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의 代不定폐 to에 판한 연구 

趙 炳 泰

본 논문에서 펼자는 현대영어에서의 소위 代不定詞(pro-infinitive) 1의 용볍 

을 고찰한 후， 代不定詞의 특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널리 사용되 
고 있는 영문법 저술을 칩조하면서 서 솔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Thomson et a l. (l 986 ; !ì 247)에서 지l 시펀 예문을 살펴본다. 

(1) a_ Would you like to come with me?-Yes, 1’ d Iove to 6 . 

b. Did you get a ticket? - No, 1 tried to 6 , but there weren’ t any 

lef t. 

c. Why did you take a tax i?- I had to (take one). 1 was late. 

d. Do you ride?-Not now but 1 used to 6 . 

e. He wanted to go but he wasn’ t able to 6. 

f. Have you fed the dog?-No, but . 1’m just going to 6. 

예문 O. a)와 (1. e)만이 진정한 의미의 代不定詞의 경우이고 예문(1 . b) , 

0. c) 몇 (1. d )의 경우는 形態는 동일하지마는， 原形重b詞의 기능은 상이한 

것 이 디 . 또한 예 문0 . f)에 서 代不定詞 to에 뒤 따르는 통사형 은 feed이 지 先行

하는 동사형 태 인 과거 분사형 인 fed는 아니 다. 따라서 代不定詞를 논숭할 경 

우， like to- VP, try to- VP, want to- VP 등의 連銷動詞(catenative verbs)2 

1 O. Jespersen CGrowth and Struclure !ì221: M.E.G. 5: 20. 54J의 용어 • 동얼 한 
동사(구)가 반복되논 것을 피 하기 위해서 ， 주로 후속되는 동사(구)대신으로 사용되는 

to를 말한다. 단 후속되는 동사(구)는 10를 천가하는 不定詞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국한된다. 이 to는 문의 끌위치에 오는 것 이 보통이며 19세기 중반이후 구어체에서 
자주 사용된다. 다음 Jespersen (1956: !ì22 1)의 서 숱을 참조히-기 바란다. 

A recent innovation is the use of to as what might be ca l1ed a pro-infìnitive 
insteacl of the clumsy 10 do 50 ‘Wi l1 you play?’ ‘Yes, 1 intencl to. ’ ‘1 am going 
to. ’ This is one among scγera l inclications that the linguistic instinct now takes to 
to belong to the procecling τerb rather than to the infinitive. 본 논문에 서 代不호휩 
to를 to 6로 표시 하기 로 한다. 

2 Quirk et a l. (1985: !ì349)와 F.R. Palmer (1974 : 7.1-7.52) 를 참조할 것 . 단 

Christophersen et a l. (1969: 338-372)에서의 catenatπes의 개념과 분류와는 약간 다 
른 점이 있으니 주의 플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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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존재를 안정하는 것이 다 I장하다. Thomson et a\. (l 986:S247)의 다음 서 

술에도 주욕하기 바란다. 

An infinitive can be represented by to alone to avoid repetition. This 

is chieRy done (1) after such verbs as hate , hope , intend, would like / love, 

make ( passive) , meaη ， plan, try , want , (2) after the auxiliaries haνe， need, 

ought, and (3) with used to, be able to and the be going to forrn. 

펼자가 핀의상 (1), (2) 및 (3)을 첨가하였는데 (3)의 범주를 周邊조동사 

및 半조동사로 규정하는 점으로 와서 (1)의 동사들은 연쇄동사의 범주로 인 

정함이 포괄성있는 설명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예문 (2)를 참고하기 바 

란다. 

(2) a. Of course, Adarn, we mean to observe the rules. You know our 

friend means to 6 , also. - Wallace 

b. He wished to get the fruit on that tall tree. Once he even tried 

to 6. 

c. For a while 1 planηed to rnarry her and then 1 decided not to 6. . 

- MacDonald 

d. He ψas asked to rnake a speech, but he didn’ t want to 6. 

e. 1’ rn so sorry 1 forgot to send that book back on the day 1 prom

ised to 6 . Lyell Cl 931 :527) 

f. 1 didn’ t want to stay the night, but he begged me to 6 . -G. Greene 

g. Though 1 had inteηded them to do a11 the dirty work, they left 

me to 6 . -Lyell 

이 제 는 R. W. Zandvoort Cl965: s61)의 서 술을 검 토한다. 그는 Anaphoric to, 

즉 前方照應的 to라는 술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명칭은 후에 논하겠지마는 

타당하지 않다. 代不定詞 to가 後方照、鷹的(cataphoric)으로 사용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Quirk et a1. (1 972: S9. 4)의 예문인 John doesn’ t waπt 

to, but clearly he rnust , apologize. 를 주목하기 바란다. Zandvoort의 anaphoric 

to에 관한 서술을 아래에 제시한다. 

Verbs, nouns and adjectives that rnay take an infinitive with to rnay 

be fo llowed by to without an infinitive to refer to a preceding verb or 

verbal group. The const ruct ion is described by OED as ‘a frequent 

colloq uialisrn’ -

(3) 3. Don’ t go unless you [have to/waηt to} 6 . 



영어의 代不定詞 to에 관한 연구 429 

b. She opened the window, though 1 had told her not to 6. 

c. 1’ d like to come, but 1 have no time to 6. 

d. They shouted to him to jump the ditch, but he was afraid t06 . 

Anaphoric to does not seem to occur after for+accusative . 

예 문 (3. a)에 서 는 원형 동사 go의 , (3. b)에 서 는 定形동사형 인 opened의 不

定詞형의 반복을 피할 수 있는 역할을 文尾의 to가 담당한다. 엄밀한 의미에 

서의 代不定詞가 아닝은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 Zandvoort가 명사와 형용 

사 뒤에 代不定詞 to가 사용되는 점을 明示한 것은 卓見이다 그러나 예문 

(3. b)의 tell someone to-VP와 (3. c)의 would like (someone) to-VP 등의 連

銷動詞형에서 대명사 뒤에도 to가 오게 되는 점을 明示하지 않는 점은 아쉽 

다. 또한 ‘for X 對格付 to 부정사’ 형에서는 代不定詞 to의 용법을 거의 찾 

아볼 수 없다고 한 점은 다음 예문을 검토하면 타당치 않다. 

(4) a. You must never lose your courage. lndeed, remember that there 

is no need for you to 6 . - Oppenheim 

b. He didn’ t answer, so 1 thought it polite for somebody to 6 . 

-Meredith 

c. They go riding off when you are least looking for them to 6. 

-Caldwell 

Zandvoort의 주장은 예 문 (3. c)에 서 는 명 사뒤 의 to와 예 문 (3. d)에 서 는 형 용 

사뒤의 to가 털락해도 우방하지마는 to의 첨가는 선행하는 동사(구)동의 연 

관을 더욱 명확히 한다는 것이다. Thomson et a l. (1 986)에서 이 용법을 지 

적치 않는 점으로 봐서 Zandvoort가 최초로 언급한 것 같지마는 그렇지는 

않다. ]espersen이 이미 E.E.G(l933:~32. 63)에서 명사 • 형용사뒤의 to를 명 

시하지 않았지마는， 다음 예문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4) d. They will call your father a rogue, and will have a right t06 . 

e. “Congra tulate me."-“1 should be happy to 6 , if 1 could. " 

Zandvoort의 서 솔중 anaphoric to의 명 칭 을 사용한 점 과 ‘ for X 對格 X to

VP’용법이 거의 사용되지 않는 듯하다는 서솔은 잘못이고， ‘want to-VP’나 

3 O. Jespersen (M.EG. 5: 15. 2 1)는 명사에 뒤따르는 to 不定휩를 두고， 鋼及不定
힘 (retroactive infinitive) 라는 영칭을 부여했으나， 다른 학자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듯하다. 예운(3 . c)에서 代不定펴가 없으면， 一般論(즉 일반척으로 시간이 없다)으로 
간주될 수 있는 오해가 생기므로， 이런 오해의 소지를 없얘기 위해서도 즉 the time to 
come의 상황관계 를 명 확히 하기 위 해 서 to의 첨 가가 요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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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l someone to- VP’ 등의 예 문을 제 시하면서도 迎頻動詞(句)의 섣정을 제 

시 못한 점은 아쉬운 감이 든다. 代不定詞 to의 천가여부가 대채로 수의적 (op. 

tional)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나， to의 첨가여부가 문의 의미내용에 변동을 주 

거나， 문의 非文法性윤 초례하는 경우에 는 代不定詞 to의 첨가는 펀수적 이다. 

(5) a. 1 meant to rob the bank from the fir st, but 1 was afraid to D . 

b. He smoked only to persuade himself that he was not too ill tOD . 

c. 1 heard everyth ing he told me to D . 

d. May 1 go out this evening?- I ’ d like you 산to D). 

e. 1’ 11 help you whenever you want me 용 ( to D). 

f. You will speak to who(m)ever 1 tell you 융(to D). 

예문(5. a , b, c)의 경우 to의 有無가 운의 의미내용의 변경과 관계되고， 예 

문(d， e, f)에서 文尾의 to D가 탈락되연 非文이 된다. 이 문제는 連鎭動詞(句)

의 각기 동샤의 성 격 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듯 하다. 가령 동사 promise와 

try의 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예문을 Lyell (I 93l)에서 인용한다. 

(6) a. 1’ m 50 sorry 1 forgo t to send that book back on the day 1 prom. 

ised to. J hope you weren’ t inconvenienced. -Lye11 (527) 

b. 1’ m awfully sorry 1 forgot to send you my cheque on the day 1 

promised; 1 hope it didn’ t arrive too late. - Lyell (549) 

c. A: “1 asked him in front of everybody, just to shame him, what 

he meant by cheating. and he didri’ t care a bit- just laughed." 

B: “That doesn’ surprise me. You won't get any change out of 

him, however hard you try." - Lyell (1 33) 

d. He was one of those people who a lways insisted on sceing every. 

thing for himse lf, 50 it was impossible for anyone to throw dust 

in his eyes, and woe betide anyone who tried to D. - Lyell (249) 

e. The doctor told h im to try bicycl ing to get his fat down , and to 

see him trying (*to/ (i t )J is enough to make a cat laugh. - Lyell 

(1 27) 

예 문(6.a ， b)는 거의 같은 상황에서의 표현인데 prom ise 뒤의 代不定폐 to 

첨 가여 부는 수의 척 이 마. 동사 promlsc는 S promisc (0 ) 10 do 형 태 만이 連 @‘l 
動詞(句)로 사용되기 때 문에 íS promise (0 ) to/\ 행」과 íS promise (0) 형」 

으로 압축되어도 문의 의미에 변동을 주지 않기 때 문이다. 한편 예 문 (6. c, d, 

e)에서 는 (6. c)의 경우， 代不定訂iJ to의 첨가가 운의 의마플 더 영펙히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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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도웅을 주지 마는 펼수적 요소는 아니 다. 한펀 (6. e)에 서 는 trying to는 

不可하고 trylllg lt에 서 it의 생 략은 가능하다. 이 는 先行하는 動詞표현 인 

try bicycling에서 알 수 있다. rS try to do형」과 rs try doing형」의 兩形態

의 의미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try 뒤의 代不定

詞 to 첨가는 樞文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 재 는 M. Swan (l980 :s328)의 to used instead of whole infinitive 항목의 

서술을 고찰한다. 

