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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명 관 

1. 서 론 

다음 영어 문장의 두 번째 접속절에서는 밑줄친 요소가 생략될 수 있다. 

(1) a. Tom p1ays tennis and Sal1y 121avs tenni ;i, too. 

b. John donated clothes to the relief organization, but h응피i.d not 

QQn.at응 money .tQ the relief omanization 

(1)에서 발생하는 생략의 특정은 오른쪽 동위접속절에서 문장부사 too t.t not 
등을 제외하고 하나의 성분만을 남기고 앞절과 중복되는 요소를 모두 생략한다 

는 점 이 다， 이 와 같은 유형 의 생 략은 Ross (967)에 의 해 Stripping으로 명 명 되 

었다. 본 논문에서는 오른쪽 절에서 하나의 성분만 남기고 생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1)과 같은 문장들을 단일성분화 구문으로 부르겠다， 

단일성분화 생략은 일반적으로 등위절에서 발생한다. 등위절 이외에 단일성 

분화가 발생하는 또 다른 구문은 다음과 같은 비교구문이다 

(2) a. John listens to music more often than Bill 1istens to music 'P. 

b. More peop1e p1ay soccer than 요--1lli!Y water po10. 

비교구푼의 비교절은 Chomsky (1977, 1982)와 Izvorski (1995)가 논증한 것처 

럼 비교공운용자(comparative empty operator)의 이동이 발생한다. 비교공운용 

자 이동에 의해 생성된 공백은 (2)의 비교절 내에 ￠로 표기되었다. 비교구문에 

서는 비교공운용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일반적 생략이 발생하는데 (2)의 비교절 

에서는 한 성분만을 남기고 다른 모든 절요소들이 생략되어 있다. (2)는 퉁위절 

단일성분화 구문에 상응하는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으로 볼 수 있다 . 

• 본 논문은 1999년도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본 논문의 주요 요지는 ‘한국생성문법학회 월례발표회 '( 1999년 9월 17일)에서 발표되었다 
본 논문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평을 해준 ‘어학연구’의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를 드린 

다 귀중한 논평으로 이 논문의 부족하고 미홉했던 부분이 향상되었음을 밝혀둔다 

5앙당!1iFf究(ISSN 0정4-4474) 第 35卷 第 3 짜 0999. 9), 395-417 395 



396 박 명 관 

본 논문은 다른 유형의 생략구문과 비교하면서 비교절 단일성분화 생략현상 

의 통사적 특성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아래 연구에서 비교절 단일성분 

화 구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제가 논의될 것이다. 첫째， 퉁위절 및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은 두 절이 등위구조의 구조적 평행성 (structural paral lelism)을 

이루는 상태이l서 오른쪽 절에 단일성분화 생략이 적용됨을 보일 것이다. 둘째， 

비교절에서의 구조적 평행성은 비교절의 우향 외치이동(extraposition)에 의해 

역동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일 것이다. 이에 반하여 등위절에서의 구조적 평행성 

은 기저생성된 구조에서 정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일 것이다 셋째 ， 단일성분화 

생략이 적용되기 위하여 외현적 통사층위(Oveπ Syntax)에서 외치이동에 의해 

이루어진， 구조적 평행성을 형성하는 구조는 논리형태 (Logic외 Fonn) 총위에서 

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보일 것이다. 넷째 단일성분화 생략과 대조적으로 

동사구 생략은 외현적 통사 층위에서뿐만 아니라 논리형태 층위에서도 구조적 

평행성을 형성할 필요가 없음을 보일 것이다 다섯째， 외현적 통사층위 및 논리 

형태 층위에서의 구조직 평행성 형성 여부가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을 포항한 

생략구문의 해석적 다양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보일 것이 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된다.2절에서는 등위절 및 비교절 단일 

성분화 생략이 적용되기 위한 구조적 환경과 구조적 환경을 형성하는 통사적 

작용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등위절 단일성분화 비교절 단일성분화， 동사구 

생략 구문에서의 생략 성분(elided constituent)의 해석적 대조성을 관찰 · 분석 

한다. 4절에서는 양화적 비교절과 상위 불투명 동사(opaque verbs)의 상호 영 

역작용(scope interaction)에 의한 구조적 해석을 관찰 · 분석한다. 

2. 구조적 평행성과 외치이동 

2.1 . 단일성분화와 구조적 펌행성 

비교구문에서의 단일성분화의 통사적 특성을 알아보기 전에 일반적 단일성분 

화의 통사적 특성을 먼저 알아보자.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단일성분화는 오른 

쪽 절에 부정어나 문장부사를 제외하고 앞절과 중복되는 요소를 모두 생략하고 

하나의 성분만을 남긴다 

(3) Fred sent a nasty letter to the president, and h응을응따 a bomb tQ 

the oresident, too. 

(4) Al ice talks about baseball with Fred, but Al iι응피~ not 닮샌 about 

p이itics 쁘다뇨 Fr명. 

(3)과 (4)의 두 번째 절에서 잔여요소(remnant)는 문장부사， too t..t not를 제외 

하고 단일한 성분， 즉 명사구 a bomb이나 전치사구 about politics이다.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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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처럼 두 성분이 두 번째 절에서 잔여성분으로 남으연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판정된다. 

(5) John puts a lot of garlic in a meatloaf, but not a lot of pep야r 

(*in a stew). 

단일성분화의 두 번째 통사적 특성은 단일성분화 생략이 둥위접속절(coordi

nate c1auses)에서만 발생한다는 점이다. 

(6) Tom put rum in the punch, and v여ka too. 

(7) Alice gives old c10thes to the Salvation Anny, but not money. 

(8) John put either his records in the c1oset, or his books. 

