 

이론은 이러한 각 언어의 특성들이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도록 확대 • 다원화 되어야 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Bresnan (1982)은 소위 국부척 통제 (local control)를 ‘functional control' 이 라고 부르고 국부척 
통제 의 대 상을 PRO로도 pro로도 인청 하지 않았다. 그러 나 그녀 는 소위 비 국부적 통제 (non.local cont. 
rol)롤 ‘anaphoric control' 이 라 부르고， 비 국부적 통제 의 대 상은 f-구조 (f-structure)에 서 PRO로 인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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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 (1 1a )와 (1Zb)는 한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문장들은 앞서 논의했 

던 어휘적인 국부적 통제와는 달리 종속절의 주어인 공범주가 어휘적 법주로 바뀌연 비통 

제적 구문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의 (13a) 를 (1 1a)와， 그리고 (13b) 를 (1Zb)와 

비교해 보자. 

(13) a. [Mary singing a songJ. we marched along the street. 

b. [순회가 노래를 하면서 J. 우리는 거리를 행진해 갔다. 

여기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부사절의 통제 현상은 앞서 논의했던 순수한 어휘적인 국부적 

통제 현상과 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연， 국부적 통제 현상을 단순 

히 어휘적인 것과 구문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국부적 통제 현상을 완전히 규명 

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런 점에 있어서도 통제 이론은 확대 • 다원화 되어야 한다. 

Chomsky (1981)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의 구문도 통제 현 

상의 일종으로 다루었다. 

(14) a. John; left the room [PRO; angry]. 

b. John left the room; [PRO‘ empty]. 

위의 예문에서 보어 구문의 주어로서 공법주를 인정 할 때， 그 공법주는 그 문장 속에서 국 

부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구조척인 국부적 통제의 경우이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 통제되는 공법주 자리에 어휘적 법주를 대 입하여 서 비통제 구문을 만들 수 없다. 

따라서 (14a. b)도 통제 구문이라고 간주할 때， 구문적 인 국부적 통제 구문에도 두 가지가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연 (l4a. b) 에 대응하는 한국어 구문 (l5a. b) 를 살펴 보자. 

(15) a. [pro; 화가 나서] 철수1는 방을 나갔다. 

b. 철수는 방i을 [pro j 먼 채로] 두었다. 

(15a. b) 에서도 (14a. b) 에 서처럼 종속철의 주어인 공법주는 국부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내면적 인 통제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l 5a) 의 경우는 구조적인 국부척 통제라기 

보다 어휘적인 국부적 통제이다. 즉， 접속사 ‘ (어 )서’에 기인하는 국부적 통제 이다. 왜냐 

하면， 다음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꼭 같은 구문일지라도 부사절의 접속사를 바꾸면 국 

부적 통제의 효과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6) [pro 화가 날 때] 철수는 방을 나갔타. 

위 문장에서 부사절의 주어인 공법주는 주절 주어를 지시할수있으나 담화중의 다른 어떤 

사람도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15a) 의 경우는 부사정의 주어인 공법주는 반드시 주철의 

주어만을 지시한다 

한편. (l5a) 의 경우는 ( l Zb) 와도 좀 다르다. C1Zb) 의 경우에는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부사절의 주어 인 공법주 대신에 어휘적 법주를 대입 함으로써 국부적 통재의 효과를 없앨 

수 있으나 (l5a)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하연. (l 2b) 의 접속사 ‘면서’는 

2 접속사 ‘(어)서’가 ‘얘 문에’의 뜻a로 &일 때는 (l5a)도 비통제적 운팡이 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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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a)의 접속사 ‘ (어 ) 서’보다 국부적 통제성이 좀 약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접속사의 국부 

적 통제성의 강도를 각 접속사의 어휘적 갱보에 포함되도록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l5b)의 경우도 접속사 ‘채로’에 기인하는 국부적 통제의 구문이다. 왜냐하면，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접속사 ‘채로’ 대신에 다른 접속사를 대치했을 때， 국부적 통제의 효과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7) 철수는 방을 [pro 비 었으면] 떠 날 것이 다 

위의 문장에서 부사절의 주어진 공법주는 주철의 목적어를 자연스럽게 지시할 수 있으나， 

담화 중의 다른 사물을 지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완전한 국부적 통제의 경우가 아니다. 