Instead of repeating the whole of an infinitive expression, we can 

simply use the word to. 

(7) a. I went there because I waηted to 6.. (= ... because I wanted to 

go there. ) 

b. Perhaps I ’ 11 go to Brazil this summer: 1’ d very much like to 6.. 

c. ‘Are you and Gi11ian getting married?’-‘We hope to 6.. ’ 

d. 1 think he should get a job, but you can’ t force hizn to jf he’s 

not ready (to ß ). 

e. 1 don' t dance much now, but 1 used to 6. a lo t. 

f. He’Il never lea ve home: he hasn’ t got the courage (to ß ). 

예 문 (7. e)에 서 의 周i청밍J勳1음꾀 (marginal modal)인 used to에 서 to의 생 략은 

不可하다 to가 딸락되 연， used a lot만으로는 文이 전혀 성렵되지 않기 때문 

이 다. ‘have to-VP형 ’과 ‘used to-VP형 ’에 서 의 to-VP 부분의 탈락은 不可한 

만연， ‘ought to-VP형 ’에서의 to-VP 부분의 생략은 非標準어법이기는 하지 

마는 허용펌은 후자의 경우 문의 의미변동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예 

문 (7. d, f)에서의 헝용사와 (대)병사뒤의 代不定詞 to의 탈락여부가수의적임 

은 앞서 논하였 다. 에 문 (6. f)에 서 the courage로 定冠詞가 사용된 점 으로 판 

‘ 한 예 로 S manage to do형 構文의 경 우， 文)~으로 뚜렷 한 상황에 선 to do (즉 
do만이 아닝 )는 생 략된 다. 이 는 manage가 to'V플 취 하지 마는 {마動詞라는 중가 이 다. 
(1) A: Do you want me to open the windo￦ B: That’ s all righ t. 1 can manage 
(i t). (2) A: Where did you hear that nonsense? B: Why, Ford told me; Ísn't it 
true? A: Of course not, and let me tell you that it’ s not safe to repeat anything 
you hear from him. He delights in making mischief if he can possibly manage (it/ 
* t이 - Lyell (526) 

5 다음 예 플 참고할 것. (1) The fact that he’ s awfully busy and curiously shy, 
and the two things combined keep him in hi s house more than they ought.-Lyell 
(160) . (2) ‘I’ II give you some new rowlocks,’ she said coldly. ‘So you jolly well 
ought ’ -M. Boyd. (3) When 1 ￦as young , 1 betrayed a girl; and when 1 was 
grown, 1 betrayed a friend , and for these things 1 must pay. But 1 died as a man 
oα:ght . -A. Quiller.Co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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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건데， 先行하는 부분과의 관계는 어느정도 明示된 정도 아울러 고려 할 펼 

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첨은 (7 . d)의 경우 ready 뒤의 代不定詞 to의 탈락이 

더 바람직하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先行節에 . . . but you can’ t force him 

to ... 에서 to가 代不定詞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기 예 문에서 Swan은 

want to-VP , ’ d like to-VP, hope to- VP 등의 連銷動詞(句)를 표시하연서 

도 force someone to-VP를 지 적 치 않는 점 은 이 상할 정 도이 다. 예 운 (7. d) 

에 서 ... but you can’ t force him toδ. 에 서 代不定詞 to를 탈락시킨 경우에 

는 文尾부분의 ready 뒤의 to는 保存함이 필수적이다. 또 " .but you can’ t 

force him to , if he’s not ready to. 처 럼 代不定詞 to를 양펀 모두 보전시 킬 

경우는 文體가 거추장스러워지드로 부자연스러운 문이 된다하겠다. Swan 

제 시의 예 문 (7. c)는 특히 주목할 펀요가 있다. (7. c)의 후반부인 We hope 

to를 完全文으로 복원 할 경 우 *We hope to be getting married.가 아니 라 

We hope to get married. 가 된다. 또한 M. Swan이 (l980:~328) 후반에 아 

래와 같이 서술한 점을 아울러 고찰할 필요가 있다. 

After ψaπt and would like, to cannot normally be left ou t. 

Typical mistakes: (3) ‘Are you interested in going to university?’

을‘Yes， 1 would like.' 

(b) *My parents encouraged me to be 3 doctor, bul 

1 didn’ t want. 

상기 (a)의 後半部를 완전문으로 복원하연， Yes, 1 would like to go to 

university.가 되겠고 代不定詞 to를 사용한 Yes , 1 would like to 6 . 는 1.E'文

이 되겠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代不定詞 to 뒤에 -lng형(현재분사든지， 혹 

은 동명사든지 간에)의 원형동사가 뒤따른다는 사실이다. rhope to-VP형 」 

과 rbe interested in-ING형 」 등이 연쇄동사(구)인 점이 代不定랩 to와 지대 

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예 문 (b)의 후반부를 완전운으로 복원할 경우는 .. ' 

but 1 didn ’ t w3nt to be one이 되겠고， 代不定詞표현을 사용할 때는 ... but 

1 didn’ t want to 6도 가능하지 마는7 • •• but 1 didn’ t want to be가 표준적 어 

법 이다. 원래 代不定꾀 tool1 후속하는 원행동사는 활동동사(dynamic verb) 

이 고， 상태통사(stative verb)는 아니기 해운이다. 상태동사나 동사 be의 경 

우에 는 不定렘형태는 to be가 되기 마련이다. 

6 Quirk et a l. (1 985: 12. 65) 에 서 Whole to-i nfini tive c1ause omissi ble에서 T hey 
/orced him (to (rec3nt)) 플 참고할 것 . 

7 •• • but 1 didn’ t want to be a doctor 에서의 be는 상대동시-보다는 become의 뜻 

에 가까운 탓으로 준환동동사로도 간주띨 수 있기 때 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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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 Elizabeth was sound asleep, or at least she {appearedjpretended} 

to be. 

b. “Have you been vaccinated?"-“No, 1 don’ t want to be ye t." 

c. You shouldn’ t spend the whole day rushing round town like tha t. 

- Remember, you're not as young as you used to be. 

d. She traced a fìnger across one of her framed pictures; a woman 

sitting at a table, hands folded, her expression considerably sadder 

than she probably wanted to be.-Harrison 

e. A: Y ou deserve to be ruη down!- B: You ought to be ruη in! 

A: Run down, that’s what you deserve to be! 

B: Run in, that’s what you ought to be!-C. Mortimer 

그러나 이 용법은 확고히 준수되는 것 같지 않다. 反힘j를 쉽게 열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8) f. 1 shall not suffer my little girl ever to be obscured like glass 

breath’ d upon, but always bright as it is her nature to l'::,. -]. Keats 

g. A: “D’ you think Smith’ 11 be givell the appointment?" 

B: “ Haven’ t the least idea, but beyond a11 question, he’s the best 

of the candidates, so he ought to 1'::,." Lyell (610) 

예 문(8. f)의 후반부는 ... but always bright as it is her nature to be 

bright.로 고처쓸 수 있으으로， 不定詞형태로 ... but always bright as it is 

her nature to be 로 생 략하는 것 이 표준적 용법 이 다. 마찬가지 이 유로 (8. g) 

의 文尾부분도 …so he ought to be. 로 됨직하다. 

Swan은 want나 like가 to의 후속을 요구하지 않은 요건을 아래 와 같이 서 

숭한다. 

However, to is often dropped when want or like are used in subordinate 

clauses (for instance, after when, iJ, what , as). 

(8) h. Come when you ψant. 

i. 1’ ve decided to do what 1 like. 

j. Come and stay as long as you like. 

(8. h)에 서 오는 것 (coming)에 관련하여 , 오는 시 간은 불가결한 상황이 고 

(8. j)에서 체제하는 것 (staying)에 관해서는 그 기간은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내용적으로 관계가 극히 긴밀하기 때문에 구태여 when 

you want to l'::， 나， as long as you like tol'::，처 럼 관계 를 明示할 펼요가 없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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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 i)에서 주절나] decide to do의 표현이 있으므로， 종속질인 what 1 like 

는 당연히 what 1 like (0 do의 의 0] 룹 함유하으로 l ike to do 부분의 구정 보 

(old information)인 to do의 발막이 요망띈다 하겠다. 이 경우 종속절이 

주절에 뒤따르는， 즉 종속절의 위치가 文尾에 오는 경에 주목하기 바라며 

代不定詞가 대 부분 文尾에 위 치 하는 이 유는 후에 논하겠다. 한편 Swan이 제 

시한 예문(7.a)의 정우 ... because 1 wanted.로 단축시키면 뒤따르는 표현이 

to see him이 나， his suppor t 등이 될 수 있겠고， 기 타 여 러 可能性을 가상할 

수 있겠다. 청자의 펀에서 보연， 完結되지 않는 듯한 당혹감도 받고， 너무 

막연한 신청보를 얻으려는데， 큰 부담강을 갖게되는 흠이 있다. 

이제는 O. Jespersen (l 933:s32. 63)의 代不定詞 to에 관한 서슐을 고찰한다. 

The phenomenon here described may be taken as evidence of l.he fact 

that to is often felt as belonging more closely to the preceding verb than 

to the infinitive. This is shown even more conclusive ly by the possibility 

of using to by itself instead of clumsy repetition of the whole to

infinitive. 8 ... This use of to does not seem to have become frequent ti ll 

the nineteen ccntury; formerly withou t to, e.g. 

If 1 write, 1 will say whatever you wish me CJane Austen). 