등위접속사 and, but, or가 형성하는 동위접속절인 경우 단일성분화 생략이 적 

용될 수 있지만，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종속접속절(subordinate c1auses)에서는 

단일성분화 생략이 적용될 수 없다 

(9) a ‘ Peter yawned at the seminar after/because/since Sally, t∞. 

b ‘ That Fred was singing songs suggests that George, too. 

c. *Since Tom gave candy to his girlfriend, not flowers 

단일성분화가 등위접속절에서만 발생하는 것은2 아직도 원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관찰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단일성분화 생략이 동위접속 

절에만 적용되는 것을 단일성분화의 구조적 평행성 조건이라 부르자. 이 조건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이 단일성분화의 구조적 평행성 조건(the Structural Parallelism Condi
tion on Stripping): 

Stripping cannot apply unless the two c1auses concemed are 

parallel, i.e. have coordinate structure. 

단일성분화가 적용되기 위한 구조적 환경의 특이성은 다른 생략 현상과 비교해 

l 옥스포드 언어학 소사전(까le Concise Oxford Dictionary o[ Linguistics, 1997)은 단 
일성분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i ) Stripping: the reduction of a clause to a single unit by which it differs 
from an earlier clause to which it is related by coordination. 

2 단일성분화뿐만 아니라 공백화(Gapping)와 우측 절점 상숭(Right Node Raising) 현 
상도 둥위접속구문에서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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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사구 생략의 경우 다음 

예문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구조적 평행성 조건 (10)을 만족할 필요가 없다. 

(ll ) a. Maη bought a computer, and John d.id [vp ] too. 

b. Mary bought a computer, but John d.idn’t [vp ] 

(12) a. Mary met Bill at Berkeley although Sue d.id [vp ]. 

b. That Fred was singing songs suggests that George was [vp 

too. 

c. Since Tom gave candy to hi s girlfriend, George d.id [vp ] too. 

(1 1) - (1 2)에서처럼 동사구 생략은 등위접속절뿐만 아니라 두 절이 등위접속관 

계가 아닌 종속접속관계인 경우에도 발생한다. 구조적 평행성 조건 (10)은 단일 

성분화 생략과 동사구 생략의 대조적 분포성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뿐만 아니라 두 유형의 생략이 관여하는 구문에서의 해석상의 대조성을 설 

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아래절에서 보일 것이다 

2 .2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조적 평행성 ， 그리고 외치이동 

등위접속절에 상응하는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은 다음과 같다. 비교절 속에 

서 한 성분만을 납기고 다른 모든 문장요소들은 생략되어 있다. 

(13) John listens to folk more often than h웅li화델흐 to jazz 요 

(14) John borrowed more books from the library than Mary borr으쁘영 

φ from the librarv. 

비교절에서 단일성분화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비교절이 둥위절처럼 행동하고 있 

음을 시사한다.3 더욱이 단일성분화가 발생하는 경우 비교절이 문중 위치 

(clause-intem al position)에 올 수 없다는 점은 이 구문에서의 비교절이 등위 

절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3 본 논문은 둥위절 및 비교절 내에서 발생하는 단일성분화 생략의 외부적 조건， 즉 생 
략된 요소의 선행어를 포함하는 절과 생략이 발생하는 절과의 구조적 관계에 대하여 집 

중적으로 논의한다‘ 그러나 단일성분화 생략이 적용되는 내부적 조건， 즉 단일성분화는 
성분 생략<Constituent ellipsi sl에 의해 결과되는가 아니띤 비성분 생략에 의해 결과되는 

가， 성분 생략에 의해 결과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생략되는가， 생략되지 않는 잔 

여 요소는 어떤 통사적 작용을 적용받게 되는가 동의 중요한 문제들은 본 논문에서 논의 
되지 않는다 한편 본 논문은 Chomsky와 Lasnik (993)의 제안을 따라 생략은 음운형태 
CPhonetic Forml 층위에서 선행요소와 동일성 조건 (Identity Condition)을 만족하는 중복 
되는 요소가 삭제 Cdeletionl되어 발생한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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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 ?More people [than cp play water polo] play soccer 

b. ‘ More people [than !L파월 water polo] play soccer 

c. More people play soccer [than ~미.ay water polo] 

(16) a. John gave more books [than he gave ψ to Fred] to Shirley. 

b. ’ John gave more b∞，ks [than b호요쁘호...SJ2... to Fred] to Shirley. 

c. John gave more books to Shirley [than 쁘요쁘응...SJ2... to Fred] 

(15) - (16)에서 문장(a)가 보여주는 것처럼 생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비교절 

이 주절에 내포된 문중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15)- (1 6)의 문장(b)와 

문장(c)의 문법적 대조성은 단일성분화가 발생하는 경우 비교절은 문중 위치에 

올 수 없고 반드시 문장 오른쪽 끝에 나타나야 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사실 

은 단일성분화와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문중에 오는 비교절은 종속절 혹은 내포절로서 구조적 평행성 조건 (0) 
으로 인하여 단일성분화가 발생할 수 없다. 둘째， 비교절이 오른쪽 끝에 나타나 

는 경우 비내포적 (non-embedded) 등위절 구조의 성격을 갖게 되고 이 비교절 

속에서의 단일성분화는 구조적 평행성 조건 (1 0)을 만족하여 합법적인 통사적 

운용이 된다. 두 가지 시사점을 종합하연 비교절은 종속절과 등위절의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단일성분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문중의 비교절은 오른 

쪽 끝에 위치하며 주절과 등위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4 

비교절이 문중 위치에서 문장의 오른쪽 끝으로 자리이동하는 것은 어떤 통사 

적 운용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 본 논문은 비교절은 외치이동 (extraposition) 

에 의해 문중 위치에서 문장의 오른쪽 끝으로 이통한다고 가정한다. 먼저 Abney 

(987), Corver (990) , Kennedy (1 997)를 따라 비교절은 정도어 (degree word) 

-er, more, less, as에 의해 선택되는 부가절로서 생성된다고 가정한다. 

