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英語의 修離條件文에 관하여 

趙 炳 泰

1.1. 본 논문은 영 어 의 修解條件文 (rhetorical conditional sentences) 의 본질 

을 究明함을 목표로 삼는다. 본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션 條件文의 얼반적 

성질부터 간단히 취급하고자 한다. 

條件文은 條件의 副詞節(前提節(protasisJ이라고도 함)과 母腦節(훌훌結節 

(apodosisJ 이 라고도 부릅)로 구성되는 複文이 다. Quirk et al. (1985: 1088) 

은 영어의 條件文을 다음과 같이 分類한다. 

Direct condition (hypothetical condition (假想條件)
Condition! \ open condition (開放條件)

、 Indirect condhion - open condition (開放條件)

開放條件이 란 條件節 內容의 륨碼에 대 하여 話者가 中立的 (neutral) 태 도 

를 취하는 경우이며， 假想條件이란 條件節의 內容이 健 또는 非現寶엄을 前

提로 한 條件이 며 이 를 휩]下條件 (rejected condition) 이 라고도 부른다. 

한펀 이 런 分類에 대 해 서 , Celce-Murcia et al. (1983: 345) 는 다음과 같이 

보다 세밀한 分類를 提示하고 있다. 

Conditional 

Factual -- Future(pr~dicativc) 

timelesrc싸 bound stro~싫èes of /\ ^ condition weakened 
/ \ / \ and condition 

generic habitual / \ result or result 

implicit E'xplicit 
inference inference 

---------- -

p穩

Celce-Murcia et al. (1983) 의 寂實的 條件文 (factual conditional sentences) 은 

條件節의 內容이 륨엄을 前提한다. 한현 鍵言的 條件文(predicative conditional 

sentences) 에 서 의 條件節의 內容은 그 률짧가 話者에 게 는 中立的이 며 , 開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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條件이 다. 그리 고 假想 條件文 (imaginativejsubjunctive conditional sentences) 

의 경 우 條件節의 內容。1 짧 • 非現實엄 을 前提로 하며 , 쳐]下條件·을 표시 

한다. 

본 논문의 主題인 修離條件文은 그 性質上， 혜]下條件을 排除한다. 따라서 

條件節의 內容이 륨인 寂實的 條件文과 훌일 수도 健일 수도 있는 開放條件

을 표현하는 據言的 條件文만을 서술대상ξ로 잡는다. Quirk et a1. (1985) 

의 分類에 따를 경 우는 直接條件 및 間接條件文에 서 條件節의 內容/命題가 

開放條件(open condition)을 표시 하는 條件文을 주요 대 상A로 취급하게 된 

다. 즉 소위 假定法 표현은 본 연구에서 排除됨을 미리 밝혀둔다 

1.2. Quirk et a1. (1985: 1088f)의 directjindirect conditions(直接/間接 條

件)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두 문장을 검토한다. 

(I) He was jealous if Mary daηced with other boys. 

(2) He was jealous, if you ask me. 

문장 (1)을 두고 몇 가지 變形을 적 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生成된다. 

(1) a. If Mary danced with other boys, he was jealous. 

b. Was he jealous if Mary danced with other boys? 

또한 문장 (I)에서 jealous와 if 사이에 文書體의 경우에는 커머가 있어서는 

안되고 發話時에는 休止(pause) 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한펀 문장 (2) 

에서 jealous와 if 사이에 文書體의 경우 반드시 커머가 있어야겠고 發話時에 

는 休止가 義務的이다. 또 문장 (2)의 아래와 같은 變形은 모두 不可하다. 

(2) a. 깐f you ask me, he was jealous. 

b. *Was he jealous, if you ask me? 

c. *He was jealous if Mary danced with other boys and if you 

ask me. 

d. ?? He was jealous if Mary danced with other boys, if you ask 

me. 

문장 (Ib)와 (2c) 를 검토하면 같은 形態의 if節。l 면서 ij節을 위시한 副詞

節에는 別個의 階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장 (1)의 if節은 表層母뻐文의 

述部블 修節하는 반면에 문장 (2)의 if節은 表層構造에는 나타나지 않는 I 

TELLyou 또는 1 SAY (to you) 部分을 f傷節하는 것 o 로 간주하지 않으면 意

味解釋이 成立되 지 않는다. 즉 話者의 發話行寫와 有關한 副詞的 表現인 것 

이 다. 문장 (1)의 if節은 附加詞 (adjunct) 적 언 반면 문장 (2)의 그것은 離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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詞 (disjunct)적 성격을 가진다. 문장 (I)의 if節을 直接條件여irect condition) 

節이 라고 하며 문장 (2)의 if節을 間接條件 (indirect condition)節이 라 한다. 

즉 間接條件節은 條件節이 母腦節(matri:x: clause)의 命題內容에 대한 條件。1

아니고， 話者의 發話行穩 그 자체를 成立시키기 위한 條件을 표시하는 경우 

에 사용된다. 비단 if節에만 限定되지 않음을 다음 문장에서 알 수 있을 것 

이다. 

(3) a. There’s food in the refrigerator, if you're huπ:gry. 

b. 1f 1 may say so, the dress doesn’t suit you. 

c. He sings we11, if 1 remember correctly. 

d. “I’11 be in the ante-room if anyone wants me," he said. 

e. He’II take his umbrella, i:π case you' re woπdering. 

f. He isn't coming to office today, because his wife just told me 

by phone. 

g. John isn't here, for 1 doπ’ t see him. (i.e. 1 say so because 1 
don’ t see him.) 

문장 (3)의 論理構造를 살펴보기로 한다. 언뭇 봐서， If P, then Q의 형 

식인례， P가 Q의 充分條件인 듯 보인다. 그러나 사질은 그렇지 않다. 즉 

(3a)의 경우 ‘배가 고프다는 것이 음식이 냉장고 안에 있다’는 充分條件。l

아니다.P는 rQ라는 사질을 話者가 상대방안 聽者에게 가르쳐주는」 條件이 

다. ‘P이면 가르쳐 주겠는데， 사실은 Q이다.’의 構造이다. 이 정을 염두 

에 두고 문장 (I)과 문장 (2)의 論理構造를 살펴봐서， 直接/間接 條件節의 

차이 를 파악하도록 한다. If P, then Q의 형 식 을 기 준으로 삼고， 

{『『PR鋼1P2=yo‘삐1 ask me 
Q=he was jealous 

로 간주하고 1 SAY (to YOU) 部分을 ( )로， 앓法(modality)部分을 < >로， 
命題(proposi다on) 內容 部分을 C J로 각기 表記하기로 할 경우， 문장 (I)과 

(2)의 論理構造를 대충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겠다. 

(1') (1 SAY <it was CQ if P1J>) 

(2') 펌 <it 빼s CQJ> 11 쩍) 

(1')의 論理構造를 가진 直接條件節을 갖춘 영 문이 들어 있는 日常會話의 

例文융 제시하겠다. Mortimer (1972: 19， 155)에서 발혜하여 여기에 引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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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특히 문장 (4b) 에 서 發話行寫를 표현하는 1 SAY 部分이 表層에 어 떻 

게 표시되었는지 注目하기 바란다. 

(4) a. A. If he manages to bring off the deal, what will you do? 

B. If he does manage to bring it off, and does win the 

contract-and that’s a very big ‘if’-1 shall er ... 1 shall 

recognize his services, of course. 

A. Mm. And if he doesn’ t bring it off? 

B. If he fails to bring this one off, 1 shall have to dispense 

with his services. 

b. A. Now 1 have half of the capital 1 need, and all 1 have to 

do is to fìnd someone to put up the other half. 

B. Surely the Ministry will put up the other half? 

A. No, this is what the Ministry says: they say that i1 1 can 

find all the capital 1 ηeed， and if my project proνes a success, 
then they might help me to expand. 

한펀 문장 (5) 에 서 는 (2')型의 間接條件節의 ISAY 部分이 表層에 는 顯tE

되 지 않거 나， ‘if 1 may say so’ 냐 ‘if 1 know him' 등 o 로 表現되 는 사실 에 

注目하기 바란다. (Mortimer 1972: 56, 199, 13) 

(5) a. A. Pat’s very nice, of course, but she’s terribly, terribly shy. 

B. Oh, don't worry-Mrs Burke will make her talk. Mrs 

Burke has a genius for drawing people out. 

A. Well, if she can draw Pat out, she really is a genius. 

b. A. How many of these radios do you turn out in a day? 

B. Oh, it varies, of course. But on an average, we turn out 

about two hundred a day, and our other factory manages 

to turn out about half that number. 

A. Well, i1 1 may say so, you turn out a νery nice ηzodel. 1 

like it, 1 really do. 

B. Good of you to say so. We do our best, you know. 

c. A. Now isn't that interesting? 
B. Isn’ t what interesting? 

A. He’s broken off the talks about the new contract, and he’s 

broken off his engagement to Jenny-all on the same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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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 1 think the talks will probably resume next week. 

B. And the engagement? 

A. 1f 1 know him, that won’t be broken off þenηaneηtly， either. 

문장 (5 a, c)의 이탤럭체 부분의 if節과 母腦節 사이에 表層에는 顯在되지 

않는 표현언 1 SA Y (to you) 또는 1 TELL you를 삽입 시 키 면 意味解釋이 명 

료해지는 것으로 봐서 間接條件을 표시하는 表現句임을 알게 펀다. 특히 문 

장 (5b)의 경우에는 表層에 變形된 형태로 具現되고 있는 바， 문장 (5a)의 表

現과 약간 차이가 있는 점에 주목하기 바란다. 