Jane Austen에 서 의 에 운중 주절 부분만을 완전 문으로 복원하연 , .. .1 will 

say whatever you wish me (to (say) ). 가 되겠다. to-不定詞전체가 틸락될 수 

도 또한 代不定詞 to만 보전 될 수도 있다. Jespersen은 (M. E.G. 5:S20. 51 f) 

에서 전자의 경우를 latent infinitive (濟在不定詞)라 부르며， 후자의 代不定

詞 to는 後總되는 원형동사보다는 先行하는 동사에 더 밀착된다는 점을 주정 

한다. 代不定詞 to에 關聯 • 先行되 는 동사(구)표현에 소위 l-ingJ 형 태 나 

Ipast participleJ 형 태 로 구성 펀 例文을 제 시 않는 점 과 代不定詞 to는 -뱉짧 

動템(句) 표현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음을 뚜렷이 부각시키지 옷한 점은 이

쉬운 일이라 하겠다. 

2 

제 1 장에서는 代不完챔 to에 관한 여러핵-자들의 서술에 대한 해섣겸 미l-i] 

점을 취급하였다. 이제는 代不定詞 to와 述銷動詞(句)와의 관계를 고찰하고 

자 한다. 영어의 連銷動詞(句)는 한 文에 여러개의 동사가 연쇄적으로 결합 

8 Jespersen이 제 시 한 예 문 인 Did they play?-Yes, 1 made them (=made them 
play).-와 t:-] 불어 Did they play?-WeJl, they were ηwde 10 (play) . 도 제 시 했더 라연 
그가 제시한 예문중 연쇄동사(구) 표현인 ask someone to-VP, want (someone) to-VP 
및 be made to-VP 등과 代不定힘 10와의 밀 점 한 연 관성 이 부각되 었을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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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특성이 있다. F.R. Palmer(1 974:166)의 예를 제시한다. 

(1) a. 1 don' t want to have to be /orced to begin to try to make more 

money. 

b. He kept on asking her to help him get it fiπished. 

先行하는 운 또는 절에 있는 동사(표현구)의 반복을 회피하기 위한 代不

定詞 to의 사용에서 여러개의 연쇄동사(구)중， 代不定詞 to와 관계를 맺는 것 

은 文의 구조여하에 따라 to-不定챔 및 -ing형을 수반하는 문의 어 떤 연쇄동 

사와도 가능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반복 탈락부분이 문의 마지막 연쇄동사 

사(구)얀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운(1 . b)에서 .. . ask(ing) her to의 to 이하부 

분 즉， 代不定詞 to 이 후의 생 략은 가능하지마는， ... get it finished 부분의 

생 략은 불가하다. 만일 예 문(1. b)가 .. . help him to get it finished.로 되 는 경 

우는 . , .help him to.로 단축될 수도 있겠다. 代不定詞 toJtu: J를 근거로 한， 

문의 단축 가능과정 을 ( 1. a, b)의 경 우， 아래 와 같이 괄호로 표시 하겠 다 10 

a. I don’ t want to (have to (be forced to (begin to (try to ( make more 

money)) )) ). 

b. He kept on asking her to (help him get it finished). 

b'. He kept on asking her to (help him to (get it fini shed)). 

아울러 다음 예 문을 검 토한다. 

(1) c. 1’ve tried to persuade him to retire from his business before he’s 

compelled to 6 through bankruptcy, but he won’ t 6 . -Lyell(325) 

상기 예문에서 연쇄동사(구)로 try to-VP, persuade someone to- VP, be 

compelled to-VP( compel someone to-VP)를 지적 할 수 있다. 代不定詞 t。

이하부분올 완전문으로 복원하연 同-主語관계로 가장 가까운 거리내에 있는 

연쇄동사(구)인 retire from his business가 첨가된다. 또한 이 부분이 文尾

9 He’ 11 never ask me to help him-he’ 11 find ways not to 6. -Ward 운에 서 
t06의 A부분은 help him이 아니 라 ask me to help him이 탈락된 점 에 유의 할 것 . 
한연 He’ 11 never ask me to help him - he’ 11 ask her t06 . 에 서 의 A부분은 help 
him이 , 또한 “ Don't ask me what it is, Edmund, because 1 must decline to tell 
you."-“ 1 am not going to 6 , my dear." said Mr. Sparkler.의 제 2 文에 서 의 A부분 
은 ask you what it is ， '" 가 탕락펀 것 이 다. 

10 Jespersen (M.E.G. 5: 20 . 55)의 다음 예문을 검토하연 先行하는 節。1 나 文에 동 
사표현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代不定휩 to의 사용은 우의미함을 알게 된다. (1) If 
you can’ t, it’ s of no consequence-but do endeavour to 6. (2) They thought too 
much about how to 6 . (3) 1 should adγise him not to 6 , sir. 



436 E펀學~究 第25卷 第 3 號

의 조동사 won’ t 뒤에도 첨가되는 점을 고려하변 ， 연쇄동사와 조동사가 탈 

락 현상에서는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연쇄 동사(구)에 뒤따르는 소위 원행동사의 결 합에서 ， to는 연쇄동사(구)의 

일부분인지 흑은 후속하는 원형동사에 소속되는지 의 문제가 생긴다. 참고로 

(1. c)를 이 래 와 같은 가능한 休止:(pause) 위 치 로 분석 할 경 우 

(1 ) c'. 1’ ve triedjto persuade h imjto retire from his businessjbefore hc’s 

compelledj to through bankruptcy j bu t he won' t. 

c". 1’ ve tried to j pcrsuade him to jretire from his bllsinessjbefore 

he’ s compelled toj through bankruptcyjbut he won’t. 

O. c")의 분석이 ---代不定詞 to를 설명할 수 있는 점 에 서--언어직관에 J 

합됩을 알게 된다. ( 1. c')의 분석에서 .. . to through bankruptcy의 구문형태 

는 영어의 構造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to가 先行하는 연쇄동사(구)의 

일부분이라는 주장은 다음의 예문에서 더 욱 뒷받첨펀다. 

(2) a. He was just beginning to climb out of the car when Ed blur ted , 

“Can 1 go and stay in a hotel, too7" 
The Lieutenant said suspiciously, “Why?" 

“1 don't know. 1 just don ’ t want to go home, after Kitty’ s just ... well 

. .1 mean, the house is goi ng to scem so fllnny and everything, and 1 

just thought maybe it wouldn’ t make any difference . .. . " 

M r. Wetherby and the Lieutenant exchanged a look; then the Lic\l 

tenant said , “ 1 guess you can if you waηt to 6 ." - E. L. Withers 

b. A: “ Why don’ t you go aηd look up Frank sometimes? He’d be 

delighted to see you." 

B: “Oh, 1 don't know- haven ’ t got time; besides, look where he 

lives-it’d take me an hour at least to get there. Anyway, it’s 

11 cf. A: ‘Do you write to him! ’ - B: ‘1 will 1::::. since you wish me (to l::::.)'. 
-Marrya t. 또 본장의 예문 (2.a)의 끌부분인 ... then the Lieutenant said , ‘1 guess 
you can 1::::. if you want to ( 1::::.) . 도 참고할 것 . Quirk et a1. (1985: 12. 64)의 다음 서 
슐에 주목할 것 . Whether or not to is in a final position in the clause, if it is 
follσwed by an ellipsis it is normally pronounced in an unreduced form / tu: /or 
/ tu / rather than as a fully reduced or weak form / td/. In this respect it resembles 
auxiliary verbs, which also rernain unred uccd in these circumslances. Compare the 
unacceptability of: 

*The committee did not di scuss your proposal , but 
u뼈II next rnonth 

they hope /td/ next rn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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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o much fag-can’ t be bothered to 6. "-Lyell (276) 

c. A: “Why won ’ t you buy a ticket? 1t’ s a splendid charity, and as 

you’ ve got plenty of cash, you can easily afford a couple of 

pounds!" 

B: “1 don' t νant to 6. -that’s a ll!" 

A: “Oh, be a sportsman and ... Think how generous you'll feel 

afterwards!"-Lyell (742) 

d. With so much hinging on subtle and complex effects, predicting 10 

or 100 years ahead is fraught with hazards. But the enormous social, 
politica l and financial consequences of climatic events such as dro

ughts, hurricanes and frosts make it hard for scientists not to try 

ø, even if they run the risk of sounding like Chicken Little. -U.S. 

News 

e. Behind the smoke are two simple questions : Can South Korea risk 

abandoniηg a system that has given it the world’s highest growth 

rate in the past quarter century? Can it afford not to 6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예문(2. a, b, c)에서의 代不定詞 to와 先行하는 文안의 관련 동사구와는 간격 

이 너 무 길어서 운장을 다시 읽지 않으면 문맥을 재대로 파악할 수 없을 정 

도이다. 이는 want나 bother 등의 동사가 본질상 미래지 향적 행 위 표시의 to 

부정사를 취하는 속성을 지 녔기 때문이다. 예문(2. d)의 경우 try가 의비상 

同時性을 표시 하는 rving형 을 취 하고 to부정 사를 텍 하지 않는 탓으로， try 

predicting . . . 표현에서 predicting .. . 부분이 탈락된 것이다 12 또한 예문(2. e) 

에 서 의 代不定詞 to 이 하의 탈 락되 었을 부분은 risk abandoning the system 

이 아니 라 abandon the system이 다. 동사 risk는 상황 흑은 행 위 의 동시 성 을 

표시 하는 rvIng형 을 補語를 택 하고， 동사 afford는 미 래 지 향적 행 위 를 표시 

하는 to 부정 사를 보어 로 택 한다. 더 구나 afford의 定義인 to have enough or 

12 rtry to-YP J와 rtry Y.ingJ형 의 의 미 차이 를 Jespersen (M.E.G. 5: 13.23)의 서 
술에 서 파악할 수 있다 ... try to wi th infinitive (and colIoquially try aπd) means 
‘make an attempt at ’ .. But try -ing means ‘ to make an attempt with ’. 아울려 
Wierzbicka Cl988 : 1 62)의 아래서술도 참촉할 것. 1t emerges that just as a participial 
1NG clause , e.g. She sot talking to him refers to something happening at the same 
time as something else , so does an ING complement clause, such as She enjoyed 
talking to him. This explains why one cannot say, for example: 

*She wanled talking to him. The future orientation of ψaηis incompatible 
with the simultaneous orientation of 1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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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ans for; to be able (to do something) without risking serious con

sequences(NWD2] / (usu_ with caη ， could, able to) to be able to spend , give, 

do, etc_ , without serious loss or damage(LDCE2]를 고려하면 ---afford(not) 

to risk abandoning the system의 표현은 의 마 론상 모순이 다_ risk V-ing나 

afford to-VP 등은 연쇄동사구이며， to-VP 또는 V-ing의 선돼여부는 연쇄동 

사(구)의 제일요소인 동사특성에 좌우되는 점을 아울러 판단하건데， 代不定

詞 to의 사용여부는 연쇄동시(구)의 의미와 직결되어 있는 것이다. 동사 try 

의 경우 예문(2_d)의 문액에서는 代不定詞 to의 첨가는 不可하다. 한펀 예문 

(3)의 try는 代不定詞 to를 취할 경우는 보다 밀접한 관제표시로 문액의 파 

악에 도움이 되지마-는 필수적 요소는 아니다. 