(7) a. John is as tall as Bill is. 

b. John is taller than Bill is 

c. John is less tall than Bill is. 

4 위 각주(2)에서 단일성분화와 마찬가지로 공백화(Gapping)도 구조적 평행성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공백화의 구조적 조건은 (1 5b) 의 다른 형태인 다음 문장 
의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있다， 

( i) ’ More 야ople than <p play polo 마쁘 soccer. 

(i)에서는 (15b)와 달리 비교절이 아닌 주절에서 본동사가 생략되었다 (i)의 문장구조 

를 관찰하면 비교절은 내포절 구조이고 주절은 비내포절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절 

과 비교절은 구조적 평행성을 이루지 못하고 따라서 주절에 공백화가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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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Degp 

Deg ’ 

De심가p 
/\\ 4뇨 

Deg PJP thanl 

-er/ more/less/ as A ’ 

A 

tall 

(18)에서 Deg’의 부가어 (a이unct)로 생성된 비교절은 문장의 오른쪽 끝으로 외 

치이동한다 예를 들어， (15c)는 다음 (19)와 같이 비교절의 외치이동에 의해 도 

출된다 

(19) More people [ 1 play soccer [than water polol. 
l' 외치이통 

외치이동 분석은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의 다음과 같은 통사적 특성을 예상 

한다， 첫째， 외치이동은 다른 이동처 럼 상향이동(raising)으로만 실현될 수 있고 

하향이동Oowering)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외치이동이 상향이동만 가능하다면 

McCawley (1988)가 관찰한 (20)의 중의성을 설명할 수 있다 5 

(2이 The economic situation prevented Bill from contributing more 

money to the relief organization than John. 

(21) a. The economic situation prevented Bill from contributing more 

money to the relief organization than John .contributed φ to the 

relief omanization. 

b. The economic situation prevented Bill from contributing more 

money to the relief organization than .the economic situatlon 

g얻앨따영 John from contributimr φ to the relief omanization 

5 McCawley는 생성의미론 (Generative Semanticsl 의 체계내에서 (2이의 해석적 중의성 
은 양화적 의미를 나타내는 비교절이 심층구조에서 주절로 양화사 이동하느냐 내포절로 
양화사 이동하느냐에 따라 유발된다고 주장하였다 심층구조에서 양화사 이동을 가정한 
McCawley의 설명 방법은 외현적 총위에서 외치이동을 가정한 본문의 설영 방법과 대조 

가 된다 



영어 비교구문에서의 단일성분화 생략과 구조적 평행성 조건 401 

(2이은 (2 1a)와 (2 1b )로 해석될 수 있다. (21a) 해석은 내포절 속의 목적어 more 

money와 자매관계로 생성된 비교절이 내포절의 오른쪽 끝으로 외치이동하는 

경우 내포절과 비교절이 등위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 구조에서 밑줄 친 요소가 

단일성분화로 생략되었을 때 발생하는 해석이다. 이와 비교하여 (21b) 해석은 

비교절이 상향이동하여 주절의 오른쪽에 부가(adjunction)된 후 단일성분화 생 

략이 적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해석이다. 

그러나 다음 (22)와 같은 문장은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비중의적으로 해 

석된다. 다시 말해 (22)는 (23a)의 해석은 불가능하고 (23b)의 해석만이 가능하다. 

(22) The teacher urged more students to donate blood to the Red 

Cross than clothes. 

(23) a. #The teacher urged more students to donate blood to the Red 

Cross than 요피따따밟 clothes to the Red Cross 

b. The teacher urged more students to donate blood to the Red 

Cross than he 따'1!ed ø to donate c10thes to the Red Cross 

(22)가 (23a)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주절의 목적어 more students와 자매관계로 

생성된 비교절이 내포절의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외치이 

동은 하향이동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22)는 (23b)로는 해석될 수 있 

다. (23b) 해석은 비교절이 주절의 오른쪽 끝으로 상향 외치이동한 후 구조적 

평행성 조건 (1 0)이 만족된 상태에서 단일성분화 생략이 적용되었을 때 발생하 

는 해석이다. 

둘째， 비교절의 외치이동은 일반적 외치이동이 준수하여야 하는 Ross (967) 

의 오른쪽 지 붕 제 약CRight Roof Constraint)을 준수한다 오른쪽 지 붕 제 약에 

의하면 외치이동되는 요소는 자신을 포함하는 시제절 밖으로 외치이동될 수 없 

다‘6 이 조건을 기억하면서 Pinkham (1982)이 관찰한 다음 예문을 보자7 

(24) She said that she was hungry more times [than you .said that she 

was humrrv φ .J 

(25) • John thinks that they stole more money from the store [than Bill 

6 오른쪽 지붕 제약은 아직도 원리적으로 설명되지 못하고 관찰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 
다. 한편 Sohn (998)은 오른쪽 지붕 제약에 대한 비통사적， 언어정보처 ~Oanguage 
processing )적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7 Pinkham은 비교절 생략 현상을 성명하기 위하여 비교절에만 적용되는 비교 생략 규 
칙 (Comparative Ellipsis rules)과 이 규칙이 준수하여야 하는 제약들(constraints)올 제안 
하였다 예를 들어 (24)과 (25)의 대조적 문법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Pi마<ham은 비교절 

동사 생략은 비교절 공백을 직접 관할(immediate domination)하는 절에서만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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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s thev stole (þ from the storel 