문장 (4)와 문장 (5) 를 검토한 결과， if節의 階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1.3. 話者의 發話行옳에 관련되는 間接條件文을 1. 2의 문장 (5)에서 다루었 

는데， 다음 문장 (6)에서는 間接條件文업에 틀립없부나， (2')의 論理構造

로는 의미해석의 說明에 未盡한 점이 있다. 1f節의 命題內容의 허구성을 드 

러내어 彈意的 表現의 修解形式언 듯하다. 

(6) a. That’s not a diamond! 1f that’s diamoπ~d， 1’maDαtchmaπ. 

b. And if leν'ying war against the Qιeen’s sαbjects， within the 

Queen’s realm, while enjoying the Queen’s protection is not 

treasoη， theπ I ’m a Dutckman. -: - Tke 8;μπ 

문장 (6)은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Idioms (1979: 91)에서 引用한 

것이며 英美A의 생생한 표현엄에 틀렴없다. 또한 문장 (6a)는 口語體에 使

用펀 例이고， 문장 (6b)의 경우는 文諸體 표현연 정에 注目하커 바란다. 文

語體 표현은 결국 口語體 표현을 근거로 하여 개발된다는 첨도 알아두기 바 

란다. 

문장 (6a) 에 (2')의 論理構造를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生成된다. 

(6) a.' That’s not a diamond. If that’s a diamond, 1 SA Y 1’m a 

Dutchman. 

문장 (6a)에서 話者가 彈調하고자 하는 사실은 ‘That’s not a diamond'라는 

命題內容얼 것이다. if節 以下는 이 사실을 더욱 강력하게 主張하는 修蘇條

件文에 不過하다. 1 Quirk et al. (1985) 에 서 는 修蘇條件文이 라고 命名하는 반 

1 Quirk et a1. (1985: 1094)에서는 이런 構文현상올 다음과 갇이 설명하고 있다. 
Rhetorical conditional clauses give the appearance of expressing an open 
condition, but (like rhetorical question ... ) they actually make strong assertion. 

한현， Jespersen은 M.E.G. IV. (1931: 10. 3(2))와 E.E.G. (1933: 35， 31)에서 
Sometimes if does not really imply a condition: “ if the offer was re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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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espersen (M. E.G. V, 1940)은 이를 擬似條件文이라고 부른다. 명청문제는 

제쳐놓고 문장 (6a')는 分明허 事理에 맞지 않는 文構造이다. 修蘇條件의 構

造플 살펴보기 로 한다. 修鷹條件의 ‘If P, Q’ 는 fP라고 말하면 Q라고도 말 

할 수 있다」의 構造를 가진다. ‘If P’는 ‘Q’를 發話하는 條件인 바， ‘ifP’의 

內部에도 P의 發話의 部分은 濟在하고 있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Q의 發話

는 話者이 겠￡나， 디f PJ의 부분의 濟tE發話者는 總稱的 A稱인 they나 you 

둥이 아니고， 궁극적￡로는 聽者인 you로 간주할 수 있겠다는 毛利(1980:

139)의 分析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래서 修解條件文의 論理構造는 아래와 

같다고 생각한다. 

(6') ((If) you TELL me <it is (PJ>) , (1 TELL you <it is (QJ>) 

이 경 우， if節의 ‘if’는 fP이 면」의 意味가 아니 고 fP라는 命題를 당신이 말 

한다면」의 경우의 假定올 表示한다. 즉 상대 방의 態度에 대 한 假定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런 論理構造를 문장 (6a) 에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으리라 생 

각된다. 

(6) a." 1 SAY that’s not a diamond. If you SA Y that’s a diamond, 
1 SAYI’m a Dutchman. 

(6a")에서 1 SAY나 you SAY 부분은 表層構造에는 具現되지 않겠ξL냐， 

發話內容을 강조할 때 에 주로 쓰이 고， 만일 發話行짧를 重視할 경 우에는 I 
SAY (to you) 대 신에 1 TELL you로 또 you SA Y (to me) 대 신에 you TELL 
me로 바꿔써도 우방할 것이다. 

문장 (6a")를 검토하면 文服S로 봐서 도 隆解條件文의 論理構造언 (6')의 

타당성이 안정된다. 

1. 4. If P, (then) Q의 意味를 륨理植에 관련해서 간단히 논의함으로써 錫

廳條件文의 본질을 파악하도록 한다. P를 하나의 命題로 삼A연 그 否定命

題인 "，p는 원 命題가 륨언 경우는 짧가 되고， 원 命題가 짧이면 륨임을， 

즉 원 命題와 경g居 (contradiction)의 관계에 있는 命題를 말한다 

it was because people distrusted him" is a rhetorical device to express the 
reason why the offer was rejected. 

또 Jespersen은 M.E.G. V. (1940: 21. 65)에서 이 런 條件文을 擬似條件(pseudo-
condition)文이 라고 命名한다. 

What we may term pseudo-condition is found when the if-form is used 
rhetorically to point a contrast, or to show that two statements are equally 
true. 

2 P 또는 "，p의 表示는 각기의 命題文안에 否定語가 들어 있는지 아닌지와는 無빼 
係이 다. 가령 ‘John is di1igent’를 P라 하면， ""p는 ‘John is not diligent'’이 며，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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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P, then Q는 P그Q란 하나의 複合命題이 며 , 論理的 o 로는 內包 (implica-

tion)의 관계를 표시하는데， 이 그 記號도 V，/\로 고쳐볼 수 있다. 즉 

1. (P그Q) 드 (rvpVQ) C,,-,P, Q 중 적 어 도 하냐는 일어 난다. J 
2. (P그Q)드rv (P ̂  ,,-,Q) (P이면서 rvQ는 없다.J 

3. (P그Q)三 (rvPVQ)三 (QV"-'P) 드 (rvQ그rvP). (對偶는 原命題와 同

f直이다.J 

다시 운장 (6a)의 일부를 제시한 후， 이 률理f直와의 관계를 부연해본다. 

(6a) If that’s a diamond, 1’m a Dutchman. 

1. P=That’s a diamond, Q=I’m a Dutchman언 점 을 염 두에 두고 (P그Q) 

三(rvpVQ)의 公式에 따라， r그것이 다이어먼드 寶石이 아니거냐」 또는 「내 

가 화란인이다」중의 하나이라는 뭇이다. 

2. (P그Q)드rv(P^rvQ)은 ‘That P without Q is, is false’로 고쳐쓸 수 

있￡며， r그것이 다이어언도 寶石이다」와 「내가 화란인이 아니다」가 서로 

兩立할 수 없다는 뜻이다. 

3. (P그Q)드 (rvpVQ)드 (QVrvP)三(rvQ그rvP)의 公式에 의거하여 (P그Q) 

三 (rvQ그rvP)에서 rvQ1直인 「내가(영국인이기 혜문에) 自明한 사실안 화란 

언이 아닌 것이 rvPfI直안 「그것이 다이어먼드 寶石이 아닌 것」과 갚다는 隆

解的 彈意表現‘이다. 한펀 문장 (6b)에서 rvQ인 「화란인이 아니다」라는 사 

실 이 너 무 自明한 것처 럼 P인 사실 즉 ‘levying war against the Queen’s 

subjects .. .is not treåson’이 아닌 ，...，.，p이라는 돗이다. 즉 ‘levying war against 

the Queen’s subject ... is treason'의 命題內容을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다음 문장 (7)도 문장 (6)과 맥을 같이 하는 修解條件 표현이다. 

(7) a. A. There’s a Force 7 wind blowing. 

B. Yes-and worse to come or 1’rπ a Dutchman. 

b. One thing had the habit of leading to another and this would 

be so whether he got more amorous or more sentimental, and 

is not diligent'를 P라 하면 rvp는 ‘John is diligent’이 다. 또 ‘Some stuclents are 
diligent'를 P라 하면， rvp는 ‘No student is diligent’이 다. ‘Some students are not 
diligent’ 를 rvp로 하면 오류이 다‘ 그 이 유는 ‘Some students are diligent:’ 와 ‘Some 
students are not diligent’는 同時에 質이 기 때 문이 다. 그표는 if P then Q이 연 P그Q로 
표시되고 V(늑or) 및 /\(늑and)의 표시이다. 複合命題를 몇 개 소개하겠다. 

PVQ ... 離接(disjunction)

P^Q ... 合接(conjunction) 
P그Q=:=rvQ그"，p ... 命題의 對偶(contrap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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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two he was soon going to get or she was a Dμtchman. 

c. It won't be long before they are fal1ing out over that money 

their father left them, or 1’maDμtchman. 

운장 (7)의 論理構造는 or블 V로 고쳐쓰면 PVQ가 된다. 그런데 Q의 命

題인 ‘I ’m a Dutchman'은 碼염 이 自 明하므로， r내 가 화란언 이 아니 니 까J P 

의 命題는 반드시 륨이라는 彈意表現이 된다. 즉 one of ‘P and Q’ is에서 

Q를 排除하면 P만 남게 되 는 것이 다. Q의 命題인 ‘I ’m a Dutchman’은 거 의 

固定的 表現이어서 운장 C7b)에서처럼 주어가 女性인 경우에도 時制의 轉

換을 겪￡면서도 a Dutchman이 사용된 사실에 주목하기 바란다. 즉 ‘I ’ma 

Dutchman' 은 先行하는 2f寂文의 진술 內容이 圓임을 話者가 확신하고 있음 

을 含意하기 위해서 2f寂文의 끝에다 附加시킨 構造라고 할 수 있다. 

(7) d. If it’s not a genuine 16th century piece Cthen) I ’m a Dutchman. 

e. It’s a genuine 16th century piece or 1’m a Dutchman. 

문장 C7d) 와 문장 (7e)는 同義文이 다. 모두 다 彈意表現 構文일 따름이 다. 