(3) a_ An undergraduate can never excuse himself for not working on 

the ground of being disturbéd by his friends, for he has only to 

5port his oak, and no one can get in, however hard he tries_ 

-Lyell (559) 

b_ A: “D’you think you can get my son into your brother’s business?" 

B: “ I’ ll';;:certainly . try. 1’m seeing 낸im tomorrow and 1’ 11 take 

occasion to talk to him about it then." -Lyell (560) 

c. A: “ 1 thought you were going to get him a job in your uncle’s 

factory. " 

B: “ 1 tried, but it’5 no go; trade’s so bad that they’ re actually 

turning men off, 50 they won't take . any new ones on." -Lyell 

(549) 

예 문(3. a)의 tries 뒤 에 는 to get in이 , (3. b)의 try 뒤 에 는 to get your son 

in my brother’s business가， (3. c)의 tried 뒤 에 는 to get him a job in my 

uncle’ s factory가 각각 탈락된 것이므로 예문(3)의 동사 try형에 代不定詞 to 

가 첨 가될 수도 있겠으나， 文服이 비 교적 명 확하므로 to-不定챔 전체 가 생 략 

된 것이다. 

생략현장은 문(文) 내에 여분의 잉여요소가 포함된 경우에 발생된다. 즉 

생 략은 반복을 회 피 하기 위 한 수단인 바， 代不定詞 to 사용대 신 代用表現 do 

(so) 등을 사용하기 도 한다. 

(4) a. The American war of independence did enshrine ideas of liberty 

and justice but it did not turn the whole society upside down as 

the French, Russian and Chinese Revolutions tried to do. -F. Lewis 

b. Under the leadership of its elite bureaucracy, Japan’ s_ . . society h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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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ven to irnprove its standard of living and to avoid dependence 

on or intrusion by outsiders. It has done so by rejecting Westem 

assurnptions and theories and by focusing a ll of its enorrnous 

energy on . .. . - C. V. Prestowitz Jr. 

C. “ I ’ 1I try to fìnd out if 1’ rn the fa ther she rea11y wanted ." “I 

wouldn’ t do that," one of the rnen said. “ You’ 11 only make her 

feel guilty." -Art Buchwald 

d. A: “He has writtm, asking rne to recornmend hirn for the position; 

what d’ you think?" 

B: “1 should certainly do so. After all , he did us rnany a good 

tum in the past, and it’ s not very rnuch to ask you to dO. 13 

- Lyell (737) 

예운(4.a)의 연쇄동사 tried to 뒤의 do는 代用표현으로 先行하는 節의 동 

사구인 tum the whole society upside down을 받고 있어 비교적 간단한 경 

우이 다. 한편 예문(4. b ， c ， d)에 서는 代用 동사(구)에 先行하는 절의 동사표 

현이 연쇄동사(구)인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4. b)의 (has) done so의 done 

so를 복원하연 striven to .. . by outsiders가 아니 고， irnproved ... and avoided .. 

by outsiders이 다. 미 래 지 향적 행 위 표시 의 stri ve to- VP와 has done so가 표 

시하는 행위완료 상태와는 모순이으로 代動詞부분은 연쇄동사구 strive to- VP 

의 VP부분을 표현한다. (4. b)가 文語體的 표현인 탓으로 代不定詞 to의 표 

현을 사용하지 않겠지 마는， 이 를 사용할 경 우의 예 문의 後半부분은 ... It has 

striven toL:, by rejecting ... , 또는 .. . It h :> ~ tried toL:, by rejecting ... 으로 표현 

될 것이 다 14 예 문 (4. c)- do that는 fì. nd out .. . wanted 부분을， (4. d)의 do 

so는 recornrnend hirn for the position 부분을 표시 한다. 이 는 각각 先行하는 

節에 try to- VP, ask sorneone to-VP의 연쇄동사(구)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15 

13 다음 文은 代用표현 “ do so" 구문이 아닌 예 이 다. In every kind of business 
there is bound to be things which are perhaps unpleasant, but which have to be 
done. But if you ’ re toZd to do them , do them with a good grace.-Lyell (344) . 이 
예 운의 끝부분에 代不定詞 to를 사용할 경 우는 But do them with a good grace if 
you ’ re told to !:::. .로 압축될 수 있겠다. 압축된 표현의 문(文)이 원형의 운보다 훨씬 
자연스려운 구어체인듯 하다. 

14 동사 strive는 endeavour, seek 등와 더불어 文語體에 자주 쓰인 반면에， 代不
定詞 to 표현이 흔한 구어체의 文에 는 동사 try가 쓰이는 것이 자연스렵다. 

15 이와 관련하여 연쇄동사(구)의 to.VP의 공통적 의미특성에 관한 A. Wierzbicka 
(1988: 165)의 다음 서술을 참고할 것. In most types of TO cornplements ... there is 
also a clear future orientation (‘ this will happen’) , and there are reasons to think 
that this feature , too, should perhaps be regarded as part of semantic invarian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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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구나 (4. d)의 끝부분이 ... to ask you to do로 표현되 어 있는더1 ， 이 는 첫 벤 

째의 do 80 표현에서의 50 부분이 두벤째에서는 잉여 • 만복 요소로 간주되어 

50가 덜락딘 갓으로 생각펀다. 더 나아가서 잔존한 do마저 탈펙하게 되연 f\; 
不定꾀 to 구문이 생기게 펀 것이마 . 

예문 (2. a , b, c, e)에서 代不定詞 to를 수반한 연쇄동사(구)는 어떤 동작에 

대한 意愈·願望·決意·約束· 主張 ·依賴 등을 나타내는 것이며 to 補文

내용은 未來指向적 동작을 표시한다. 이런 성격의 to 補文은 先行하는 문맥 

에 동일내용의 동사구표현이 있을 때에는 to 補文내용이 잉여 • 반복 요소로 

간주되어 to，0，로 압축될 수 있다. 따라서 연쇄통사의 일부인 to는 후속되는 

원형동사보다는 先行하는 연쇄동사(구)의 긴요한 요소로 간주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 각한다. 예 문(2. c)의 代不}t詞 to가 있는 문을 완전문으로 환 

원하면 다음과 갇다. 

(2) c'. 1 don' t want to (buy the ticket]. - Tha t ’ s all ! 

이탤릭체의 want to buy .. . 는 V + to VP의 구조로， 이런 구조의 V는 자동사 

도 타동사도 아니고 연쇄동사이며， to-VP는 그 補語가 펀다. 본래의 구조는 

(V pPJ 인데 이 PP(前置詞句)→So(原形文)이 to VP로 표시되고 先行하는 V 

와 밀접 하게 결합된 것으로 (V SoJ로 표기될 수 있겠다. 

V 

VP 

PP 

S。

1 까 
to VP 

이런 不定詞句는 명사적 용법도， 부사적 용법도 아니고， 동사적 용법으로 봐 

야 한다 16 

노력 을 표현하는 동사(try / endea vour / strive / con tri ve 동)의 경 우， 뒤 따르 

는 to 不定퍼句를 목적어로 간주하는 것이 無理인 듯하다. 여러 영어사전을 

all TO complement constructions. The future component is clearly in ev idence in 
volitional contexts (She wanls 10 go). 

16 代不定휩 to는 VP릎 탈락시킨 原形文 (50) 즉 to 不定럼에서 10플 남깅으로써 성 
렵된 문볍척 수단으로 옮行하는 V와 밀접한 결한이 있응을 표시하며， 이 10는 to-VP 
가 생걸 수 있는 장소임을 표시하는 標짧이 왼다. 한연 예문(3)의 경우， 즉 ]espersen 
의 latent infinitive에 선 [VSoJ의 제 2 요소 VP가 先行하는 V사이 의 10마저 함께 탈락 
된 것으로 섣 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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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해도 타 • 자동사의 구분의 원칙이 확실치 않다. 가령 LDCP를 참조한 

결 과， endeavour /strive/ condescend/ hasten 등은 자동사로， want / try / manage/ 

contrìve / deìgn / hesi ta te/refuse/ venture/ f ail 동은 다동사로 분류되 어 있는 점 

으로 봐서， 연쇄동사로 분류함이 좋겠다. 

to를 후속되 는 VP보다는 先行하는 연쇄 통사구의 제 1 요소인 V의 긴요한 

요소로 간주할 수 있는 제 2 의 근거 는 原形文인 So(즉 to VP) 사이 에 부사 

(구)가 십입될 수 있으으로 to와 VP간의 관계가 不分離할 정도로 벌정치않 

다는 점이다. 소위 分離不定詞(split infinitive)의 빈번한 사용은 to가 VP의 

단순한 前接語가 아니 고 VP의 미래지향적 행위를 표시하는 文法的 키능어 

의 역할응 하면서 (V SoJ의 先行하는 V와 긴밀한 결합관계가 있음을 중명한 

다. 이런 키능어인 to의 음가가 후속어구의 탈락을 보충하기 위 해서 [t;lJ 가 

아니고[tuJ / [tu:J 인 점도 아울러 유념하기 바란다. 

(5) a. 1 hope to partly finish making this dress by six 0 ’ clock. 

b. The student eventually decided to openly admit his guil t. 

c. 1 think it would be better for you to half cook the meat tonìgh t. 

d. Ross wants you to for God’s sake stop attributing human behav

iour to dogs. - James Thurber 

e. He gets back just in time to dress for an elaborate dinner he 

himself is too weary or too preoccupied to more than touch. - J. 
Jerome 

f. 1 had to really restrain myself or 1 would hâ ve told him our 

secret. 

예 문(5)에서 이탤럭체의 부사(구)의 위치는 적절하며 ， 소위 分離不定詞를 회 

피하기 위해서， 부사(구)의 위치 흘 이동시키연 문의 의미가 변하거나， 문이 

非文이 될 것이다. 

to를 先行하는 연쇄동사〔구)의 제 1 요소인 V의 긴요한 요소로 간주할 수 

있는 제 3 의 근거 는 後方照應적 (cataphoric) to의 용법 을 설 명 할 수 있 다는 

점이다. 다음 예문 (6)을 검토하커 바란다. 

(6) a. He couldn’ t, much as he might like to, leave Ed here to die. 