(24)과 (25)의 비교절에서 단일성분화가 발생하기 위하여 구조적 평 행성 조건 

(10)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비교절이 외치이동하여 만족될 수 있는데 

(24 )에서는 주절을 수식하는 부사 more times 9.}- 자매관계로 생성된 비교절이 

주절의 오른쪽 끝으로 이동하여 주절과 구조적 평 행성 관계를 형성한다. 이 외 

치이동은 주절에서 주절로의 이 동이므로 오른쪽 지붕 제약을 위반하지 않는다 

(24)와 비교하여 (25)에서는 생략되는 요소가 비교절의 밑줄친 요소라연 비교절 

전체는 내포절의 목적 어 more money의 자매위치에서 주절의 오른쪽 끝으로 

외치 이동하여 주절과 구조적 평행성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 

은 비교절의 외치 이동은 오른쪽 지뭉 제약을 위반하여 문법적인 도출이 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외치이동 분석은 다음과 같은 해석 적 대조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 

(26) • Joe believes more women have applied for the job [than Peter 

believes (þ have aoolied for the iob 1 

(27) ?Joe believes more women to have applied for the job [than Peter 

believes (þ to have aoolied for the iobl 

(26)에서 비교절은 내포절의 주어 more women과 자매관계에서 생성된 후 주 

절의 오른쪽 끝으로 외치 이동되어 밑줄친 요소가 단일성분화 생략이 이루어지 

는 구조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출은 비교절이 내포 시제절을 넘어 이동하여 

야 하므로 오른쪽 지붕 제약을 위반하게 된다. (26)과 마찬가지로 (27)에서도 

비교절은 내포절의 주어 more women과 자매관계에서 생성된 다음 주절의 오 

른쪽 끝으로 외치 이동된 후 밑줄친 요소가 단일성분화 생략을 겪게되는 구조이 

다. (27)에서 비교절의 외치이동이 가능한 것은 비교절과 자매관계로 생성된 

more women이 내포절의 주어로 생성되지만 소위 예외적 격표시 (Exceptional 

Case Marking)되는 요소로서 주절로 인상(raising)되었기 때문이다(Lasnik and 

Sai to 1991). 결국 (26)과 (27)의 해석적 대조성은 외치이동이 만족하여야 하는 

오른쪽 지붕 제약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3. 외현적 층위에서의 외치이동과 구조적 평행성 

윗절에서 비교절의 단일성분화 생략이 적용되기 위하여 만족하여야 하는 구 

조적 평행성은 비교절의 외치이동에 의해 형성됨을 보았다.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에 대한 외치이동 분석은 외치이동되는 요소는 하향이동될 수 없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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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지웅 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통사적 특성을 고려하연서 이 구문에서 

가능한 구조적 해석들을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았다. 예를 들어 다음 (28)로 

재인용한 (2이은 외치이동의 영역 (scope)에 따라 (29a)와 (29b)로 해석될 수 있 

음을 보았다. 

(28) The econom.ic situation prevented BiIl from contributing more 

money to the relief organization than John 

(29) a. The econom.ic situation prevented Bill from contributing more 

money to the reJief organization than John .(;ontributed (f) to the 

relief onlanization 

b. The econom.ic situation prevented Bill from contributing more 

money to the relief organization than the econom.ic situation 

Q댄뾰따영 John from contributiml rp to the relief omanization 

(29a)해석은 more money와 자매관계로 생성된 비교절이 외치이동하여 주절의 

보충어절에 부가된 다음 구조적 평행성 조건을 만족하고 밑줄친 요소가 단일성 

분화 생략을 겪는 경우 발생한다 이와 비교하여 (29b)해석은 more money9} 

자매관계로 생성된 비교절이 비시제 보충어절 밖으로 외치이동하여 주절에 부 

가된 다음 평행성 조건을 만족하고 밑줄친 요소가 단일성분화 생략을 겪는 경 

우 발생한다 

(28)의 설명과 동일한 방식으로 (30)의 해석상의 중의성을 설명할 수 있다 

(3이 John wants to donate more blood to the Red Cross than Bill 

(31) a. John wants to donate more blood to the Red Cross than Bi l1 

wants to donate (f) to the Red Cross. 

b. John wants to donate more blood to the Red Cross than Bill 

donates/donated (f) to the Red Cross 

문장 (30)은 (31a)해석과 (31b)해석이 가능하다 생략된 요소가 주절동사와 종 

속절동사를 포함하는 (31a)해석은 내포절 속의 목적어 more blood와 자매관계 

로 생성된 비교절이 상향이동하여 주절의 오른쪽 끝에 부가된 후 단일성분화가 

적용되었을 때 발생하는 해석이다. 이와 비교하여 생략된 요소가 종속절의 동 

사만 포함하는 (31b)해석은 비교절이 주절의 보충어절 오른쪽 끝에 외치하는 

경우 내포절과 비교절이 등위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 구조에서 밑줄친 요소가 

단일성분화로 생략되었을 때 가능하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3이이 (31b)로 해석되는 경우 생략이 일어나는 도출지 

점 (point of derivation)에서 비교절은 시제절이지만 비교절과 구조적 평행성 관 

계를 이루는 주절의 상응하는 요소는 to donate more blood to the Red 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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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비시제절이다. 동사의 굴절 요소가 다르다면 단일성분화가 적용될 수 있 

는가? 송정윤(1999)이 관찰한 다음 예문들은 동위절에서 굴절 요소가 서로 다 

른 경우 단일성분화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2) John liked music, but not nowadays he likes music. 