(7d)의 경우， P의 命題를 ‘it is not a genuine 16th century piece’로 Q의 

命題를 ‘I ’m a Dutchman’부로 삼A면 

(P그Q) 드 (",PVQ) 프 (QV"'P) 드 ("'Q그"，P) 

에서 Q가 分明히 憶이므로 p의 命題도 짧가 되어， p는 틀렴없이 ‘It’s a 

genuine 16th century piece’ 가 된다. 

한펀 문장 (7e)의 경 우를 검 토한다. 

P: It’s a genuine 16th century piece. 

Q: I’m a Dutchman. 

으로 하면 이 분장은 or률 V로 고쳐쓰면， 

PVQ드rvp그Q 

이므로， 그 對偶를 고려하면 

"'Q그P 

즉 「내가 화란인아 아닌」 이상 반드시 「그것은 진짜 16세기 꼴건엄」을 강조 

한 構文언 점으로 봐서 同一한 論理構造애 속한다. 

2. 1. Quirk et al. (1985: 1095, Note) 에 서 다음과 같은 서 술을 읽 게 된다. 

The matrix clause in type (a) has some fixed expressions which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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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fa1sehoods, with some variations in the person of the subject, such 

as 1’ II eat my hat and He’s a Dαtchmaπ: 

If Dave’s younger than me, 1’11 eat my hat. (‘Dave’s certain1y not 

younger than me. ’]

More stereotyped, because restricted to an 1 -subject, are 1’ II be (or 1’ tη) 

damned and 1’11 be (or 1’m) ha.ηIged， both familiar in style~ 

I’11 be1 l’! oe} damned if 1 apo10gize. (‘I’11 certain1y not apo10gize. ’]

As a result, these can stand a10ne as expression of amazement, eg: Well, 

I ’11 be damηed. 

Taboo expressions a1so occur in the matrix clause with rhetorical clauses, 
eg: F，ιck me if 1’m goiηg to lift a fiηger to help them. 

위 引用중， type (a) 란 Quirk et a1. (1985: 1094)의 다음 서술을 참조하기 

바란다. 

(a) If the proposition in the matrix clause is patent1y absurd, the proposi

tion in the conditional clause is shown to be false: 

1f they’ re 1rish, 1’m the Pope. (‘Since 1’m obviously not the Pope, 
they’re certainly not lrish. ’]

1f you belie'Qe that, you’ 11 believe anything. (‘Y ou certainly can’ t 

believe tha t. ’]

1f she doesn’ t get first prize, she’s no daughter of yours. (‘She 
certainly will get first prize. ’]

Quirk 교수 풍의 이런 例文 外에도 아래와 같은 例文을 첨가할 수 있다. 

(8) a. If he’s the Prime minister, 1’m a Dutchman. -Palmer 

b. If he’s Marconi, 1’m Einstein. -Palmer 

c. If he’s intelligent, 1’m Albert Einstein. 

이 런 表現은 事實間의 因果關係를 표현하지 않고， 發話行짧에 연유펀 表

現￡로， 發話된 즙홈句표현이 나 文의 쫓當性， 또는 質隱f直의 정도를 표시 한 

것 이 다. 신 랄한 풍자적 말표현 (sarcastic speech) 엄 에 틀렴 없다. (P그Q)의 

표현의 命題 P인 상節이 文頭에 位置하는 경우와 文尾에 位置하는 경우가 

있는레， 어떤 기준으료 차이가 생겨냐는지 의문이 생긴다. 1f節이 前提節

(protasis) 언 점으로 보.~서 前提節-歸結節(apodosis)의 순서가 당연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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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慣用語句로 굳어진 誼맨， 외설 및 演神적 表現인 경우는 일종의 虛構語
句 (expletives)로 간주되어 il節이 文末尾에 位置하게 된다. 이는 先行表現
語句가 頭部省略 (prosiopesis) 되 기 도 하는데 , 이 는 형 식 적 常套句로 간주되 
기 째문일 것이 며 文末尾에 g형意語句가 配置되 는 점 과 有關한 듯하다. 母Jlà
節에 나타냐는 Q의 命題가 誼멤 • 외 설 • 讀神적 표현의 虛構語句언 ‘I ’11/1’m 

blessed, blowed, damned, darned, blasted, hanged, dashed' 동안 경 우는 거 의 

例外없이 il節이 後位에 놓인다 한펀 Q의 命題가 固定펀 慣用句 표현이 
아니고， 어느 정도 創造的 表現(가령 Quirk, et al. (1985)에서 제시한 ‘I’m 

the Pope/I’ m Albert Einstein/I’ m a Jew/a rogue’ 등) 이 면 거 의 例外없이 體

結節은 後位에 位置한다. ‘you’11 believe anything' 및 ‘she’s no daughter of 

yours' 동의 歸結節 역시 대충 文末尾에 놓아게 된다. ‘I’m a Dutchman’이나 

‘I’11 eat my hat (head 등)’이 歸結節로 사용된 修廳條件文에서 前提節이 文

頭·文尾 양위치에 올 수는 있A냐 筆者가 소장한 참고문헌의 例에서 검로 
한 결과， 文頭에 位置함이 더 많은 것 같다. 대표적인 몇 f7l1만 각각 제시하 

겠다. 

A) il節이 文末尾에 位置한 例 : 

(9) a. “What! come out for a walk in this pelting rain and driving 

wind? 1’11 eat my hat íl 1 will: d’you take me for a madman?!" 

-Lye11 (1931) 

b. 1’11 eat my hat il it does ha.뺑en! -W.J. Ba11 (1958) 

c. 1’ 11 eat my hat il that lellow isn’ t here againl -F.T. Wood 

(1969) 

d. 1’11 eat my hat if England wi:ηs tomorrow! -LDCE (1978) 

e. 1’ 11 eat my hat if he eνer j’'asses his drivi:ηg test. -LDEL (1984) 

f. They’d find out where Letitia Blacklock is living now. And 

they’d go there-but not as themselves ... They’d go together-or 

separately? Emma ... I wonder? .. Rip and Emma ... 1’11 eat my hat 

il Rψ， or Emma , or both 01 them, areπ’ t in Chipping Cleghorn 

now... -Christie 

B) il節이 文頭에 位置한 例 : 

8 前提節이 if節이 아니고 드불게 before節로 되어 있어 여기에 引用하여 둔다. 
A. ‘Will you Ieave it to me?’ 
B. ‘Be damned before I do. ’ -G. Mered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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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 1f that isn’ t the maη who accosted us outside the railway 

station, 1’ 11 eat my hat. -F. T. Wood (1969) 

b. 1f the train arrives, 1’ 11 eat my hat. -Freeman & Phythian 

(1973) 

c. 1f 1’ II do this or that, 1’11 eat my hat! -E. Partridge (1977: 
112) 

d. 1f it αlasn’t your hrother who stole it, 1’II eat my hat. -LDEI 

(1979) 

e. 1f they doη’ t tell their parents before tonight 1’ II eat my hat. 

-LDEI (1979) 

f. 1f that old horse of yours does come first in the race, 1’11 eat 

my hat! -Manser (1983) 

g. 1f it ψasπ’ t Richard who broke the window, 1’ II eat my hat! 
-Manser (1983) 

h. They’re always late-if they get here a minute before eight 
o’clock, 1’II eat my hat. -ODCIE (1983) 

i. 1f that isη’ t loηg-αiπded bosh, 1’ II go eat my hat. -ODCIE 
(1983) 

j. They’re going for something, and you may take it from me 

that something wil1 be worth their going for. At least, if not 
I ’II eat my hat. - T. W. Crofìts 

문장 (9) 에서의 歸結節언 ‘I ’11 eat my hat’가 文頭에 位置함은 일종의 虛構

語句안 ‘I’ ll/I’m blowed, damned, hanged' 등과 같은 機能을 하고 있다. 그러 

나 分明한 점은 문장 (9) 에서 if節이 文末尾에 位置한 것은 有標적 (marked) 

位置를 점유한 感을 준다. (9a， f) 처 렴 先行하는 ‘文에서 舊情報를 얻게 되는 

경우 if節이 文尾에 놓여도 어색함을 느끼지 않지마는 其他 例文의 경우처 

렴 舊情報 없이 바로 불쑥 ‘I ’II eat my hat' 부분부터 시 작한 文은 생 소한 감 

을 준다. 참고로 지 적 할 점 은 F.T. Wood (1969)를 改正한 F.T.W∞d， et a1. 

(1979: 99)의 ‘eat one’s hat' 項目의 例文중 문장 (9c)는 탈락되어 있는 사실이 

다. 이것은 I ’ II eat my hat 표현이 아직도 完全히 虛構語句 (expletives)로 전 

환되지 않았음과도 有關한 듯하다. 그리고 문장 (9d, e)는 紙面의 옮u約을 심 

히 받는 蘇書의 例文엄에 유의할 펄요가 있다. 한펀 문장 (10) 에서처럼 前

提節언 if節이 文頭에 位置하여 歸結節에 先行한 語11휩은 분명 히 if節이 無

標(unmarked)적 位置를 차지하여， 順理에 맞는 語順안 것이다. 이런 服絡

에서 最近에 刊行된 몇몇 英語蘇典의 서술의 적절치 못함을 發見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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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II eat my hat型 構文에 관한 서술을 여기에 引用한 후 이를 비판하커로 

한다. 

A)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1978: 518) 

I’11 eat my hat if (an expression of disbelief): 

I ’II eat my hat if England wins tomorrow! 

B) J.,ongman Dictionary of Eη!glish Idioms (1979: 150) 

I’11 eat my hat 

coll (used to emphasìze a speaker’s belief that a fact, statement, etc. , 

Ìs true, or that something will happen as stated): 

1f it wasn’t your brother who stole it, 1’ II eat my hat. 

1f they don’t tell their parents before tonight 1’ II eat my hat. =1 am 

sure they wi1l tell their parents. 

C) Loηgmaπ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984: 673) 

eat one’s hat-used to express one’s disbelief that a usu. specified 

event will occur. 