-Withers. 

b. She trìed to, and did not, feel brave. 17 - S. Lewis 

17 cf. Jespersen (M.E.G. 5: 20.42. ) Note ... such combinations as “She always 
wants to, and genera lIy does , avoid occasions for quarrels" in which to resembles 
the ‘pro-infìnitive’ mentioned in 20 . 54. Both phenomena show that to may be felt 



442 語學!iff究 第25卷 第 3 跳

c. John doesn’ t want to , but clearly he must, apologize. -Quirk et 

a l. 

예문(6.a)에선 to와 leave 사이에 카머가 있음은 休止(pause)를 두어 말화해 

야 하고 to가 leave 보다 like에 더 밀 접 히 결 합된 점 을 알려 준다. (6. b, c)에 

서 to와 後續하는 상관 동사구사이에 다른 표현이 介在하고 있는 사실은 try 

to나 want to 둥의 연쇄통사(구)의 존재를 엄증해준다. 다음 예문(7)의 代不

定詞 to가 後方照、魔적으로 사용된 점은 先行하는 V와 긴밀한 결합관계가 있 

음을 업증한다. 

(7) a. 1f you don’ t want to 6 , you needn’ t tell me. 

b. Much as he might like to 6 , he couldn ’ t leave Ed here 1.0 die. 

c. As much as he wished t06 , Luzzatto had little part in the social 

life of the building. 18 -E. Lipsky 

d. When he needed to 6 , he could hold his own with the best. 

-Withers 

e. Though he feared to 6 , Frank considered knocking on 1da’ s door 

and asking for the key. -B. Malamud 

f. Even though 1 told him not to 6 , he opened the window. 

예운(6)의 유형을 거쳐서 본직적인 後1;'照應적 to 6용냉의 유형인 예문 (7)이 

생성펀 것으로 안다. 예문(7)은 종위질이 文페에 위 :".1 한 결과 생성펀 문이며， 

代不定챔 to가 前方빡應적 으로 사용된 문， 가링 (7 . a') 인 You needn’ t tell 

me if you don’ t want to 6. 니 (7. f' ) 인 He opened the window even though 

1 told him not to 6 유형 외 운보다 사용민도가 적 지 마는 문으로서 하자는 

없는 것이다. 

to를 先行하는 연쇄동사(구)의 V와 긴말한 결합판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재 4 의 근거 는 1.0 不파꾀 자채 가 주요한 文法機fl~을 담당하는 形式인 j::훨部 

플 이루는 경우， 가링 주어， be의 補힘， 목적을 표현하는 낌IJ꾀的 어구 등의 

위치에서는 f\:;不파，폐 to가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이마. 이 사싣을 Muro(l974: 

320-24)의 引Jfl Ø1J에 서 확인하기 로 한다. 

(8) a. *1 didn ’ t scold the boys because to 6 would have been too 

foolish. C主짧〕 

to belong lo lhe preccding verb just as much as , or more than , to the infinitive; 
Since one had lo and did in the end live Jewishly. - Lewinsohn 

18 (7. c)에서의 代不슐휩 to 뒤에 탈락된 동사구 표현은 have some part ‘ the 
building 'Ù 정을 고려하연 생략현상에서 數훌펴의 문제가 간단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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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 suggested that we play tennis as 1 knew tha t their favorite 

pastime was to 6 . [be의 補語〕

c. *You should rise ear ly and (in order) to 6 you should go to 

bed early. [ 13 的을 표현하는 副詞的 語句〕

代不定詞 to가 直前의 語句(즉 연쇄 동사 외 에 , 후에 논하게 될 形容詞와 

名詞 및 代名詞의 경우를 합해서)와 긴밀히 결합된 構文에 국한하여 사용되 

므로， 主要語의 補部역 할을 할 경 우에 만 代不定詞 to가 사용된다. 主훨部자 

체를 극도로 압축하연 不可한 반연에， 代不얹詞 to 대신 to do 50 형 식 의 代

用表現을 이용한 文은 성렵펀다. 

(8) a' . 1 didn ’ t scold the boys because to do so would have been too 

fooli5h. 

b'. 1 sugge5ted that we play tenni5 as 1 know that their favorite 

pastime was to do so. 

c'. You should rise early and (in order) to do so you should go to 

bed early. 

to가 先行히는 연쇄동사(구)의 V와 결합관계임을 입증하는 제 5 의 근거는 

gonna, wanna , supposela, oughta등의 發즙同化 형 싱-이 있다는 점 이 다. 연쇄 

동사(구)에서 to가 V의 接尾蘇化 현성 이 특히 구이체에서 두드러지게 일어 

나는 점을 예문 (9)에서 알 수 있다. 

(9) a. “We’ re goηηa fìght the Eskimos nex t. Know that?" “The who?" 

Ginnie saíd. - J.D. Salinger. 

b. “ Wanna play ping.pong?" It was Ira Gordon, a new boy at the 

hospital. Billy shook his head sídeways. -]. Neugeboren. 

c. “O.K.," saíd Mrs. Snel l. “1 hear Líonel's supposeta be runníng 

away." She gave a short laugh. - ].D. Salinger 

d. “ You oughta come and see the show íf you get a chance." - T. 

Capote 

e. “ Of course they usta say it of the fellas ... . " -E. Segal 

f. Linda , his daughter, came out of the kitchen with Flo. “Papa, 1 

gotta set now ," she reminded him. - H.B. Gilmour 

위 예 문의 이 탤 릭 체 부분은 각각 gomg to , want t o、 supposed to, ought to, 

used to, got to 등의 압축으로 인한 발음의 同化현상의 소산엽은 말할 나위 

도 없 다. want to는 대 표적 연 쇄 동시-이 며 , ( be) going to , (be) suppos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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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ve) got to 둥은 半助動詞로 ought to 빚 used to는 周邊助動詞로 일반적 

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넓은 의미의 연쇄동사(구)로 분류될 수 있겠다. 여기 

서 부연할 사실은 예문(9. b)의 want 구문에 관한 점이다. 

(1 0) a. who do you want to kiss? 

b. Who do you waπt to kiss you? 

예문(10. a)의 이탤릭부분은 wanna로 同化현상이 가능한 반면에 (10. b)의 이 

탤릭부분은 wanna로 될 수 없는 이유를 규명 해 야겠다. 

(1 0) a'. Who do you wanna kiss? 

b'. *Who do you wanna kiss you? 

위 예문의 각기 해답문윤 고창하면 그 이유를 알게 펀다. 

(1 0) c. 1 want to kiss Mary. (1 wanna kiss Mary) 

d. 1 want John to kiss you . (*1 wanna John kiss you) 

(1 0. d)에서는 want와 to-VP 사이에 John이 介入되어 직접 연결되어있지 않 

다. want someone to-VP에 서 소위 不定詞付 對格構文의 目 的語가 의 문어 로 

文頭에 前置되는 경우， 표충구조에 (1 0. b)처럼 우연히 want to의 연결이 되 

어 도 십 충구조인 want someone to-VP의 구조상 00. b')가 非文임 을 알 수 
있다. 연쇄동사 want to-VP의 경우는 wanna VP의 발음동화가 가능하고， 

want someone to-VP의 경우는 不可한 점은 연쇄동사(구)의 구조의 차이에 

서 구명할 수 있겠다. 

3 

{ \';不定詞 to가 前 • (後)方 照應적 으로 사용될 경 우， 관련 • 선 (후)행 하는 

동사(구)의 형 태 를 우선 논하기 로 한다. 아래 예 문을 검 토한다. 

(1) a , Mrs , Frisby could not bea r to ψatch ， and yet even more, she 

could not bear not to 6 , -0’ Brien 

b, 1 didn ’ t want to stay the night , but he begged me to 6 . - G , 

Greene 

c. Though 1 had intended them to do all the dirty work , they left 

me to 6 , 

d , 1’m surprised to see you smoking; {Y ou didn’ t use to 6 /You used 

not to 6 1, - LDCE 

예문(1. a, b, c)에서의 代不定詞 to는 선행하는 연쇄동사(구)의 to VP를 代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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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접 에 서 代不定詞 to의 명 칭 은 타당하다. (1. a)에 서 는 bear (not) to VP, 

( 1. b)에 서 는 want to VP와 beg someone to VP, (1. c)에 서 는 intend someone 

to VP와 leave someone to VP의 각기 연쇄동사(구)중， 後行하는 연쇄동사 

(구)의 to가 先行하는 연쇄동사(구)의 to VP를 代置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문0. d)에 선 상황이 다르다. 연쇄동사(구)인 to see you smoking 중의 

smoking 부분을 後行하는 not use to 또는 used not to의 to가 직 접 代置하지 

못하고 smoke로 변형한 후 代置하기 때문에 代不定詞 to의 영 청은 用語상 타 

당치 않다. 代不定詞 to와 관련 • 선(후) 행하는 동사(구) 표현이 to VP가 

아닌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예를 하나 더 제시하기로 한다. 

(1) e. “1 wonder if you ’ d mind aηswering some questions on the U.S. 

Soviet missile treaty?" she said. 

“1 would be happy to 6 ," 1 told her. “Why do you ask?" 

- A. Buchwald 

위 예문의 代不定詞 to에 後續되는 부분은 先行하는 연쇄동사(구)인 mind 

answering ... 중의 소위 동명사句인 answering ... 부분을 answer ... 로 變形시 

킨 형태인 점 에 유의하기 바란다. 

이제는 代不定詞 to와 관련 • 선(후) 행하는 主훨풍사의 형태를 살펴본다. 

a) 동사의 원형형태로 명령문인 경우 

(2) a. Come! -She dreads to 6 . She begs not to 6 . She is drawn 

away. -Meredith 

b. Give it to me at once, or 1 will force you to D . -Greet et a l. 

c. Sit down here. Or sit behiπd the desk if you want to 6 . -Withers 

d. “Don’ t sayaηyth찌g about her!"-“ No. 1 will remember not to 6 . " 
-Hicks 

e. “Be nice to her," said Rosemary quickly. “Be frightfully πice to 

her. Look after he r. 1 don’ t know how ... But show her-treat her 

-make her feel-" ... “ 1 know you’ d say that," retorted Rosemary. 