(33) John and Mary go to London, but not Harry goes to London 

(32)와 (33)에서 왼쪽 둥위접속절과 오른쪽 동위접속절의 동사의 굴절 요소가 

서로 다르지만 문법적인 등위절 단일성분화 구문을 도출한다. 같은 맥락에서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도 (30)이 (31b)로 해석되는 경우 비교절과 주절동사의 

시제가 서로 다름에도 문법적인 문장을 도출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하나 제기되는 질문은 (30)이 (31b)로 해석되는 경우 구조적 평행성 조건 

을 준수하는가의 문제이다 해석 (31b)가 단일성분화 생략이 적용되기 이전의 

구조라고 한다면 비교절 내에서 단일성분화는 비내포절에서 발생하고 이 비내 

포절과 등위관계를 이루는 절은 to donate more blood to the Red Cross로서 
주절의 비시제 보충어절이다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퉁위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단일성분화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이다 

(34) John wanted to donate blood to the Red Cross, and Sam __ 

too. 

(35) a. John wanted to donate blood to the Red Cross and Sam 쁘a따얼 

to donate blood the Red Cross., too. 

b. #John wanted to donate blood to the Red Cross and Sam 

donates/donated blood to the Red Cros~， too. 

동위절 단일성분화 구문 (34)는 주절과 내포절 동사를 포함하는 (35a)로 해석 

될 수 있지만 내포절의 동사만을 포함하는 (35b)로 해석될 수 없다. 

비교절 단일성분화와 동위절 단일성분화의 생략성분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를 

설명하기 전에 다음의 동사구 생략 구문의 상황을 보자. 

(36) John wanted to donate blood to the Red Cross, and Sam did 

(too). 

(37) a. John wanted to donate blood to the Red Cross, and Sam did 

want to donate hlood to the Red Cross (too) 

b. John wanted to donate blood to the Red Cross, and Sam did 

donate blood to the Red Cross (too) 

동사구 생략 구문 (36)은 주절과 내포절 동사를 포함하는 (37a)로 해석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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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뿐만 아니라 내포절 동사만을 포함하는 (37b)로 해석될 수 있다. 요약하 

연 주절과 내포절 비굴절 동사가 생략될 수 있는 상황에서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과 동사구 생략 구문은 중의적으로 해석되지만 등위절 단일성분화는 비중 

의적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해석상의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이 문 

제에 대한 답을 찾는데 위 절에 기술한 외치이동과 구조적 평행성 조건이 중요 

한 역할을 함을 보일 것이다 

먼저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과 퉁위절 단일성분화 구문의 해석상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이 두 구문의 차이는 외치이동의 유무에서 찾을 수 있 

다， 다시 말해 둥위절 단일성분화 구문에서는 등위절이 외치이동할 수 없는데 

반하여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에서는 비교절이 외치이동할 수 있다. 외치이동 

의 유무는 구조적 평행성 조건을 역동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를 결정한다 퉁위절 단일성분화 구문 (34)는 (38)로 재인용되어 있다. 

(38) John wanted to donate blood to the Red Cross, and Sam __ 

too. 

위에서 관찰한 것처럼 단일성분화가 발생하기 위하여 구조적 평행성 조건이 반 

드시 만족되어야 한다. 이 조건에 따르면 (38)이 생략된 요소가 내포절 동사만 

포함하는 (35b)로 해석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왼쪽 내포절과 오른쪽 절은 둥위 

관계， 즉 구조적 평행성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39) • John wanted [[to donate blood to the Red Cross] and [Sam 
__ too] J. 

그러나 (39)는 둥위 보충어 접속절과 상위동사 사이에 적절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상위동사 ωα1ted는 사각 괄호한 왼쪽 비시제 동위접속절과는 적 

절한 동사-보충어절 관계를 이룰 수 있지만 오른쪽 시제절과는 적절한 동사

보충어절 관계를 이룰 수 없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오른쪽 시제절이 보문소 

(Complementizer)에 의해 도입되는 환경에서 발생하면 어떠한가? 

(4이 * John wanted [[to donate blood to the Red CrossJ and that [Sam 

∞]] 

그러나 (4이과 같은 문장은 단일성분화는 근절(root clauses)에서만 발생한다는 

조건에 의해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판정된다. 다시 말해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단일성분화는 둥위접속사에 의해 직접 관할Ommediate dOITÚnation)되는 절에서 

만 발생하는 근현상(root phenomenon)의 일종이다. 

(41) • John knew that Mary went to the store but John didn’t know 

that Susan went to the ston;:,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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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That Fred was singing suggests that George yf..as simúng, t∞. 

단일성분화가 오른쪽 접속절의 근절에서만 발생한다는 점에서 (40)의 비문볍성 

도 동일한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다 

위에서 관찰한 것처럼 퉁위절 단일성분화 구문과 달리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 

문은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비 교절 단일성분화 구문 (30)은 다음에 (43)으로 재 

인용되었다. 

(43) John wants to donate more blood to the Red Cross than Bill 

(43)이 중의적으로 해석된다는 사실은 비교절이 more blood9t 자매관계로 생 
성되었다가 내포절이나 주절의 오른쪽 끝으로 외치이동하여 각각의 절과 구조 

적 평행성을 이룰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위절 단일성분화 구문과 비교하여 여 

기서 주목할 구조는 다음에서처럼 비교절이 내포절에 외치된 구조이다 

(44) John wants [[to donate more blood to the Red Cross] [than [BiII 

-----.1]] 

위에서 관찰한 것처럼 (44)에서 비교절 접속사 thm 대신에 둥위절 접속사 and 

이면 비문법적인 문장을 도출함을 보았다.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는가? 이 

차이는 근본적으로 등위접속 구조가 기저생성 (base-generation )되었는가 아니 

면 도출 구조(derived structure)로서 발생하였는가의 차이 에 기인한다. 다시 말 

해 등위절은 기저에서 등위접속이 되면 상위요소와의 적절한 내포관계， 즉 외 

부통사(extemal syntax)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위에서 관찰한 것처럼 상위 