I’ 11 eat my hat if he eψer passes his driving test. 

우션 지적할 정은 A)와 C)의 定養와 B)의 定義가 正反對언 사실이다. 그 

리고 A)의 標記에 있어 ‘I ’11 eat my hat if’로 되어 있어， 初學者用 學習解典

의 성격에 비추워서 if節이 언제나 後置한다는 언장을 준다. 더구나 이 慣用

語句 表現에 없어 문장 (10) 의 例에 비춰봐도 分明히 적철치 못하다. A)와 

C)의 例文에서 if節이 文末尾 즉 歸結節에 後續한 것도 문장 (10)으로 판단 

하건데，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제는 A)와 C)의 定義와 B)의 定義가 서로 正反對가 되는데， 그 理由

는 무엇일까 하는 문제가 제기펀다. 같은 表現언 I ’ II eat my hat가 前者의 

定義는 ‘to express one’ s disbelief that a usually specified events w i11 occur' 

임 에 반해 서 後者의 定義는 ‘to emphasize a speaker’ s belief that a fact, 

statement, etc. , is true or that something will happen as stated’로 되 어 있 

다. 그 解答은 무엇일까 고찰하기로 한다. 

A)와 C)에서의 例文에서 前提節이 모두 肯定文이고 B)의 例文에는 前提

節이 모두 否定表現이 되어 있는 점에 注담해야 한다. if節은 肯定·否定 표 

현 모두 可能한데， 사천펀찬자들이 事物의 兩面性을 파악치 못하고 一面만 
본 질 수를 범 한 것 이 다. ‘I ’11 eat my hat'의 表現은 문장 (9) 와 (10) 에 서 立

證할 수 있듯이 if節이 肯定일 수도， 否定의 構文알 수도 있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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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관해서 VVood (1969: 87)의 설명에 주의 활 훨요가 있다. 

Eat (one’8) HAT •... lt may be attached to a clause beginning with if 

(‘If that isn't the man who accosted us outside the railway station, 1’11 

eat my hat,’ ‘I’ 11 eat my hat if that fel10w isn't here again!’) or (ÌO

ordinated with a previous statement by or ( ‘That’s the fe110w who accosted 

us just outside the railway station. or 1’ 11 eat my hat’). 

The construction with if uses a negative verb to express a positive idea 

in the mind of the speaker; that with or uses' in first clause a positive 
verb for a positive idea, and a negative verb for a negative one. 

VVo<녕의 위 引用A로 B)의 定義와 例文을 이해할 수 있다. VVood의 위 
引用중 

The construction with if uses a negative verb to express a positive 

idea in the mind of the speaker. 

뒤에 

and the construction with if uses a positive verb to express a negative 

idea in the mind of the speaker 

를첨가했더라면 독자에게 훨씬 천철했￡리라고생각된다. 이 보충서술이 A) 

와 c)의 定義와 例文의 理解에 보탱이 된다4. 또 上記 열거한解書는 if節이 

肯定 • 否定 표현이 고루 포함된 例文과 그것에 알맞는 定義를 제시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a면 初學者에게는 뜻하지 않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커 때 

문이 다. 筆者가 접 한 文敵￡로는 I’11 eat my hat표현에 관한 限 Martin H. 
Manser: A Dictionary of Conte찌þorary Idioms (1983: 69)의 다음 서술이 잘 

되어 있A므로 여기에 引用하기로 한다. 

I’11 eat my hat Beco써ng old-fashioned 1 wi1l be proved wrong; 1 wi1l 
be surprised; used to show that the speaker does not really believe that 

something is true or that something will happen: 

‘ Ox/ord Dìctìonary 0/ C.ιrrent Idiomatìc English, vol. 2 (1983: 295)의 아래 
定義는 홉족하지 못하지 마는 창고로 척에 두겠다. 

I ’ II eat my hat (informal) (the situation is so ridiculous, 50mething is so 
unlikely to happen etc. that) 1 can promise to do something equally ridiculous 
such as eating my hat without really expecting that 1 will have to do 80. 

Jenny keep a secretl She'll haψe told a dozen people by now or 1’ II eat 찌y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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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at old horse of yours does come first in the race , 1’ II eat my hat! 

If it wasn’t Richard who broke the window, 1’ II eat my hat! 

2. 2. Longman Dictionary of the English Laη:guage (1984: 729)의 if의 5b에 

다음과 같이 커록되어 었다. 

5b-used with a negative when certain expletives introduce startling 

news. Blow me if he didn’t hit her/ 

위 引用에서 굳이 used .with a negative로 限定시킬 펼요가 있는지 잘펴보 

기로한다. 

(11) a. Blow me if he didn’ t hit her. 

b. Blow me if it isn't snowing. 

문장 (l1a, b)의 돗은 「남펀이 아내를 때렸다니 (놀라운 사실이야)J와 「철 

아닌 때에 눈이 오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군)J 풍언데 이는 現寶世界의 知

識이나 道理에 위반한 現象이나 思考에 대한 경악을 표하는 데 사용되는 構

文이다. 

이 번에 는 if節이 肯定構文 o 로 된 Ø1J文을 고찰한다. 

(12) a. Blow me if he ever watches television! 

b. Blow me if she ever irons her own c1othes! 

c. 1’m blowed if she’s ever visited her old parents! 

d. 1’m hanged if John and Mary got married! 

e. Blow me down if she ever says he l10 to him for many years 
under the same roof! 

f. Blow me if some Eskimos refused to have the refrigerator 

fitted up in their igloo. 

문장 (12)에서 前提節의 命題內容은 現寶世界의 쩌識이나 常識에 부합되 

는 것이다. 그런데 문장 (12a)의 경우， í(사람이면 S례 탤레비존을 보기 마 

련인데) 그가 렐레비촌을 보지 않다니 놀라운 일이지」 정도의 意味解釋을 

가진다. 문장 (12e)의 意味는 í(한 칩에서 오래동안 살게 되면 인사말을 주 

고 받는 것이 道理인데) 그녀가 그에게 여러 해동안 한 집안에서 살면서 인 

사도 하지 않다니 ! J 정도이다. 이런 놀라운 사실 (start1ing news)을 표현하 

는데 문장 (11)과 문장 (12)에서 알 수 있듯이 前提節의 命題內容이 現實世

界의 *口識이 나 道理에 合致하는 限， 肯定/否定 構文 여 부는 아무런 장관이 

없음을 알았다. 따라서 LDEL 09~4: 729, if. 5b) 의 다음 서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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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used with a negative when certain expletives ìntroduce startling news. 

는 分明히 事物의 -面만 파악한 것이지 , 事物의 앞 • 뒤 兩面안 肯定 • 否定

을 관찰하지 못한 적철한 語法의 서술은 아니다 

문장 (12a)를 다시 여 기 에 引用한다. 

(12) a. Blow me if he ever watches television! 

문장 (12a)는 경악을 표현하는 構文언 점을 앞서 지적한 바가 있다. 그런 

데 문장 (12a)와 同一한 構文型이면서 품노， 불만， 의분감 동의 激情을 표 

시하면서 警言的 구질을 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다음 운장 (13)올 검토하 

기 바란다. 

(13) a. 1’ 11 be damned if 1’ 11 help him: he never helps me when 1 need 

him. 

b. 1’11 be hanged if 1’11 apologize this time-he should say he’s 

sorry first. 

c. 1’11 be blowed if 1 do it. 

d. It’snotmeI’m worried about, but 1’11 be darn뼈 if my children 

have to grow up in such a wor1d of inequa1ity and injustice! 

e. 1’m cursed if he ever does that again. 

f. Fuck me if 1’m going to lift a finger to help them. 

P.O.D.7 (1984: 74)처 렴 작은 解典에도 문장 (13)의 構文첼의 설명을 하고 
있다. 즉 be blowed if one will colloq. be unwillingly to로 서 술하고 있 

는 반면 LDEL (1984)쳐렴 큰 解典에는 아무런 言及이 없음은 납푹。1 가치 

않는다. 

2.3. 條件文이면서도 口語體의 文에서 前提節이 iJ.로 시작되치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현장에 대해서 Swan (1980: 307. 5)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5 풀흔 前提節언 11節이 否定形으로 되 는 청 우가 더 많다. C.O.D.의 if 4를 창고 
로 적는다. In excIamation of wish, surprise, etc., without apodosis: 11 1 Tt.afJe,,'t lost 
my watcTt.l 1 have, to my surprise or disgust로 註解한다.!E.한 Quirk et al. (1985: 
842)의 다음 서 술도 참조하기 바란다. 

Negative il-cIau않s， usuaIIy preceded by well or w Tt.y , are used to express 
surprise: WelI, if it isn't the manager himself! (‘It is indeed the manager 
himself!’) Why, if it isn't Susan! (‘It is ìndeed Susan!’]

이런 構文에셔의 apodosis는 Blow me, 1’Il be blowedjdamned 등염을 慮知하기 바 
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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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misøion of ‘if’ conversational 

1f is sometimes left out in conversational style. 

You touch me again, 1’ II kick your teeth in. (=If you touch ... ) 

A common alternative to using if-clauses is to join two sentences with 

and. 

Take ηzy advice and yoιr troubles will be over. (=If you take ... ) 

Swan의 上記 例文에 ‘Touch me and 1’11 scream' 퉁을 첨 가할 수 있겠는데 , 
이는 모두 直接條件文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데 發話行짧와 관련되는 間

接條件文에서도 이런 構文型을 찾아볼 수 있￡며 일종의 修蘇條件文이라 

해도 무방하리라고 믿는다. Mortimer (1972: 59)에서 다음과 같은 談話를 

찾게 된다. 

(14) a. A. We’ve fìve minutes to spare. Shall we drop in at Allan’s 

for a drink? 