“Why not? 1 want to 6 .... " 

예문 (2.e)의 경우 代不定詞는 관련 • 선행하는 명령문이 여러개 있기 때문 

에， 다른 예문과는 달리， 복수의 동사(구)를 압축한 특이한 예문이다. 

b) 동사의 mg 형태인 경우 

(3) a. Are you and Gillian gettiηg married? - W e hope to 6 . 

b. Things were runniηg along just as he would have wishe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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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6. - Withers 

c. 1 saw him riding hís bicycle π the park, and 1 told him not 

10 6 . 

d. Actually 1 wasn’ t see떠g the Hard Core at 1his time. As a matter 

of fact Larry had forhidden me to 6 , hut he needn’ t have hoth. 

ered. -E.L. Dundy 

e. 1’m afraid it’ s rather hanging fire just at presen t. 1’m not gettiπg 

the support 1 hope to 6 from the employers themselves. Lyell 

(364) 

f. . . . going no oftner into the shoar than we were ohlig’d to 6 for 

fresh water. -Defoe 

g. Are you interested in going to university? -Yes, 1 would likE 

to 6. 

h. He was perfectly capahle of getting grip 0η things whenever he 

needed to 6. 

i. 1 don' t like askiπg for rnoney except when 1 have to 6. - LDCE 

j. Though he feared to 6 , Frank considered knocking on Ida ’ s door 

and asking for the key. -B. Malamud 

예문 (3)의 경우 (a-f)에서의 -ing형은現在:分詞에 속하고， (g-j)에서의 -ing 

형은 動名詞에 속하는데， 代不定詞 to기 代圖하는 동사(구)표현은 1I1g형이 

to-VP로 변형 후 VP 부분이 탈락되 는 점 은 주목을 요한다. 이 런 이 유로 代

不定詞 to의 명 청 은 타당치 않으며 , Quirk et a l. (l 985: !3 12.64)의 명 칭 인 샌 

따된 to (stranded to ) , 즉 直前의 語句(연쇄 동사(구)， (대 )명 사， 또는 형 용 

사)에 밀착되어 後짧되는 아구가 없는 상태를 두고， 坐따된 to라는 명청은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c) 동사의 과거분사 형태인 경우 

(4) a. 1’ve made a rnistake, though 1 didn’ t intend to 6 . -LDCE1 

h “ Jack , you ha ven ’ t loc ked the door." “ Sorry, 1 forgot to 6 . " “ I 

don't believe you intend to 6 !"19 -Hicks 

19 마지막 代不定힘 to가 들어있는 문은 否定語移動 변형이후 생성된 것으로 원례 

의 문은 1 believe you don't intcnd to 6 !나 1 believe you intend not to 6 !로 생 각 
된다. 

cf. My friend has never been to a picture show , nor does she intend t06 . 
T. Capote 代不定휩 10 뒤에는 be lo~가 아니라 go to~안 갱으로 봐서 기계적인 代

置는 금물이 다. 한연 “ Have you been vaccinated?" “ No, 1 don't want to be yet."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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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ave you read his latest book yet?" “No. but 1’m certainly going 

to 6.. 1 see that the press praises it to the skies." -Lyell 

d. Theodotus has brought them. -1 meant him to 6.. -Shaw 

e. Kitty had held herself as long as she was able to 6.. -Withers 

f. “Has your father given up religioη?’ - “Well, he’s had to 6. in 

a way." - E. Waugh 

g. 1’ ve kept it 10ηg as Cunnel aimed for me to 6. - Faulkner 

h. “Would you have come?" “1 should have loved to 6. .. . if Ger . 

trude had come too." -A. Bennet t et a l. 

i. You ’ ve not sa id anything, bu t you must have known how it’s been 

the last few months. You mixed with too many theatri cals not to 

6.. - M. Derby 

j. “Has Morris beeη in here la tely?" - No, and he’ s not likely to 6 . 

d) 동사가 정형동사의 형태 인 경우 

(5) a. He dozed, or appeared to 6. . - R. Chandler 

b. 1’ m very sorry 1 hurt you. 1 never meant to 6.. - LDCE2 

c. He left Paris this morniπg， but he didn ’ t wa nt to 6.. 

d. 1 went to that meetiη'g you asked me to 6 , and 1’ ve never heard 

such a lot of blather in all my life. -Lyell 

e. The committee did not discuss your proposal, but it hopes to 6., 

next month. 

f. “1 take no respoηsibility for what you do. " - “I“body wants you 

to 6. " - Anthony Hope 

g. “ Why don’ t you tell me ex actly what your objections are, Mrs. 

Robinson. Instead of . .. " - “Do you want me to 6.?"20 -Webb 

h. “Supposing nobody ever asks you .... " “They must be made to 

6 . . .. " - W. Pett Ridge 

i. He didn’ t come when 1 wished him to 6 . -McKenzie et a l. 

j. You do not believe in me a bi t. Never mind, 1 will force you to 

6 . -Benson 

정에 유의할 것 . 
20 예운(5 . f,g) 제 2 文을 각각 완잔문으로 복원하연 “ Nobody wants you to (take 

any responsibility for what 1 do) ."와 “Do you want rne to (tell you exactly what 
my objections are, Mrs. Robin son) ?"인 정 에 유념 할 것. 數훌힘와 代名힘의 변화를 
前提로 하여 代不定휩 to가 사용된 것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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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통사가 rAux (not) +원형 통사」의 형태인 경우 

(6) a. The boy won’ t do his work if you don’ t force him to 6 . -LDCE 

b. You mιst not look at it. 1 don’ t wish you to 6 . - Wilde 

c. 1 intended tha t they should stay till the next day, but they 

refused to 6. 

d. 1 don' t think 1 could do it; and 1 don’ t think the lawyers ought 

to want me to 6 . - Tro11ope 

e. She wouldn’ t take a11 1 wanted her to 6 . - T. Hardy 

f. 1 know somebody who could put this policy over. But 1 don' t 

think he’d want to 6 . -C. Mortimer 

g. They may not take you seriously when you want them to 6 . 
-ODCIP 

h. 1 shall go to the celebration tomorrow, or at least 1 am planning 

to 6. -Curme 

i. 1’ II make him do it whether he wants to 6 or not. -U.E.D. 

예 문 (6)에 서 는 조동사 (및 nol) 뒤 의 원 형 동사가 後行하는 代不定詞 to와 

관렌이 있는 예인데 (6. i)의 構文에서는 조동사뒤의 使彼 연쇄동사(구)인 

make someone do it의 영 향으로 후행 하는 代不定詞 to는 do it플 압축한 것 

이 다. (6. f)의 代不定詞 to와 관련 • 선행 동사구 표현이 關係節내 에 있는 점 

은 다른 예문의 구조와 다른 점이다. 

f ) 동사가 110 부정사」의 형태인 경우 

이 유형의 예문은 이미 예문 (1)을 비롯하여 여러벤 재시되었지마는 동사표 

현구의 종류를 밝히기 위해서 에 몇개만 제시한다. 

(7) a. A: “ Now 1 want you to relax." - B: “ 1 can’ t seem to 6 . " 

b. She had meant to sit with him, as he had asked her to 6 that 

morning. - Benson 

c. He wanted to quit smokiπg but he wasn' t able to 6. 
d. 1’m surprised to see you smoking; you used not to 6 . 

예 문 (7. a , b)에 는 {seemj mean} 10 VP 등의 단일형 과 {want jask} someone 

to VP 동의 복합형 연쇄동사(구)가 混合되어 있지마는 代不定詞 to의 의비상 

주어는 영획히 들어닌다 한편 예문 (7 . c, d)의 경우 전자의 代不定챔 to는 

quit smoking을 압축하는데 비해서， 후자의 그것은 smoke를 압축하는 이유 

는 代不定詞 to의 의미상 주어와 관련이 있다. (7. c)의 단일형 연쇄동사(구) 

인 quit -ing의 의미상 주어는 주절의 he인 반면， (7. d)의 복합형 연쇄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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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see someone -ing 중의 , -ing형 의 의 미 상 주어 가 you이 며 , 代不定펌 to 

를 사용하려 면 -ing형의 원형 동사형 으로의 變形이 필수적 이 다. 

g) 半助動詞(semi-auxiliary)의 構成素인 代不定詞 to 

代不定詞 to가 반조동사21의 最終구성 소로 사용되 는 것은 半助動請에 후속 

되는 VP가-先行동사 표현구의 중복을 회피 하기 위해서-탈락되는 경우이 

다. 본장의 a)에서 f)까지는 代不定詞 to가 연쇄동사(구)의 일부분의 구성소 

로서 구실한 유형 인데 비해서 g)의 경우는 半助動詞의 한 구성소로서 역할 

하는 점이 특이하다. 

(8) a_ 1 just made up my mind that 1’d apply as soon as 1 was legally 

able to 6. 22 - James 

b. 1’ ve been wanting to talk to you about it, but didn’ t seem able 

to 6 . -Allington 

c. The guy was doing life, no chance of getting out unless he busted 

out, which he wasn't about to 6 . -McBain 

d. A woman’s tears do not make one wet, but the rain does; and 

her coldness does not lay the foundat ions of as thma and rheuma

tism, as the east wind is apt to 6 . - J. K. Jerome 

e. “Would your father consider it smirched the family honour, your 

being here?" “Bound to 6 , 1 should think"23 -Wodehouse 

f. He is supposed to arrive here tonight, and she is due to 6 , as 

well. 

21 Quirk et aI. (1985: s3.47)의 다음 서솔에 주목할 것. 

The semi-auxilíaries consist of a set of verb idioms which express modal or 
aspectual meaning and which are introduced by one of the primary verbs have and 
be ; eg: 

be able to be bound to be likely to be supposed to 
be about to be due to be meant to be willing to 
be apt to be going to be obliged to have to 
위 의 半助動詞 외 에 도 ought to, used to 등의 周邊助動젊(marginal modals)도 代

不定휩 to와 관련성이 있음은 이미 지적한 바가 있다. 
22 cf. He ￦iJl come jf he is able.-CULD. (able to come의 뭇. if he is able to 

처럼 to의 펀이 많아 쓰이 는데 to 없는 것은 古語體임.) be 대신 seem, become, feel 
등의 連짧動응혀가 쓰이 기 도 한다. Gradua lIy he became able to converse easily with 
his new independents. - Archer. be와 able/unable과 to 사이 에 홉Jj램가 심 입 될 수도 

있음에 유념 할 것 . As 1 had plenty of money 1 ￦as better able to help her. - LDCE. 
He seemed quite unable to stop laughing. -Murdoch. Those countries do not feel 
able, at this moment η time, to agree to further moves towards political integra' 
tion. - R. Dale. 名휩化 구문에도 유의할 것 . cf. 1 just enjoy the freedom of the 
job-being able to organize my day as 1 want to 6 . -Co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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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Have you washed the car?" “No, but 1’ m goiηg to 6 . "24 

h. 1 didn’ t see the exhibit 1ast time, but this time ’m likely to 6 . 

i. 1t sounded like a leading remark. It wasn ’ t meant to 6. My God, 

I ’ ve only met you a few tirnes. -ODCIE2 

j. . .. going no oftner into the shoar than we were oblig' d to 6 for 

fresh water25 • -Defoe 

k. He had not neglected to halt a nd dig in where he was supposed 

to 6. 26 - Shaw 

1. She is not ready to pay the price 1 asked but he ’ s qu ite williηg 

to 6 . 

m. “Did you smash a window at the back?" “1 had to 6 ’ 27 

-Wodehouse 

n. It’s silly to go out in the rain if you don't have to 6 . -LDCE 

o. “Are you going to resign?" -“Yes, 1’ ve got to 6 , but it is only 

for the moment. Every dog has his day, you know." -Lyell(226) 

p. A: “1 was able to stop drinking, and 1 don't see why you can’t." 