동사에 의하여 내포되는 동위절을 구성하는 각각의 접속절(conjunct)은 적절한 

통사-보충어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퉁위접속절과 달리 비교절은 기저생성에 

서 부가어로 생성된다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에서 단일성분화 생략이 적용되 

기 이 전에 외치에 의해 형성된 동위 관계는 순수한 둥위 관계 (pure coor 

dination)가 아닌 도출 퉁위 관계 (derived coordination)이다 8 이 도출 등위 관 

계로 형성된 등위접속절은 순수한 등위 관계에서 형성된 동위접속절과 달리 상 

위요소와 선택 관계 (selectional relation)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비시제 

내포절에 부가된 비교절은 도출 퉁위 관계에서 비시제 내포절과 구조적 평행성 

을 만족하게 되고 이 구조에서 단일성분화 생략이 비교절에 적용될 수 있다. 

다음으로 동사구생략 구문도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과 같이 중의적으로 해 

석된다. 동사구 생략 구문 (36)은 다음 (45)로 재인용한다 

8 순수 둥위 관계와 도출 동위 관제의 구분이 문뱀 설명에서 펼요하다연 외치현상을 
기저생성에 의해 설명하는 Rochemont and Culicover 099이의 분석보다 이동에 의해 설 
명하는 BaJ tin (978)과 Johnson (1985)의 분석 이 더 설득력있는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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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ohn wanted to donate blo여 to the Red Cross, and Sam did 
__ (t∞) 

(45)의 오른쪽 접속절에서의 생략 동사구는 왼쪽 접속절의 내포 동사구로 해석 

되거나 내포 동사구를 포함하는 주절 동사구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특성은 위 

애서 관찰한 것처럼 동사구 생략은 구조적 평행성을 만족할 필요가 없기 때문 

이다. 구조적 평행성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는 단일성분화와 달리 동사구 생략 

의 경우 구조적 평행성을 형성할 펼요가 없다는 것은 생략이 일어나는 절과 생 

략 성분의 선행 동사구(antecedent VP)를 포함하는 절은 둥위 관계를 이룰 필 

요없이 생략 동사구는 화맥에 나타나는 어떤 동사구든지 선행 동사구로 복구하 

여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음 절로 넘어가기 전에 (46)과 같은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을 보자. 

(46) More people want to donate blood to the Red Cross than __ 

money ’ 

(46)은 위에서 논의한 예문 (30)과 유사하지만 비교절과 자매관계로 생성되는 

요소 more people이 주절 주어로 나타냐 있다. (46)은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3이과 달리 비중의적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46)은 (47a)로 해석될 수 있지 

만 (47b)로 해석될 수 없다 

(47) a. More people want to donate blood to the Red Cross than 요 

want to donatf money .to the Red Cross. 

b. #More people want to donate blood to the Red Cross than 요 

donate/donated money .to the Red Cross. 

(46) 이 (47b)로 해석될 수 없는 사실은 생략 성분을 결정하는데 비교절 외치이 

동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46)에서 비교절은 주절 주어와 자매관계로 

생성되고 오직 주절의 오른쪽 끝으로만 외치에 의한 부가가 가능하다， 반면에 

(47b)해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교절이 주절의 비시제 보충어절으로 외 

치이동하여야 하지만 이 이동은 하향이동임으로 허용될 수 없다. 

요약하면 비교절 외치이동은 비교절 내에서의 단일성분화 생략이 발생하기 

위한 구조적 평행성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관찰 • 분석하였다.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은 비교절 외치이동의 영역에 따라 생략성분이 다양하게 해석 

됩을 보았다‘ 이에 반하여 기저에서 생성된 둥위접속절은 등위 접속 제약 

(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으로 인해 외치이동할 수 없고9 따라서 둥위 

9 Ross (1967)의 동위 접속 제약은 다음과 같다 

(i) The C∞rdinate Structure Con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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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절 내 단일성분화의 생략 성분이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보다 덜 자유스럽 

게 해석됨을 관찰 · 분석하였다. 또한 구조적 평행성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동 

사구 생략 구문은 외치이동이 관여하지 않아도 생략 동사구는 자유스럽게 자신 

의 선행 동사구를 복원하여 해석될 수 있음을 보았다， 

4. 비외현적 층위에서의 구조적 평행성 

Russell (905)은 비 교급 구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홍미 있는 관찰을 하고 

있다 

1 have heard of a touchy owner of a yacht to whom a guest, on first 
seeing it, remarked, “1 thought your yacht was larger than it is"; and 
the owner replied, “ No, my yacht is not larger than it is." What the 
guest meant was, “ The size that 1 thought your yacht was is greater 
than the size your yacht is"; the meaning attributed to lùm is, “I 
thought the size of your yacht was greater than the size of your yacht. " 

Russell의 비 교급 구문에 대 한 관찰의 골자는 다음 (48)과 같은 문장이 중의 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48) 1 thought that your yacht was Iarger than it is 

문장 (48)이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은 비교절의 비가시적 수량어가 상 

위의 불투명동사(opaque verb) thought와 영역작용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보다 자세히 말하면 (48)은 영역 작용에 따라 다음 두 해석이 가능하다. 

(49) a. Your boat has a certain size x; 1 thought that its size was 

greater than x. 

b. 1 thought that the size of your boat was greater than its size is 

(49a)에서는 비교절 속의 수량아가 불투명 동사에 대하여 광역을 갖는 해석이 

고， (49b)에서는 그 반대이다. RusselJ 이 비교급 구문에 대하여 관찰한 중의적 

해석은 다음 문장 (50)이나 (51)이 갖는 중의적 해석을 연상시킨다. 

(50) Max thinks that someone sneezed. 