B. He’s not expecting us. 

A. Oh, he won’ t mind if we drop in for a moment. 

B. He mightn’ t be at home. 

A. Oh, 1 think he probably wi11. 

B. He mightn’t haνe anything to drink. 

A. And he mightn’t have a nose on his facel 

문장 (14a)의 이탤릭체 부분에 주목하기 바란다. B와 A의 談話 가운데 

rB가 P命題를 말한다면 A는 Q命題라고 말할 수 있다」의 A의 주장이 드러 

난다. 그런데 A의 Q命題는 하도 어 처 구니 없는 虛構的 事實이 으로 B의 P 
命題도 마찬가지로 짧엄을 강하게 表示하는 技巧的 構文이다. 日常言語論理

에 111 추어서 (P그Q) 드 (P^Q)도 成立할 수 있겠다. 따라서 (14a)의 이탤릭 

체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쓸 수 있다. 

(14) a.' If he mightn’ t have anything to drink, he mightn’ t have a 

nose on his face. 

문장 (14a')는 修解條件文임에 틀림 없는데 論理構造를 밝히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14) a." If (you TELL me) he mightn’ t have anything to drink, (1 

TELL you) he mightn’ t have a nose on his face. 

이런 發話行짧와 관련펀 構文의 다른 類型오로 다음의 문장(14b)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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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timer (1972: 169) 에 서 보게 된 다. 

(14) b. Peter. 1’ve started the job, Mabel, and 1’m going to see it 

through to the end. 

Mabel. You’re not in a fit state to see anything through, Peter. 

You’re not well enough to go. Alec’II supervÌ.!;e the job 

for you, surely. 

Peter. 0νer my dead body! 

Mabel. But ￦hat’s wrong with Alec? 1‘m sure hê’s a . 

Peter. Nothing-as long as he’ s minding his own business. 

But this is my business. 

문장 (14b)의 類型을 쉽게 引用할 수 있다. 

(14) c. Son. Can 1 borrow the car tonight, Dad? 

Dad. Over my dead body, son, you’ve crashed it once this week 

already. 

d. ‘A wage freeze-over our dead body,’ the trade union leaders 

cried. 

문장 (14b, c, d)의 이탤릭체 부분을 論理構造짧￡로 밝히면 다음과 같￡리 
라 믿는다. 

(14) b'. If (you TELL me) Alec’II supervise the job for me, (I TELL 

you he’II supervise it) over my dead b여y. 

c'. If (you ASK me whether) you can borrow the car tonight, 
(1 TELL you you can do so) over my dead body. 

d'. If (you SA Y the government decide the policy of) a wage 

freeze, (1 SA Y they’11 do so) over our dead body. 

문장 (14b, c)는 談話體의 文이 므로 話者가 聽者의 發言內容을 前提節로 
삼고서 歸結節을 極度로 압축시킨 形式을 취한 것이다. 한펀·문장 (14d)는 

單-文안데 表層에 는 濟tE한 先行했을 聽者의 文의 핵 심 부분인 a wage freeze 

를 前提로 文頭에 내세운 점에 留意할 필요가 있다. 이 部分이 前提된 事寶

임은 dash로 表示되어 있A며 만일 發話時에는 긴 休止가 틀림없이 있을 것 

이 다. 문장 (14) 등의 신 랄한 풍자적 말표현 (sarcastic speech) 을 몇 개 더 提

示하여 修蘇條件文의 또 다흔 變形의 表現을 고찰하기록 한다. 

(15) a. A. Here’s a racing tip: Guide in the three 0 ’ clock at Y 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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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f you believe that, you’d belieνe anythingl 

b. There is a story about the Duke of Wellington, who having 

been approached by a stranger with the words ‘Mr Jones, 1 

believe? ’ replied, ‘1f you believe that, yoι will believe aηiythi;η:g. ’ 

c. 1f he can Þιt this þlan through, he can þut anything through. 

lt isn't a very good plan. 

(16) a. What’$ the good of having a watch if it doesn’ t give you the 

right time? 

b. A. If you're so sure you didn’ t take Janet’s pen, perhaps you 

wouldn’ t mind turning out your pockets ... Put everything 

here-here, on my table. 

B. Miss Clarke, 1 haven’ t seen it-I swear 1 haven’ t seen. 
Oh, Miss •.• 

A. What did 1 say? What is that if it isn’t Jaπet’ s þe깨 Isn't 

it her pen? 

운장 (15a)와 (16a)의 이탤릭체 部分의 論理構造를 아래와 같이 각각 設

定할 수 있겠다. 

(15) a'. If (You TELL me) you believe that, (1 TELL you) you’d 

believe anything. 

(16) a'. (1 ASK you) what’s the good of having a watch, if (you 

TELL me) it doesn’ t give you the right time? 

以上은 Quirk et al. (1985: 1094) 에 서 rIf the proposition in the matrix 

clause is patently absurd the proposition in the conditional clause is shown 
to be false. J에 관련된 문제를 취급한 이 (a)型의 4찢解(擬似)條件文의 특성 

을 고찰하였다. 

3.1. Quirk et al. (1985: 1096)에서 修解條件文의 (b)型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b) If the proposition in the conditional clause is patently true, the 
proposition in the matrix clause is shown to be true. This type is used 
with measure expressions with the implication of at least the measure 
stated in the conditional clause. The if-clause is positioned fina11y: 

He’s ninety if he’ s a day. (‘If you’ 11 agree that he’s at least a day 
old, perhaps you’ 11 take my word that he’s ninety. ’]

The package weighed ten pounds if it weighed aη ounc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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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 certainly weighed ten pounds. ’]

The painting must be worth a thousand dollars if it’ s worth a ceηt. 

[‘The painting must certainly be worth a thousand dollars. ’]

Quirk et al. (1985: 1096) 에 제 시 된 이 상의 例文에 몇 개 를 더 첨 가하면 

다음과 같다. 

(17) a. Who? Mrs. Evergreen? 0 Lord! she’s si:x:-and-fifty if shes an 

hour/ -Sheridan 

b. She’s on the wrong side of thirty, if she be a day. -Swift 

c. The alterations in the house cost full 5, 000 pound if they cost 

a þenny. 

d. 1’ve come three miles, if 1’νe come a yard. 

e. He measured si:x: feet two, if an iηch; he weighed eighteen 

stone, if a pound. 

f. The enemy is 2, 000 strong, if a maπ. 

g. He’s worth fifty thousand nicker if a pound. 

h. 1t’s only a mile or so, if so much. -K. Smith 

i. ...only during the twentieth century if so long. -Partridge 

문장 (17)의 륨理園數관계 를 고찰하기로 한다. 

‘He’s ninety if he is a day’에서 

P=he is a day (old) 

Q=he is ninety (years old) 로 삼ξL면 

(P그Q) 드(，，-，PVQ) 三"-' (P I\，，-，Q) 드 (rvQ그，，-，P)의 공식에 적용할 수 있다. 

(P그Q) 三"-' (P ̂  rvQ)는 (b)型 修蘇條件文을 설명 하기 에 척 합하다. iP이 면 

Q이다」는 iP이면서 同時에 "-'Q인 사실은 없다」로 해석된다. ‘He’s ninety 

if he is a day'에서 P의 命題는 사람이면 어떤 경우에도 나이는 하루는 된 

다는 너무 당연한 사실을 내세웠고 Q命題안 90세의 연령을 언급하면서 

"-'Q인 사실은 없다니까， 바로 Q이다의 뭇이 된다. 그가 a day old인 事

寶과 그가 90세 가 아닌 事實의 결 합을 排除하므로 그의 나이 가 있는 限，

‘a day old’엄은 自明하므로 90세가 아님은 아니다가 된다. 自明한 P命題를 

내세운 점은 修解적 技巧이다. 또한 論理構造에 있어， (a)型과 마찬가지로 

‘ (1 SA Y) he is ninety if (you SA Y) he is a day’가 적 용됩 을 유념 하기 바 

란다. 

Quirk et al. (1985) 에 서 언급한 (b) 型 修解條件文이 주로 문장 (17)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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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면서 A型과의 差異點이 무엇언지 살펴본다. 

1) (B)型 修離條件文의 前提節은 언제나 歸結節에 後續된다. (+end-

positionJ 

2) 前提節 및 歸結節은 반드시 肯定表現이 다. (+affirmativeJ 

3) 前提節과 歸結節의 主語가 同一하다. (+the same subje<;tJ 

4) 前提節에서 는 if와 긴요한 單一語句 以外는 表現語句가 애 매 성 을 招來

하지 않는 限， 省略될 수 있 다 6 (+deletion of redundant expressionJ 

여기 지적하고자 함은 筆者가 얄기로는 條件 2)와 3)은 어떤 영어학자도 

明示的으로 지적한 적이 없는 대목이다. 문장 (17b)에 관련해서 언급하겠는 

데， r그녀가 틀렴없이 서른살이 되지 않는다」의 경우， (b)型 移雖條件文은 

다음과 같으리라 믿는다. 

(17) b.' She’s on the right side of thirty, if she be a day. 

그 理由는 이 構文에서는 성격상 前提節은 물론 歸結節에 否定表現이 부합 

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창 (17a-d)의 이탤릭체 부분은 上記條件 4)에 의거하여 각기， ‘if an 

hour‘, if a day, if a penny, if a yard’로 압축될 수 있다. 문장 (17)의 前提

節의 表現語句로 봐서 , 주로 年觀 • 重量 • 距離 • 價格 -Á員數의 最小單位의 
名詞가 포함된다. 문장 (17h)와 (17i)의 ‘if so much'와 ‘if so long’은 「기껏 

해야， 겨우」 청도의 돗이며 이 경우의 80는 각각 先行節의 名詞의 指示的

(identical) 用法으로 사용흰 것이 다. If節의 置도 母腦節의 륨도 同時에 成

立함을 表示하는 修購條件文으로 if節의 假定 形式은 修解的언 것에 不過하 

다. If節의 內容이 너 무 당연한 탓으로 退化되 어 後位에 놓이 고 영 여 語句

는 省略되기 마련이다. 