그러나 (15b)는 (15a) 와도 다음과 같이 다르다. (15a) 에서는 부사절의 주어인 공법주가 

반드시 주절 주어에만 통제되지만， (15b)에서는 부사절의 주어인 공법주는 주절 목적어에 

통제될 뿐만 아니라， 다음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철 주어에도 통제될 수 있다. 

(18) [pro; 옷을 벗은 채로] 철수l가 밥을 먹고 있다. 

그리고 다음 (1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사철의 주어인 공범주를 어휘척 범주로 대치하연 

국부적 통제의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 

(19) [문이 열린 채로] 기차는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었다. 

(19)는 분명히 국부적 통제의 구문이 아니다. Cl3b) 의 경우와는 약간 다르다. 

(13) b. [순회가 노래를 하면서]， 우리는 거리를 행진해 갔다. 

즉， (13b)의 경우에는 부사절의 주어와 주어절의 주어가 아무런 관계가 없이도 자연스런 

문장이 되지만， (19) 의 경우에는 부사철의 주어와 주철의 주어가 긴밀한 관계에 있어야 한 

다. 다시 말하면， (19)의 경우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는 다음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 문장에서 다 같이 그 문장의 주제 (topic) 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명사구라야 한다. 

(20) 기차는 문이 열려 있다. 

(20)에서 주제는 ‘기 차’ 이지만 주어 ‘문’ 도 그 주제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따라서， (19)의 

경우， 부사철의 주제로서 공범주를 설정한다띤， 다음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절의 

주제인 공법주가 주절의 주어에 통제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21) [pro; 문이 열린 채로] 기차‘가 전속력으로 달리고 있다. 

그러냐 (21)과 같은 분석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만일 (21) 이 옳은 분석이라면， (21)은 

종속절의 주어가 통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부적 통제 이론의 심각한 예외적인 구문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접속사가 ‘면서’인 부사철과 접속사가 ‘채로’인 부사절의 통제 

상의 미묘한 차이는 국부적 통제의 일반 이론이 보다 더 확대 • 다양화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시사한다. 

4. 비 국부적 통제 (Non-local Control) 

앞서 지금까지 논의한 국부적 통제는 모두 종속철의 주어가 그 주철의 어떤 요소에 의무 

적으로 통제되는 경우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국부적 통제는 어떤 특갱 어휘에 기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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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특갱 구문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소위 국부적 통제와， 이러한 조건이 전혀 없 

이 일어 냐는 소위 비국부적 통제를， Chomsky (1981)는 다같이 통제 이론의 테두리 안에 

서 다루려고 하였다. 그러나 영어에 있어서도 국부적 통제와 비국부적 통제의 특성은 위에 

언급한 것처럼 매우 다르고， 같은 점이라고는 다만 통제되는 대상이 종속절의 버지배된 주 

어 자리에 온 공법주라는 것 뿐이다. 그런데 이러한 비국부적 통제 현상은 다음 (2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 대명사화의 현상과 매우 흡사하다. 

fPRO j 1 
(22) a. [! f fì.nishing the work on timeJ is important to Johnj . 

1 His j 1 
I proj 

b. [ ! 그 일을 제 애에 끝내는 것]은 철수i에게 매우 중요하다. 
l 그1가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에 있어서도 한국어에 있어서도 비국부적 통제 현상은 보통 

대병사화의 현상과 매우 흉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비국부적 통제를 받는 공멤 

주는 순수한 대명사적 공법주인 pro로 보는 것이 영어의 경우에도 매우 타당하다. 위의 증 

거 에 도 불구하고， Chomsky (1981) 에 서 그리 고 일반적 으로 아직 까지 도 비 국부적 통제 를 받 

는 공범주도 PRO로 설정되 었던 것은 PRO는 비지배되고 (ungoverned) , pro는 지배되는 

(governed) 것으로 갱의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갱의의 문제만 제쳐 놓A연， 비국부적 통제를 받는 공법주는 당연히 pro로 간주되 

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 대명사와 pro의 용법상 사소한 차이는 Avoid Pronoun Principle같 

은 일반 원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비국부적 통제가 보통 대명사화 현상의 일환으로 분석 • 설명되어야 할 또 하나의 증거는 

다음 (2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위 비국부적 통제를 받는 공법주가 대명사와 꼭 같이 그 

문장 안에 표현되지 않은 어떤 담화 중의 사물올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fPRO j 1 
(23) a. Johnj felt sheepish. [j __ I pinching those elephantsJ was foolish. 