(51) Nancy wants to marry Q Nonnegian 

In a c∞rdinate structure, neither conj unct nor any element contain어 tn a 
conjunct is moved out of that conjun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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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과 (51)에서 부정대명사Cinde떠te pronoun), someoneo] 나 부정명사Cindefi띠te 

noun) , a NOllJJegian이 불투명동사에 대하여 광역을 갖느냐 혹은 협역을 갖느 

냐에 따라 특정성 (specificity) 해석이나 불특정성 해석을 갖게 되어 (50)과 (51) 

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교구문과 (50) - (51) 구문의 해석 

적 동일성은 비교절 속의 수량어가 부정(대)명사와 같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구문 (48)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할 점은 Reinhart (1975)가 관창한 것처럼 

비교절 속에서 한 성분을 남기고 다른 모든 성분을 생략하는 단일성분화 구문 

의 경우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비중의적으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다음 문장 

(52)는 문장 (48)의 비교절의 동사 15가 생략되고 한 성분 itse땐f이 남아 있다. 

(52) I thought that your yacht was larger than itself 

문장 (52)는 비교절 속의 비가시적 수량어가 불투명 동사에 대하여 광역을 갖 

는 해석은 불가능하고 그 반대의 해석만이 가능하다.4절에서의 첫 번째 목적 

은 (52)와 같은 단일성분화 생략구문에서 해석적 중의성이 사라지는 것을 원리 

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비교급 구문과 관련하여 관찰적인 연에서 보다 복잡한 사실은 생략이 발생하 

면 반드시 중의적 해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McCawley (988)가 

관찰한 것처럼 단일성분화 구문의 경우 비중의적으로 해석되지만， 동사구 생략 

구문의 경우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음 문장을 보자. 

(53) It says in the Times that President Reagan sent more Christmas 

cards to Republican supporters than 

a. you sent Chanukah cards to your friends . 

b. you sent to your friends . 

c. you did [ 1 
d. you [ J. 

(중의적) 

(중의적) 

(중의적) 

(비중의적) 

(53a)는 비교절 속에서 수량어만이 공백어로 나타나는 소비교(subcomparative) 

구문이고， (53b)는 수량어와 수량어가 수식하는 어구가 공백으로 나타나는 일 

반비교구문이다. 생략이 적용되어 있지 않은 이 두 구문은 Russell의 문장 (48) 

처럼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비교절 속에서 동사구 생략이 적용된 (53c)도 중의 

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단일성분화 구문 (53d)는 비교절 속의 비가시적 수량 

어가 상위의 불투명 동사 say어1 대하여 협역을 갖는 해석만이 가능하다.4절에 

서의 두 번째 목적은 비교절에서 동사구 생략이 발생하는 경우 중의적으로 해 

석되지만 단일성분화가 발생하는 경우 비중의적으로 해석됨을 주옥하면서 이 

두 구문의 해석적 대조성이 어떤 통사적 요인에 기인하는지를 밝히는 데 있다.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과 비생략구문 그리고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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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생략 구문의 해석적 대조성은 2절과 3절의 논의에 바탕을 두고 전개될 것 

이다. 윗절에서 비교절 단일성분화 생략은 구조적 평행성 조건 (1 0)을 만족하고 

비교구문에서의 구조적 평행성은 외현적 통사 층위에서 비교절의 외치이동에 

의해 형성됨을 보았다 4절에서는 단일성분화 생략이 적용되기 위하여 형성된 

구조적 평행성은 양화해석이 이루어지는 논리형태 층위에서 그대로 유지됨을 

보일 것이다. 

비교절의 수량 해석은 비교절에서 발생하는 공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Bresnan (1973: 75)이 관찰한 것처럼 비교절 속에는 수량어나 수량어를 포함하 

는 요소가 반드시 공백 혹은 공범주로 나타나야 한다. 다음 예문에서 공백은 

￠로 표시되어 있다. 

(54) John has more books than [Bill has magazines rp 1 

(55) John has more books than [Bill has ψ 1 

비교절 공백의 실체에 대하여 1970년대 많은 논란이 있었다. Bresnan은 생략에 

의 해 발생 한다고 주장한 반면 Chomsky 0977, 1982)는 비 교 공운용소 이 동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은 (54)에서는 Izvorski (1 995)의 제안을 

따라 수량사에 상웅하는 요소기 공운용소로 이동하여 공백이 발생하고 (55)에 

서는 Chomsky (1977: 82)의 분석을 따라 수량사를 포함하는 요소가 공운용소 

로 이동하여 공백이 발생한다고 본다. 공운용소 이동분석에 따라 (54)와 (55)를 

더 자세히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56) John has more books than [OPi [Bill has magazines tJJ. 

(57) John has more books than [OPi [Bill has tJl 

공운용소 이동 분석을 지지하는 중요한 증거 하나는 공운용소에 대웅하는 가시 

적 운용소가 다음에서처럼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10 

(58) John has more books than [NP whati [Bi ll has magazines t;]]. 

(59) John has more books than [NP whati [Bill has t;]] 

다시 말해 비교절은 소위 자유 관계절(free relative c1auses)의 형성 방법과 유 

사하게 표층구조를 도출한다. 