B: “Don’ t rnake a virtue of necessity. You were to1d by your 

doctor that it would kill you if you went on ø, and you jolly 

23 be bound to VP에 對應하는 船動文은 存在하지 않는다. He was bound to be 
a failure-+*Somebody bound him to be a failure. Don’ t feel bouηd to come if you 
don't really want t06 . -Fowler/Parents are bound to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WBD2의 구문과는 별개임을 유녕 할 것. 

“ 다음 예는 代不定詞 to에 의한 생략현상은 아니고 半助動렘에 관련펀 생략현상 
이 다. 1 added in an everyday, commonplace voice: “ It’ s going to rain ," She looked 
up at the sky. “ Yes, 1 think it is."-Chrístíe/If you thínk 1’ m going to pay all 
your debts , you can get the ídea out of your head now , because 1’ m not .-ODCIE. 

25 cf. ... it ain‘ t bekase 1 want to 6 , but bekase 1’ m ableege to 6. (bekase= 
because, ableege=obliged)-Harris 

26 be supposed to VP에 훨應하는 能動文은 存{E하지 않는다. vVe are supposed 
to be back before dark::>*Somebody supposes us to be back before dark. 

21 半助動휩 have(got) to VP에서 have(got)와 to VP 사이에 부사(구)가 상업되기 
도 하는데 이 는 文語體에 국한펀 것 같다. Seoul will have up to three years to settle 
differences before punit ive tariffs outlined in 1988 U.S. Tradc Act are applied. 
U.S. News/Each such person has uηtil December 31 to make his applícation.
Crymes. 한연 口語體의 경우는 ~encken et al. (1963:541)의 다음 서술에 유의할 것. 
Combinalions of the use to type are numerous ín the vulgar speech. e.g. gonna and 
gotta. ~eanwhile have-in the form hafta- promíses 10 displace must. The American 
seldom says “1 1)’ust go"; he almost invariably says “1 have to go" or “1 have got 
10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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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H had to 6 . " -LyeH (507) 

예 문 (8. e)의 제 2 문을 완잔문으로 복원하면 it was bound to smirch the 

family honour, 1 should think. 가 될 것 이 다. (8. p)의 ... and you jolly well 

had to 6 . 를 복원하띤 ... and you jolly well had to stop drinking이 되겠으 

며 , 바로 앞 문의 it would kill you if you went on 1>는 it would kill you 

if you went on drinkiηg로 복원되 겠는데 ， " .went on ... 의 on은 일종의 ‘代

動名詞 on'으로 간주될 수 있겠다. 두개 또는 그 이상의 半助動詞가 연쇄 

통사(구)의 경우처럼 한 문에 연쇄적으로 결합되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8) q. The story is so involved that even the KGB’ s best spies are 

hardly likely to be able to unravel it. - U.S. News 

r. Someone is going to have to complain. -Quirk et a1. 
s. They are willing and able to manage a decent governmen t. -F. 

Lewis 

Quirk et a1. (1985: ~3. 47)의 半助動詞설정에서 두가지 문제점을 제시하겠 

다. 첫 째 는 be supposed to, be Iikely to, be obliged to, be apt to, be willing 

to 동을 반조동사로 제 시 했는데 be expected to,28 be certain to, be forced 

to, be liable to, be (ready/prepared} to 등과 각각 비 교할 경 우 전 자群만올 

반조동사로 규정 한 근거 를 제 시 하지 않고 있 다. 둘째 는 be able to, be about 

to, be bound to, be likely to, be obliged to 동은 be 대 신 連結動詞 feel , 

seem, look 등이 사용되는 수가 있는데， 代置不可의 기 타 반초동사언 be 

going to 등과 半助動詞적 성격의 강약의 차이점을 지적치 않는 점이다. 

(9) a. To most of invitations he lelt able to return a tactful regret, 
but one was absolutely inescapable. -Archer 

b. He remembered that Narcisse’ s nose had twitched at the breakfast 

table and that she had seemed about to cry. -Shaw 

c. Maria appears bouηd to go to Europe this summer. 

d. 1 seem hardly likely to fìnish it within a week. 

e. He lelt obliged to answer his father’s ldter. 

f. She looked νery obliged to say “ Yes". 

feel 등의 連結動템에 수반하는 able, likely 등은 半助動詞의 한 構成素라기 

28 ‘be expected to VP’형 에 서 도 代不定젊 to 현 상이 얻 어 난다. If you had an 
independent income you didn’ t work. You wereη’ t e:xpected to 6 . - Chris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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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없述形容詞로 변해가는 迷中에 있다 하겠다. 

h) 없述形상헤이l 수만되 는 代4시하펴iJ to 

代不}E詞 to가 관란 • 선 행 하는 동사(구)표현의 압축형 태 가 되 어 직 진의 위 

치에 놓인 없述形容詞의 補部역할을 하는 경우를 제시하겠다. 

(0) a. They shouted to him to jump the ditch, but he was afraid to 

6 . -Zandvoort 

b. He had an impulse to yank the door open; then realized he 

was afraid to 6 . - Highsmith 

C. “ 1 know that you have told me a lie." -“I ’m ashamed to 6 . " 

d. “May 1 go out for a walk now, Mom?" -“You’ re crazy to 6 

in this stormy weather." 

e. She speaksEnglish, but she isn’ t eager to 6 . - Dingwall 

f. “ Would you te l1 the jury why you had to be subpoenaed to 

get you here?" -“I’ 11 be glad to 6 . " -Sheldon 

g. “Would you mind seeing that Kate gets to school safely? 

The Lord only knows where she'll end up if she goes on her 

own- ” -“I ’ 11 be happy to 6 , " David said. - Sheldon 

h. “Hulluva story," said Armstead. “You’ d better write it up for 

us, get it in fast." “Happy to 6 ," said Ramscy, “ if you want 

a reporter with a hole in his head. That’s what Carlos prornised 

if 1 said a word." - Wallace 

Ì. “Should 1 try to 8wim the Channel?" -“You’ d be mad to 6 . " 

- Bolinger 

J. “Would you like to meet her?" -“I ’ rn sirnply mad to 6 . "- Ibid 

k. “1 don’ t believe it" said Mr. Reeves. -“It is pleasanter not to 

6 ." Robinson agreed. -Allington 

1. “Was he glad to hear about itr -“No, he wasn’ t glad to 6 ; 

he was sorry to 6 ." 

m. Why didn’ t you tell me? . .. Don't you see that it was a11 wrong 

not to 6 ? -Myers 

n. *Although John is tough to please, his , sister is easy to 6 . 

o. John couldn’ t please Mary although he was eager to 6 . 

p. Isn't it right to get rid of you? 1 sho비d be a fool πot to 6 . 

-Shaw 



영어의 代不定휩 to에 관한 연구 453 

예 문 00. a)의 後半文의 形容詞句를 AP• ( A pPJ• (A SoJ의 구조로 밝힐 

수 있겠다. 

AP 

A PP 

So 

afraid to VP 

S。의 to VP에서 VP가 탈락된 것이 代不定詞 to만 남게되어， 直前의 형용사 

의 補部구실을 한다. 예문 (10)은 감정 • 성적상태를 표시하는 형용사(및 동 

사)에 후속하는 原因 • 理由 • 判斷을 표현하는 不定詞가 밀접하게 결합된 構

文이 다. 00. i)의 형 용사 mad는 crazy, insane 동의 뭇이 고 00. j)의 mad는 

ext remely keen, frenzied 정 도의 의 미 이 다. 주목해 야할 사실 은 예 문00. n , 

0)에서 전자의 문이 非文이고 후자는 正文인 점이다. 00.0)에서 代不定詞

to가 점 유한 位置가 eager에 대 해 서 補部의 위 치 업 에 반해 서 , 00. n)의 easy 

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즉 eager와 to-VP는 同-한 構成素를 이루는 요 

소(主格없述語 • 補部관계)인 반연 easy와 to-VP는 별개의 構成素(目的格웠 

述語 • 補部관계)에 소속되어 그 사이에 構成素의 큰 간격이 있다. 00. n)은 
소위 tough 변형 의 결과， 생 성 펀 문장이 다. 00. n') Although it is tough to 

please John, it is easy to please his sister. 가 正文임 을 인 지 하기 바 란다. 즉 

00. n)의 形容詞句인 tough to please 및 easy to please의 심 충구조와 代不

定詞 to를 수반한 예문 (1 0)의 기타 形容詞句의 그것은 다르다. tough 변형 

을 한후， 다시 代不定詞 to로 인한 생략변형은 不可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또 주목할 점은 예문(1 0. p)의 後半文의 ... a f。이 not to의 a f。이은 程度名詞

(degree noun word )가 寂述補語가 되 어 서 솔형 용사(foolish)의 구실 을 한 정 

이 다 29 예 문 (1 0. k, m, p)의 서 솔형 용사 pleasant, wrong, right 동은 비 인 칭 

주어 it를 취하고 펼요시에는 후속되는 to-VP 직전에 for {youjme} 를 삽입하 

는 정에서， 예문(10)의 기타 예문의 인칭주어 를 취하는 서솔형용사와는 성 

격과 용뱅이 다르다. 

i) 名詞 및 代名詞에 後置 • 隨伴되 는 代不定詞 to 

29 cf. ]espersen (1933: S 13.62) He is not philosopher enough to judge of this./ 
He is more coxcomb than /ool. ‘우관사’영사의 예가 많지마는 ‘유관사’영사와 ‘우관 
사’영사가 g 由"異형임을 다음 예에서 파악할 것. He was less of a statesman than 
(a) war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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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不定詞 to가 영 사의 後位에 위 치 하여 그 명 사에 밀착하여 名詞後位 수식 

어 역 할을 한다. Jespersen이 Al.E.G. 5(1940:~15.21)에 서 논한 소급부갱 사 
(retroactive infinitive)와 有關하며 to (VP)가 二次語기 능을 한다. 

(11) a. He’ 11 never leave home: he hasn’ t got the courage to 6 . 

b. He wi11 come if he has a mind to 6 . 
c. Birds in their nests agree .. . But dogs delight to bark and bite. 