3.2. 이제는 Quirk et al. (1985: 109M) 에서 언급한 (a)型 및 (b)型 以外의 

修解條件文을 論述하고자 한다. (b)型과 類似하나 성격이 약간 다른 構文부 

터 살펴보기로 한다. 

(18) a. If 1 haψe spokeπ oπce to Rebecca about the carψet， 1 am sure 1 
have spoken at least dozen times. -Austen 

6 cf. O.E.D. 에 다음과 겉이 서술하고 있다. 
The conditional clause is often elliptical, and may dwindle down to if and 
a word or phrase sufficient to suggest the complete sense. 

7 Quirk et al. (1985: 1094)에 수록원 (a)챔 修離條件文의 한 뻐l文과 바교하기 

바란다. 
If she doesη’t get first prize, she’ sηo daughter of y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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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He has been to Warwick Castle fìfty times, if he has been there 

once. 

c. “Lord bless you, 1 have heard him, a hundred times if 1 have 

heard him 0ηce， say to the regular cracksman ... ‘you know 

where 1 live. ’" -Dickens 

d. 1f there’d been one customer, there’d be twenty between opening 

and nine 0 ’clock. -Priestley 

e. Give him a warning, did you say? 1f he’s been warned once 

he’s been warned twenty times. Tomorrow morning he gets 

the sack. 

f. Why do we have so many previews? 1f they are shown once 

they are shown a dozen times. -TV Times 

문장 (18)은 영어의 慣用句안 if one has done soηlething once one has doηe 

it a hundred, etc. times를 活用한 構文。1 다. 一種의 anaphoric repetition 현 

상￡로 移解的 彈意表現인 것이다. (b)型의 修解條件文과 一服相通한 面도 

있으나 다흔 面도 있다. 문장 (17)과 (18)을 바교검로하면 운장 (18)의 類

型은 (b)型 修蘇條件文과 3. 1. 의 4個의 條件중 條件 1)과 4)에 서 差異가 있 

다. 즉 if節이 아직은 前提節의 機能을 수행한 탓S로 文頭에 位置하는 경우 

가 더 많고 完全히 退化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前提節內의 表現語句가 생 

략되 지 않는다. 가령 문장 (18b, d)의 if節을 압축한 결과， if 0ηce나 if 0πe 

customer만 남게 되 면 의 미 의 애 매 성 을 招來하므로 不可하다. 이 런 점 은 (b) 

型 移解條件文과 다른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또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운장 

(18e, f) 에서 알 수 있듯이 受動形 構文이 쓰인 사실은 이 表現方式이 文

語體에도 사용된다는 사실이다. 

3.3. 이제는 Quirk et al. (1985: 1094Í)의 f慘解條件文의 (a)型과 (b)型과는 

다른 構文을 論證할 차례 이 다. 다음 문장 (19)를 검토한다. 

(19) a. If 1 stand here, 1 saw him. -Shakespeare 

b‘ If 1 can’ t see, 1 can hear a fìnger stirring. -Stevenson 

c. If Soames had faith, it ￦as in what he called ‘English com

mon sense.' -Galsworthy 

d. A. John ￦ent there around seven 0 ’clock last night. 

B. Well, if he was there, he felt the earth shake a bit. 

문장 (19)는 언뭇 봐서는 if節이 直接條件언듯 하나 그렇지 않다. 前提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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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內容이 륨엄과 歸結節의 그것이 마찬가지로 質임을 주장하는 等價의 隆

廳的 表現이다. 문장 (I9a)의 경우 ‘ifP’는， r혹시 내가 여기에 서있다면」이 

란 假定이 물폰 아니다. r내가 여기에 서있는 것이 홉의 事實이듯이 Q의 命

題안 「내가ι 그를 보았다」는 事實도 마찬가지로 置임을 주장한 것이다. r내 

가 여기 서 있는 事實」과 「내 가 그를 보았다」는 事實의 對照。1 며 , 前提節의 

륨도 歸結節의 률도 同時에 成立한다는 것이다. If節의 假定의 형식은 修雖

的 技巧에 不過하다. ‘P is true; Q is equally true' 정 도의 기 분이 다. ‘If 

P, Q’ 즉(P그Q)의 含意를 고려할 경우， 즉 日常言語의 경우， r(p그Q)늑/P/ 

는 /Q/이다」 정도의 含意을 가진다고 하겠다. (19b)의 경우 장남의 거지가 
'captain’이 라고 자칭 하는 사나이 를 위 협 하는 表現으로 「내 눈이 보이 지 않 

는 것은 事寶이나-그래서 네가 安心하고 있겠지마는-내 펀에서도 대비할 

말이 있다: 귀는 멀쩡할 정도로 정말 밝다. 그래서 네 수작을 뻔히 알고 

있다」 정도의 의 미 를 가진다. 륨理짧數의 形式￡로 (19c)를 고찰해 본다. 

(P그Q) 르，，-， (P J\"-'Q)의 公式올 쫓아서 rp이면서 同時에 "-'Q인 사질은 없다」 

의 뭇으로 Soames가 信때을 가졌던 것과 英國的 常識을 信빼치 않았다는 事

寶과의 績合을 否定한다. 修雖的으로 신앙을 가졌는지 어떤지는 확연하게 

구분치 않는 形이지마는， 대체로 그가 신앙을 가진 것을 承짧하여， ‘At least 

he had faith in English common sense’의 意味를 가진 다. 

문장 (19) 에 나타난 性質의 f용蘇條件文을 두고 Jespersen (M.E.G. V, 

1940: 21. 65) 이 擬似條件文이라고 한 청은 뼈註 1에서 이미 지적한 바가 있 

다. 문장 Cl9c)를 發話行짧에 수반되 는 論理構造로 分析할 경 우 

(19) c.' H (you SA Y) Soames had faith, (1 SA Y) it was in what he 

cal1ed ‘English common sense. ’8 

로 간주되어 條解條件文으로서의 조건이 충족된다. 문장 (19)의 類型文으로 

서， 다음과 같은 例文을 더 열거할 수 있겠다. 

(19) e. 1’ m Mrs. Ruffin’ s sister, Mrs. J. C. Kennard. Perhaps if she’s 

going to inherit property, 1’m going to inherit some, too. 

-Gardner. 

f. If Edwin Clayhanger was startled, so was she startled. -Bennet 

8 修廳條件과는無關한發話行웹의 현상이 文의 表層構造에 具現펀 뼈l文융제시한다. 
a) If you say 1 deserve a rest, you are saying that my life is over.-Steinbeck 
b) But if 1 ask ‘What object is that sentence about?’ 1 am as，값ng an absurd 

question-a question which cannot be asked about the sentence, but only about some 
U앓 of the sentence.-Straw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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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If the evidence for suicide isn't particularly go어， neither is 

the evidence for murder. -Christie 

h. If there was a happy man in the world that night, it was 

John Turney. 

i. If he was yesternight in Sir Daniel’s mansion it was 1 that 

brought him there. 

j. If 1 am ill it comes of miserable thoughts. -Swin~urne 

문장 (19j) 를 ‘My illness comes of miserable thoughts’와 比較해 보면 문장 

(I9j)가 修解的 技巧文임을 감지할 것이다. 특히 문장 (19i)의 경우 歸結節

。1 it-分짧文엄 에 유의 하기 바라며 , 歸結節의 命題가 륨의 事實임 을 話者가 
책엄지고 진술한 것이다. 즉 (19h, i)는 -種의 修홉후條件文의 形式을 利用한 

彈意構文으로 다음과 같은 慣用表現을 인용할 수 있다. 

(20) a. If there was one thing Myrtle hated, it was to be told she 

ought to go to bed ear1y. -W. Cooper. 

b. If there’s one thing 1 enjoy, it’s a cup of tea in þed hefore 1 

get up. 

c. If there’s one thing 1 can’ t stand, it’s kids jumping down from 

their chairs when they’ re supposed to be having a meal. 

d. If there’s the very thing he wants, it’s good hea1th. 

문장 (20)의 前提節에 흔히 one thing이 포함되는 첨에 留念하기 바란다. 

이번에는 移離條件文의 歸結節이 it가 아니라 A稱 代名詞나 there로 시작되 

는 構文언 例를 提示하겠다. 

(20) e. Really, Nick! If ever there was a stubborn idiot, you’re a prime 

example. 

f. Then 1 had a meeting with the miners' agent, Mr. Trevor 

James-there’s a good man if there ever was one. 

g. Jo: And then he ran off with that landlady’s daughter. 

Helen: She was a silly cat if ever there was one. 

문장 (19i)을 여기 다시 引用한다. 

(19) i. If he was yesternight in Sir Daniel’s mansion, it was 1 that 

brought him there. 

이 문장의 歸結節은 it-分짧文의 形式을 利用한 彈意、構文임 은 前述한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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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다음 문장 (21)을 (19i)와 비 교 검 토하기 바란다. 

(21) a. If he hasn't married it is because he was crossed in love in 

his youth. 

b. If the offer was rejected, it was because people distrusted 

him. 

c. If Mary was able to establish the Catholic worship, it was 

evidently because people cared far less for the Protestant religion 

than for the rights of property. -Macaulay 

d. If 1 was short with you a moment ago, it is only because 1 

wasn't paying aUention. 