1 His j J 

I prOj I 
b. 철수l는 수줍은 생각이 들었다. [ ! 저 코끼리들을 꼬집는 것]은 어리석은 

l 그l가 l 
짓이었다. 

위의 예에서 우리는 한국어에서 뿐만 아니라‘ 영 어에서도 적절한 성황 속에서는 소위 비국 

부적 통제를 받을 공범주가 앞선 문장의 어떤 요소에 의해 통제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이 

러한 현상은 통제 이론으로는 도저히 다룰 수 없는 성질의 현상이다. 

비국부적 통제가 대명사화 현상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할 또 하나의 증거는 다음 (2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부적으로 통제되지 못하는 공범주가 적절한 언어적 환경에서 영어 

의 ‘one’ 과 같은 대 명 사처 럼 자의 척 지 시 (arbitrary reference) 를 할 수 있게 된 다는 정 이 다. 

r For one 1 
(24) [! } to quit smokingJ is difficult. 

I PRO 

한국어에는 영어의 ‘one’과 같은 대명사가 없지만， 역시 소위 비국부척 통제를 받는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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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척절한 언어적 환경에서 자의적 지시를 할 수 있다. 

(25) [pro 담배를 끊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25) 에서 공법주 pro는 마치 보통 대명사처럼 담화 중의 어떤 특정 인물을 지시할 수도 있 

다. 이와 같이 (25)에서 pro가 자의적으로 아무나 지시할 수 있음과 동시 에 대명사처럼 어 

떤 특정 인물도 지시할 수 있음은 그것이 자의적 지시로 쓰였을 때도 통제 현상의 요소로 

보다는 대 명 사화 현상의 요소로 봄이 타당함을 다시 한번 시 사한다. 

이 상에 서 우리는 소위 비국부적 통제를 받는 공법주는 순수 대명사적 공법주인 pro로 보 

아야 할 몇가지 증거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앞서 우리는 국부적 통제의 일반 이론이 국부 

적 통제의 대상을 항상(특히 한국어와 같은 경우에 ) PRO로 고갱할 수 없는 증거를 확인하 

였다. 따라서 우리가 제안하는 확대 통제 이론에서는 PRO를 pro에 통합시키고 pro의 특성 

을 확대 • 조정 함이 타당하다. 

5. 마 무 리 

이 논문은 통제 이 론을 확대 • 다원화하여 통제 현상을 문법 의 다른 부문과의 상호 작용 

을 통하여 분석 • 설명할 것을 주장한다. 다시 말하연， 통제 이론은 통제 현상에 관여되는 

문법의 다른 부문의 규칙이나 원리의 상호 작용을 효율화하도록 설갱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제 이론 자체는 최대한으로 일반화되고 단순화된다. 이러한 과청에서 PRO는 

pro에 통합되어야 하고， 따라서 pro의 특성이 확대 • 조갱되어야 한다. 결국， 지배 (govern

ment) 여부는 pro의 본질적 특성과 무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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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tended Control Theory 

Dong-Whee Yang 

This paper claims that the control theory should be extended such that local control is 

dealt with independent of the syntactic properties of PRO as in English and that non-local 

control is dealt with essential1y as binding of empty pronominals in conjunction with 

such independent principles as A void Pronoun Principle and relevant language-particular 

parameters related to empty pronominals. 

In particular, it is shown that even lexical categories can be loca l1y control1ed in Korean 

and that local control in Korean is entirely lexica l1y determined. It is also shown that 

there are various types of local control, such as obligatory local control, optional local 
control, etc. It is argued that not only the non-locally control1ed empty category but also 

the loca l1y control1ed empty category should be treated as pro rather than as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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