It is their nature to 6. -Isaac Watts 

d. He answered like a fiddle, all over, because it was his nature to 

6 . - E. Linklater 

e. They wi11 call your father a rogue, and will have a right to 6. 

f. A: “ There’ s nothing undignified about a bit of manual labour, 

Mabell But, yes, it was very nice to have a valet, and to have 

one’s things laid out, 1 agree." 

B: “The fact is, you neecl someone to 6 ... . " -C. Mortimer 

g, 1’d like to come, but 1 have 110 time to 6. 
h. You must never lose your courage. lndeed, remember that there 

is 110 need for you to 6. -Oppenheim 

위 예문에셔 두가지 치적할 점이 있다. (ll . h)에서 ‘for X accusative NP X to 

VP’(對格付 to 不定詞)의 代不定詞 to 化의 현상을 본다. 이 경우와 본장 

예문(1. b, c)동의 복합형 연쇄동사(구)의 경우， 代不定詞 to가 바로 직전의 

대명사에 후치 • 수반되는 점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다음은 예문(11. f)의 

後半文의 代不定詞 to를 통제하는 NP가 不定代名詞인 ;셈이다. 前半文에선 

없述 형용사 nice와 관련된 to VP는 ‘to have a valet’와 ‘to have .. . laid ou t' 

의 둘인데 비해서， 後半文의 someone에 통제되는 代不定詞 to와 관련된 to 
VP는 後者인 ‘ to have . .. laid’ 얼 따름이 다. 

이제까지 代不定詞 to와 관련 • 선(후)행하는 동사 • 형용사 • (대)명 사의 .:l: 
要品詞의 여 러 형 태 를 고찰하었고30 代不定詞 to 현상은 廣義의 省略현상이 

지 動調句內 省略현상만이 이-닝을 지적하였다. 

4 

본장에서는 代不定詞 to에 관련된 構文싱의 특정 및 그 이유를 구명한 후， 

30 代不定휩 to가 主훨品휩 아닌 첩속사에 결함펀 예플 검토활 것 . They thought 
too much about hαI to6.. /They know they should meet, but they don' t know 
when to6. . 



영어의 代不定휩 to에 관한 연구 455 

결론을 맺기로 한다. 

代不定詞의 前 • 後方照、廳적 용법 이 통일문액 에 서 사용된 예 를 제 시 한다 . 

. .. and said, “Sir, if you want to 6 , you can make me clean." Jesus 

reached out and touched him. “1 do want to 6 , .. he answered. Good 

News Bib1e, Matt. 8:2-3 

그러나 Quirk et a1. (1972: 9.4)가 지적하였고 본 논문 제 2 장 예문 (7)에 

서 알 수 있듯이 代不定詞 to의 後方照、廳적 용법 은 사용빈도가 낮다. 

그 이유는 文의 情報흐름에 어긋나기 때문일 것이다. 舊갱보 제공에서 新

껑보로 옮겨가는 것이 }I恨理인데도， 後方照魔적 to 용법은 신정보즐 먼저 제 

시 혹은 보류 후， 구청보를 뒤늦게 제공한 탓으로 청자에게 文의 정보습득에 

어려움을 주는 약정 때문에 정보제공 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 있셨다. 

이제는 代不定詞 to 현상이 文中位에서 드문지 여부플 고찰한다. 이 운제 

를 두고 Quirk et a1. (1985: 12. 64)는 다음과 같이 서솔하고 있다. 

It is rare to find ellipsis of to-infinitive clause types in nonfinal 

position in the sentence. However, it is possible for to to be followed 

by medial ellipsis with a final optional adverbial: 

The committee did not discuss your proposal but it hopes to 6 (next 

month). 

위 서울의 타당성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련예문을 몇개 제시한다. 

(1) a. “She wanted to marry him again, didn’ sher “She wanted to 

6 in one sense, but not in the other." - T. Hardy 

b. 1’ m not getting the support 1 hope to 6 from the employers 

themse1ves. -Lyell 

c. She had meant to sit with him, as he had asked her to 6 that 

morning. -Benson 

d. 1’ve tried to persuade him to retire from his business before he's 

compelled to 6 through bankruptcy, but he won't. -Lyell 

e. . .. going no oftner into the shoar than we were oblig’d to 6 for 

fresh water. -Defoe 

f. 1 don't dance much now, but 1 used to 6 a 10t. 

g. 1 think he should get a job, but you can’ t force him to 6 ;1 
he’s not ready (to). -Swan 

h. 1 want to make a good appearance when 1 do go. 1 suppos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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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have to 6 some day. -Meredith 

i. Police had done what they were able to 6 to scatter the crowd. 

-Withers 

예문 (1)에서 文末이 아닌 위치에서의 代不定詞 to 현상이 드물게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더 구나 Quirk 교수 둥의 주장처 럼 代不足詞 to어1 후속되 

는 副詞(句)는 1I1 펼수적 요소란 주장은 오류이 다. 예 문 (1. a , b, d, e, f) 등의 

副랩(句)와 특히 (1. g , i)의 표현語(句)는 문의 펼수적 요소이어서 그 부사 

(구)가 없는 경우는 문의 의미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유의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代不定調 to와 후속되는 부사(구)사이에는 약간의 休止가 있 

어야 한다. Quirk 교수둥의 주장과는 달라 ， 펼수 부사(구)를 文末位에 두고서 

文中뾰에서의 代不定調 to 현상이 성심치 않게 일어냐는 이유를 고찰한다. 

文中位는 文末位에 비해서 정보량이 적은 文훨素가 점유하는 위치이다. 代不

定詞 to는 주로 動詞句 • 形容詞句내 생 략현상인 바， 영 어 의 無色 • 正常語l順

인 rs---VP-Adv J및 rS-Vt-O-AdvJ의 文構造상 文中位를 정 유하는 문요소는 

VP이다. 이 VP가 관련 • 션행하는 동사구표현과 중복될 경우에는 -文中位

에 정보량 過多의 운요소가 첨유할 수 없으으로- 代不定詞 to로 생략되 기 

마련이고 文末位 정유의 부사(구)는 여전히 남아있개 된다. 

to 부청 사구가 관련 • 선행 하는 동사구표현과 중복될 경 우， 代不定챔 to로 

축약되거나， 아예 to 부정사구 전체가 탈락되는데， 이런 두 構文이 함께 쓰 

이는 경우도 더러 있다. 

(2) a. 1 should advise him not to 6 , sir; 1 should advise him no t. 

-]espersen 

b. Can’ t 1 hear your grave voice saying “Have faith!" Your con

science allowed you to 6 . Well, mine won't allow me. - C. Doyle 

여기서 주목할 점은 두 構文중 代不定詞 to 축약형 이 먼저 나오고 다음차 

례에 to 부청사句 전체 탈락형이 나타나는 사실이다. 이 순서가 뒤바꾸연 

非文이 된다. 예문 (2.b)의 後半文만을 변형의 대상으로 인용한다. 

(2) b'. * ... Your conscience allowed you. Well, mine won’ t allow me 

to 6. 

(2) b" . ?? .. Your conscience allowed you to 6 . Well, mine won' t allow 

me to 6 . 

생 략현상은 복원가능성 (recoverability) 이 큰 생 략표현부터 일어 나는 것이 

다. 그 혈이 아닝 은 그럴 경 우는 청자에게 갱보습득에 큰 어 려움을 주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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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예문 (2 . b')가 非文인 이유를 쉽게 알 것이다. 또 예문(2 . b")처럼 

代不定詞 to 표현의 만복 역 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代不定詞 to 표 

현이 to 부정사句 전체탈락표현보다 정보량이 더 크기 때문에 구태여 많知정 

보를 반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까지 제시한 代不定詞 to 관련 예운을 겁로하연， 代不定詞 to 현상은 

대부분 文末位에서 발생 함을 알 것이다. 이 이유를 구명하기로 한다. 文의 

情報構造의 입 장에 서 보연 文의 정 보는 「舊→新」 정 보의 흐름이 순리 이 다. 

따라서 文末位는 文의 신정보가점유하는위치로， 그신정보가文末篇點(end

focus)을 이 룬다. 文末位에 반복된 정 보 즉 舊정 보가 점 유하게 되 연 文末篇

點이 흐려 지기 마련이다. 이런 이유로 관련 • 선행하는 동사구표현을 반복한 

to-부정사구를 文末位에 위치시키면， 文은 거추장스러워지는 반연， 代不定詞

to 를 위치시키연 정보 중복 • 과다를 막는 동시에 代不定詞 to 直前의 중요 

품사가 新정보 점유위치 에 놓이게 됨으로써， 文末篇點이 돋보이게 되고， 

-to-부정 사구 전체생 략의 경우보다-직전에 위치한 주요품사와 띨접한 연관 

성을 유지시켜주는 또 다른 利點이 있는 것이다. 

이제 본 논문의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代不定詞 to는 원래 관련 • 선(후) 

행하는 동사구 표현의 반복을 회피하기 위 해 서， to-VP의 VP 부분을 생 략 

시켜서， 그 to-부정사를 to로 냥겁으로써 얻은 文法적 수단이다. 즉 代不定

詞 .to는 (to-)부정 사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임을 나타내는 標識역할을 한다. 

代不定詞 to는 부정사句의 모든 문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는 없으며， 바로 직 

전 위치의 주요품사(동사 • 형용사 • (대)명사)의 補部 기능을 할 수 있는 構

文에 한해서 사용되는 것이 특정이다. 代不定詞 to는 관련 • 선행하는 동사 

구표현의 반복을 피 하는 文法적 수단이 되 , 動詞句 내 생 략에 만 작용치 않고 

보다 넓은 문구조의 생 략현상에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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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Pro-Infinitive to in English 

Byung Tae Cho 

This paper deals with the syntactic properties of the so-called pro-infinitive 

to in present-day English frorn the standpoint of catenative verb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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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which have recently been subsumed under English verbs by some 

English grammarians. 

Instead of the clumsy to do $0, the frequent use of to as the pro-infinitive 

to, which has been on the rapid increase especially in colloquialism since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is a cI ear indication that the infinitive 

marker to does not form an inseparable unit with the following verb-phrase. 

In this paper the writer presents fìve pieces of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pro.infiniti ve to belongs to the preceding verb (i.e. the first part of 

the catenative verb) more close!y than to the following de!eted verb.phrase 

and suggests some substantia! revisions in the description of the ellipsis 

in to infin itive cIauses of Quirk et a l. (1989:12.64). 

This paper is an empirical study that aims to verify the necessity for the 

proposition of catenative verbs in contributing to a clear explanation of 

the properties of the pro-infinitive to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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