문장 (21)의 歸結節은 ‘it is (evidently /simply /only, etc.) because ... ’로 되 어 

있는 점에 注담할 필요가 있다. 歸結節의 because와 前提節의 if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從位節의 內容은， 그 節이 獨立文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다른 점은 그 內

容에 대해서 話者가 責任을 지는지 여부에 의해서 左右된다. 從位節의 경우 

에는 그 內容의 륨熾에 話者가 책엄을 지지 않￡나 獨立文의 경우는 話者가 

fact로 말하는 탓흐로 그 內容의 륨健 여부는 話者의 책 임하에 있다. 

그러나 같은 從位節에서도 

(22) a. He said that he would help Jane. 

b. He said that he will help Jaπe. 

c. He said that it is Jaπe that he will help. 

를 비교하면 (22a)의 從位節은 話者(傳達者)의 責任밖이며， 옮者의 책엄은 

그의 말을 전달한 것뿐인데 반하여， (22b)에서는 「時制의 一致」를 지키지 

않는 점에서， 또 (22c)에서는 從位節이 it-分짧文으로 表現되어 있는 점에서 

話者의 책임은 從位節까지 포함된 것부로 간주된다. 따라서 (22b, c)는 ‘He 

will help Jane: he said so’로 고쳐쓸 수 있겠다. 다음a로， 

(22) d. Because oil is lighter than water, oil floats. 

에서는 because節이 話者의 책 엄을 반영 하고 있a므로 獨立文과 같은 륨碼 

判斷을 하는 것S로 생각되지마는， 그 文의 深層에는 

(22) e. If x is lighter than water, x floats. 

라는 -般的언 命題를 前提한다. 여 기 서 if節은 事實의 表훌이 다. 따라서 

(22d)의 because節은 話者의 책 엄內와 책 임外의 두가지 機能을 수행한다. 



英語의 修蘇條件文에 관하여 279 

그런데 문장 (21)의 경우는 ‘it is (evidently) because ... ’로 봐서 話者가 文

의 內容의 륨짧에 어느 정도까지 책엄을 지고 있는 彈意構文이라고 간주해 

도 우방하겠다. 문장 (21a) 를 例로 든다면 

If (you SA Y) he hasη’ t married (1 SA Y) it is because he ψas crossed 

in love in his youth. 

로 論理構造를 규명할 수 있￡며 이탤럭체 動詞부분의 時制의 不一致 현상 

이 더욱 푼장 (21) 이 修廳條件文의 한 變種의 構文엄을 立證시 켜 준다. 

3.4. 이제는 Jespersen이 언급한 바처럼 前提節과 歸結節의 각 內容命題가 

서로 對照的언 사실의 요사에 利用된 修購條件文을 컴로한다. ‘If 1 was 

a bad carpenter, 1 was a worse taylor’-Defoe를 ‘1 really was bad as a 

carpenter, but worse as a tailor' 로 註解한 점 을 염 두에 두기 바란다. 

(23) a. 11 Rome is the liveliest city in Italy, Mi1an is the most 

elegant. 

b. It was harmless, if it was absurd. - Thackeray 

c. 11 her mouth was rather large ... , everybody allowed that her 

smile was charming. - Thackeray 

d. 11 he were great as principal, he was unrivalled as confìdant. 

e. 11 Socrates was as innocent as this at the age of seventy, it 

may be imagined how Joan was at the age of seventeen. 

f. 11 1 lift my hat to the past, it is true, but 1 prefer to court 

the present. 

前提節의 主語와 歸結節의 主語는 서로 同一한 경우가 많지마는 P節의 

命題와 Q節의 그것을 서로 對照시키는 것이 必須的은 아니다 9 따라서 

(23c, e) 에 서 의 歸結節에 서 각각 ‘everybody allowed that' 부분과 ‘it may be 

imagined' 부분인 論評節을 除外해보면 (23c)의 경우는 ‘her mouth vs. her 

smile,’ (23e) 에 서 는 Socrates vs. Joan의 對照엄 이 들어 난다. 對照를 표시 하기 

위한 修解條件文은 Quirk et a1. (1985)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로 rp 

는 확실히 事實안데， 그것이 話題가 될 경우， 對立의 意味로 Q펀도 (또는 

Q정 도는) 事實이 다」 정 도의 느낌의 表現이 다. 이 런 條件文에서는 前提節。1

대체로 文頭에 位置하며， (23b)의 경우처렴 前提節이 文尾에 오게 되면 分明

히 有標(marked) 位置를 점 유한 것 이 다.P節 및 Q節 모두 肯定構文이 대 부 

9 對照를 나타냐는 修離條件에서 P節과 Q節의 主語가 同一하지 않는 倒도 혼하 
다. cf. If they have bread to eat, it’ s as much as they have.-Troilus CPout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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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지마는， 前提節안 P節이 否定表現인 한 例를 Mortimer (1972: 15)에서 

찾았S니 여기에 引用하며 。1 탤릭체 부분을 검토하기 바란다. 

(23) g. A. I read in the newspaper there’ s been another outbreak of 

violence in 

B. There’s always something, isn’ t there? 

A. 1f it isn’t fighting that breaks out, it’s fire that breaks 

out, and if it isπ’ t fire that breaks out, it’s a new epidemic 

that breaks out, and if it’s ηot ... 

B. Still, it does give us something to talk about, doesn’ t it? 

문장 (23g)에서의 이탤릭체 부분이 前提節과 歸結節의 命題에 있어 서로 對

照的으로 나타나는 修蘇條件의 一種이 며 (23a-f) 처 럼 文語體에서 는 물론 

(23g)처럼 口語體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彈意、構文이다. 

(23) h. 1f ψe hit aη~ythiπ~g， we hit the jackpot. 

Í. 1f your democratic faith means anything, it means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 The Listener 

문장 (23h, i)는 前提節의 命題가 륨엄을 條件￡로 歸結節의 命題를 對照、시 켜 

돋보이게 한다. C23h)의 if節은 when(ever)節로 고쳐쓸 수 있겠고 C23i)의 

前提節 命題를 고려 하면 ‘your democratic faith'의 意味의 存在여 부를 假定하 

는 것 이 아니 라 ‘your democratic faith’에 는 어 떤 意味이 든 그것 이 存:tE한다 

는 것을 前提하고 있다. 따라서 (23i)의 ifl節을 when節로 해석하게 되고10 

前提節과 歸結節의 命題블 서 로 對照시 킨 構文의 變種이 라고 간주한다. 

3. 5. Quirk et al. (1985: 1094Í) , Jespersen (1940: 2165) 및 毛利 (1980: 

11. 6) 에서 도 제 시 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修購條件文으로 간주될 수 있는 다 

음 문장 (24) 를 검 토한다 11 

(24) a. If Harry is at the door, Harry is at the door. 

b. If it were fÌner to go alone, it was. -Lawrence 

10 When節과 if節이 意味上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例文을 제시한다. 
a) 1’ m all for having a good time with the girls out here, but when it comes 

to marrying them-this child ain’ t taking any, 1’11 tell the world. 
b) When 1 remember the girl, you nearly jump out of your skin. 
이탤릭체인 when를 if로 대치해도 우방하겠고， 또한 when과 it 사이에 1 TELL 

you/I SAY를 삽업시킬 수 있다. 
11 문장(24 d, e)는 각각 Mortimer (1972: 80， 146)에서 발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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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1’νe got something to tell yoμ later. 

B. Well, if you've got something to tell me, tell me now. 

d. A. lt’s infuriating! 1 must give him the message, but 1 just 

can’ t get through! 

B. What does the ope'rator say? 

A. She says the line’ s dead. 

B. Well, if you can’ t get throμ:gh， yoι can’t get through. 

What’s the message, anyway? 

A. lt’s strictly confidential. 
e. His breathing’ s more steady, and his pulse is regular now, Mrs. 

Michel1 •.. And he’s going to be ill for a week or two yet. But 

if 1 say he’s go샤g to þull through, he’s going to þull through. 

So tonight, 1 want you to sleep at home. You can come 

back here first thing in the morning. 

문장 (24)의 특정은 前提節의 命題內容이 률엄을 話者가 前提하여 聽者에게 

전달하는 寂寶的 條件표현 (factual conditional expression) 이 다. 이 제 까지 논 

술한 修廳條件文과는 發話行짧의 論理構造가 다른 점 이 특정 이 다. 한 例로 

문장 (24a)와 문장 (23a)를 대 조시 켜 論理構造의 차이 를 고찰하기 로 한다. 

(23) a. If Rome is the liveliest city in Italy, Milan is the most elegant. 

(24) a. If Harry is at the door, Harry is at the door. 

문장 (23a) 이 論理構造는 前述한 바 처 렴 

(<If) you SAY <it is [PJ)) (1 SAY <it is [QJ)) 

이 고 日常論理의 엽 장에 서 는 ‘P is true; Q is equally true' 청 도의 기 분에 

서 發話된 것이다. 聽者가 命題 P가 륨의 事實염을 내세울 경우， 話者는 命

題 Q역시 륨의 事實임이 同時에 成立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문장 

(24a)의 경우는 話者가 前提節 命題의 륭과 歸結節 命題의 륭이 다같이 成

立함을 염두에 두고， 話者가 聽者와 -心同體가 된 기분에서 前提節 命題마 

저 話者가 주장하는 상태에서 發話한 것이다. 즉 문장 (24a)의 論理構造를 

대충 밝히면 다음과 같오리라 생각한다. 

(24) a.' If (1 SA Y) Harry is at the door, (I SA Y) Harry is at the 

door. 

문장 (24a')의 論理構造는 前提節부분이 문창 (23a)의 그것과 다르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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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하면 

((IfJ 1 TELL you <it is (PJ)) , (1 TELL:you <it, is CQJ)) 

의 修蘇條件文의 -般的 論理構造에서 문강 (24)는 前提節의 命題가 바로 
歸結節의 命題이란 話者 優位 입장의 권위척 주장이다. 따라서 (PJ=:=(QJ인 

관계로 언하여， 

((IfJ 1 TELL you <it is (PJ)) (1 TELL you <it is (PJ)) 

가 되고， 歸結節의 論理構造를 다시 (I TELL you agaiπ <it is (PJ))로 분 

석한 결과 同-語句 反復 使用 (tautologism) 현상￡로 規定할 수 있겠다. 문 

장 (24e)의 이탤릭체 修解條件文의 前提節에 1 say 표현이 表層에 具現된 사 

설에 注目하기 바란다. 

이 런 隆雖條件文의 前提節의 主語가 第一)\稱 및 第三)\稱의 경 우에는 아 
무런 문제 점 은 없￡나， 前提節의 主語가 第二A稱안 경 우， 즉 문장(24c， d) 

를 언듯 봐서는 前述한 論理構造가 어색한 듯 여겨진다. 가령 문장(24c) 에 

서의 前提節의 論理構造흘 ((ifJ you TELL me <it is (you’ve got something 

to tell me laterJ)) 로 간주하기 쉽 다. 

그러나 話者와 聽者 사이의 發話行寫의 관계를 더욱 압축시켜 버춰볼 경 
우， 문장 (24c, d)의 論理構造는 역 시 

((IfJ 1 TELL you <it is (PJ)) , (1 TELL you again <it is (PJ)) 

2..로 분석하여 문장 (24d)는 ( <if) 1 TELL you <it is (you can’ t get 

throughJ) ), (1 TELL you again <it is (you can’ t get throughJ))의 論理構

造를 가진 것으로 본다. 

문장 (24)類의 修蘇條件文의 또 다른 특성 은 同一 表現語句를 큰 變形없 

이 反復해야 하는 점이다. 가령 문장 (24a)를 

(24) a." ?? If Harry is at the door, he is at the door. 

a." ??? If he is at the door, Harry is at the door. 

처럼 變形하면 의미의 애매 내지 변동을 招來할 우려가 있어 代名詞化變形

척용은 不可하다. 順行的 代名詞化보다 챙行的 代名詞化의 變形適用이 더욱 

不可한 듯 생각되며， 문장(24b) 처럼 歸結節에서의 同一 表現語句의 省略은 

意味의 애매성이 排除되므로 許容된다. 이것은 문장 (24)에 속하는 陽解條

件文은 대부분 口語體의 형식에서 사용되는 정과 有關한 듯하다. 청가해서 

지적할 점은 문장 (24c) 의 경우 A와 B의 對話에서 同一 表現語句의 反復 외 

에 文의 新情報 짧點의 1ft.置언 文末尾에 A는 ‘later’를， B는 ‘now’를 位置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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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命題內容을 서로 對照、함으로서 二重무로 技巧化된 構文이란 점이다. 

4. O. 이제까지 영 어의 修蘇條件文의 여 러 특정 을 고찰하였다. 修蘇條件文은 
언뭇 봐서는 直接條件文에 속한 듯하지마는 사실은 話者 • 聽者간의 發話行

寫와 관련되어 생성된 彈意表現의 한 構文型이다. 또한 隆解條件文은間接 

條件文에 소속되면서도 發話行짧의 論理構造의 면에서는 特異하다. 본 논문 

에 수록된 일반 간접조건문과 수사조건문의 대표적 例文을 다시 引用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3) a. There’ s food iπ the refrigerator, if you’re hungry. 

(6) a. That’s not a diamond! 1f that’s a diamond, 1’m a Dutchman. 

문장 (3a)와 (6a)의 이탤릭체 부분의 論理構造는 각각 대충 아래와 같이 

설정할 수 있겠다. 

(3) a. (1 TELL you (it is (QJ> 11 (표꾼J) 

(6) a. ((If you TELL me (it is CPJ>, (1 TELL you (it is (QJ>) 

Quirk et al. (1985: 1094) 에 의하면 修解條件文을 다음과 같은 (a)型과 

(b)型￡로 區分하고 있다. 

(a) If the proposition in the matríx clause is patent1y absurd, the pro

position in the conditional clause is shown to be false. 

(b) If the prop햇ition in the conditional clause is patently true, the 

proposition in the matrix clause is shown to be true. 

그러나 Quírk et al. (1985)의 이 區分은 필자가 수칩한 寶料의 검토의 결 

과 흡족치 못하다. (a)型의 母腦節 命題를 근거로 한 修廳條件文과 (b)型의 

if節의 命題를 기 초로 삼은 修蘇條件文은 분명 히 修廳條件文의 大宗을 이 

룬다. 그러 나 이 런 類 以外의 修解條件文도 있다. 첫째 로는 Jespersen이 (M. 

E.G. V: 21. 65)에서 제시한 바가 있는 종류의 修蘇條件文이 있다. 

What we may term pseudo-condítion ís found when the if-form is used 

rhetorically to point a contrast or to show that two statements are equally 

true. 

Quirk et al. (1985) 에 서 對照를 표시 하는 修解條件文 퉁을 서 술하지 않는 

점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Jespersen이 지적한 對照(contrast)의 특정은 궁극 

적 오로는 修蘇條件文의 B 常言語의 含意로는 ‘P is true and Q is equally 

true' 에 근거 를 둔 立場에 서 비 릇된 것 이 다. Jespersen과 Quirk et al.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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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 시 한 특성 외 에 도 慘廳條件文에 는 신 랄한 풍자적 表現(sarcastic speech) , 
강력한 主張表現(strong assertive speech) , 明示的 理由提示 표현 (explicit 

form of reason expression) , 濟在 및 彈力한 推論 표현 (implicit and strong 

deduction expression) 둥에 도 사용됨 을 알았다. 

또한 前提節언 if節의 無標적 位置는 歸結節에 先行하는 文頭이 며 , 歸結
節뒤에 놓이게 되는 경우는 發話行짧로 인하여 前提節의 命題가 舊情報로 변 

화된 경우업을 파악하였다. 前提節의 命題內容의 表現에는 肯定· 否定의 兩

形이 모두 포함됨이 당연하다. 이와 관련되어 몇몇 英英解典의 修雖條件文

에 속하는 表現 慣用句의 서솔表示에 잘못되거나 미홉한 점도 본 논문에서 

지척하였다. 

끝￡로 修離條件文의 한 變形인 문장 (24a)를 검토한 결과로 

(24) a. If Harry is at the door, Harry is at the door. 

풍의 문에 서 同一 表現語句의 反復使用 (tautologisms)의 文 論理構造는 

((IfJ 1 TELL you <it is (PJ>) , (I TELL you again (it is (PJ>) 

로 설정한 이유를 제시하여， 이 類型의 修廳條件文이 특이한 構文엄을 立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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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Rhetorical Conditional Sentences in English 

Byung Tae Cho 

This paper aims (a) to take a new 1∞k at rhetorical/pseudo conditional 

sentences in English from a standpoint of the speech act, (b) to distinguish 

inherent properties of rhetorical conditionals from those of conditionals of 

different categories, with a variety of sentences containing if-clause scruti

nized, (c) to bear up the assertion that the logical structure of rhetorical 

conditiona1s can be defined as a form of “([IfJ you TELL me (it is (PJ > ) , 
(1 TELL you (it is (QJ>) ," with some knowledge pertinent to the speech 

act u.tilized, (d) to point out that such recent1y published English dic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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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es as LDCE (1978) , LDE1 (1979) , and LDEL (1984) inadvertently make 

insufficient and improper descriptions of explanations and examples for such 

idioms as “I ’11 eat my hat (if)" and “Blow me if," so that beginning learn

ers of English might have wrong ideas about these idioms, (e) to claim 

appropriateness for classifying rhetorical conditionals in eight subcategoriza

tions, with syntactic and semantic interpretations taken into due considera

tions, not simply in t￦o types as Quirk et a1. (1985: 15.37) do, and (f) 

to prove that such a rhetorical conditional as “If Joe is at thè door, Joe is 

at the door" is evidently different in its logical structure from the others 

and that the logical structure of this rhetorical conditional of tautologism 

might be put in ([IfJ 1 TELL you <it is [pJ)) , (1 TELL you aga샤 <it is 

[PJ)) , on the assumption that this tautologism is regarded as a variant 

form of rhetorical conditionals. 

What follows is a skeleton outline of eight subcategorizations of rhetorical 

conditionals which are set up in this paper. With reference to this we should 

note that, when dividing rhetorical conditional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

istics, Quirk et a1. (1985: 15.37) merely give (a) and (b) types and Otto 

Jespersen (1940: 21. 65) only presents ’(c) and (d) types. 

Rhetoricaljpseudo conditionals are found (when) 

(a) If the proposition in the matrix clause is patently absurd, the propo

sition in the conditional clause is shown to be false: 

1f they’re 1rish, 1’m the Pope. 

(b) If the proposition in the conditional clause is patently true, the 

proposition in the matrix clause is shown to be true: 

He’s ninety if he’s a day. 

(c) If the propositíon ín the condítional clause is enunciated to point a 

(sharp) contrast to that in the matrix clause: 

If Alaska is the biggest state in the United States, Rhode Island is 

the smallest. 

(d) If the proposition in the conditional clause is enunciated to show that 

the proposition in the matrix clause is equally true as well: 

If 1 was a bad carþenter, 1 was a worse tailor. 

(e) If one wants to make a strong assertion of the proposition in the 

matrix clause: 

1f ever there was a stubborn idiot, you’ re a prime ex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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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f one wants to make an explicit statement of the reason for the 

proposition in the matrix clause: 

11 he hasn’t married, it is because he was crossed in love in his 

youth. 

(g) If one wants to draw a strong deduction from the situation: 

11 he acts like that, he’s a fool. 

(h) If one wants to heighten the effect of truthfulness of the proposition 

in the conditional clause: 

1f Joe is at the door, Joe is at the 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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