본 논문은 (48), (52) 그리고 (53)에서 나타나는 불투명 동사와 비교절 수량 

사의 상호 영역 작용은 보다 구체적으로 불투명 동사와 비교 공운용소 (Op)의 

10 비교절이 비교 공운용소 이동에 의하여 형성됨을 보이는 추가적인 중거들은 Chomsky 
(]97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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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작용으로 본다. 다시 말해 (48)에서 비교절은 자신의 자리에서 양화 해석되 

거나 혹은 양화사 인상(Quantifier Raising)되어 주절에 부가하여 양화 해석된 

다 이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48)의 논리형태 구조는 다음과 같다 11 

(6이 a. 1 thought that your yacht was larger than [Ûpj [it is tJJ. 
b. [[Op; [i t is tJ] j [I thought that your yacht was larger than tj]].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비교절의 수량사와 불투명 동사의 영역 작용은 다음과 

같은 부정명사와 불투명 동사의 영역 작용과 비교될 수 있다 

(61) Nancy wants to marry a Norwegian 

(62) a. Nancy wants to marry a Norwegian. 

b. [a Norwegiani [Nancy wants to marrγ tJl 

(61)의 부정 명사의 양화사 인상 여부에 따라 (62a)나 (62b)의 논리 형 태 구조가 

가능하다. 부정명사의 양화 해석에 대한 양화사 인상 분석은 다음과 같이 부정 

양화사가 섬제약 조건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지지될 수 있다. 

(63) a. Many emp!oyees didn’t think that [showing any of the papers 

to an executive] would damage Mary. 

b. ]ohn didn’ t thi따< that [any professor who had review a book 

about linguistics] could be the proponent of this theory. 

Beghelli (1995: 125) 

(63a)의 내포 주어절 속의 부정영사 an executwe나 (63b)의 복합 명사구 속의 

부정명사 a book about linguistics는 상위 불투명 동사에 대하여 협역 해석은 

가질 수 있지만 광역 해석은 가질 수 없다 이는 Beghelli (1 995)가 지적한 것 

처럼 부정명사에 대한 양화이동 분석이 올바른 분석임을 시사한다. 

이제 (52), 그리고 (53)로 돌아가 비교절에서 단일성분화가 발생하는 경우 중 

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음을 설명하도록 하자 특히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은 

비교절 속의 수량사가 상위절의 불투명 동사에 대하여 광역 해석을 가질 수 없 

고 항상 협역 해석만을 가지게 됨을 관찰하였다. 이와 같은 관찰은 구조적 해 

11 (60b)의 구조에서 주목할 점은 비교절에서 양화사 인상되는 요소를 비교 공운용소 
Ccomparative empty operator)에 한정하지 않고 비교 공운용소와 그 운용소를 뒤따르는 

IP가 양화사 인상된다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가정은 비교절이 위에서 관찰한 것처럼 자 
유 관계절과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올 고려한 것이다 자유 관계절에서 이동은 

w!rJt, wmteuer 둥에 한정될 수 없고 반드시 자유 관계절 전체가 이동하여야 한다 자유 
관계절 구조에 관해서는 Bresnan and Grimshaw (978)와 Groos and van Riemsdijk 
(981 )을 참조 또한 자유 관계절의 양화 의미에 관해서는 ]acobson (995)을 참조 



412 >l~ 며 과 o -e 

석이 논리형태 구조에서 결정된다고 가정할 때 (52)는 (64a)와 같은 논리형태 

구조를 가질 수 있지만 (64b)와 같은 논리형태 구조를 가질 수 없다. 

(64) a. 1 thought that your yacht was larger than [Op; [ itself 파JJJ. 

b. [[OPi [ itself 팍lJ]j [1 thought that your yacht was larger than 

tj]] 

왜 (64b)는 (52)의 논리형태 구조로서 불가능한가? 다시 말해 비생략구문에서 

비교 공운용소를 포함하는 비교절의 양화사 이동은 가능하지만 왜 비교 단일성 

분화 구문에서는 그에 상용하는 이동이 불가능한가? 이 불가능성은 단일성분화 

구문이 외현적 구조에서 만족하여야 하는 구조적 평행성 조건 (10)과 관련되어 

있다， 단일성분화 생략이 발생하기 위하여 두 절은 반드시 등위접속 구조로 평 

행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이 유지된 평행성 조건은 외현적 층위에서뿐만 아니라 

논리형태 층위에서도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64b)에서 비교절의 양화이동은 Ross (1967)의 등위구조 제약(C∞rdinate Struc

ture Constraint)을 위반한다 비교절 성분단일화 구문에서 외치이동되는 비교 

절이 동위절과 같은 구조를 형성하게 되면 이 비교절은 혹은 비교절 속의 어떤 

요소도 등위구조 제약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동될 수 없다 

그러나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과 달리 구조적 평행성 조건(10)을 만족할 필 

요가 없는 비 교절 동사구 생 략 구문은 비 교절의 양화사 이 동이 자유롭게 가능 

하다， 다시 말해 (53c)는 다음과 같이 비교절의 양화사 이동 여부에 따라 두 가 

지 논리 형 태 구조가 가능하다. 

(65) a. It says in the Times that President Reagan sent more Christmas 

cards to Republican supporters than [[Op; you did [Vp send t; to 

Reoublican suooorters]]] 

b. [[[Op; you did [Vp send t; to ReDublican SUDoorteri1]] [it says in 

the Times that President Reagan sent more Christmas cards to 

Republican supporters than tJ. 

주목할 점은 (53c)도 비교 단일성분화 구문 (53d)처럼 외현적 구조에서 비교절 

의 외치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3c)에서 외치이동은 구조적 평 

행성 조건 (10)을 만족하기 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다음에서 보 

는 것처럼 비교절 동사구 생략 구문 (53c)에서는 외치이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연 정문이지만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 (53d)에서는 외치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다면 비문이다 

(66) a. It says in the Times that President Reagan sent more Christmas 

cards [than you did [ ]] to Republican supporters. ( 비 교절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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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생략 구문) 

b. *It says in the Times that President Reagan sent more 

Christmas cards [than you [ ]] to Republican suppαters . (비교 

절 단일성분화 구문)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에서의 외치이동은 구조적 평행성을 형성하기 위한 강 

제된(forced) 이동으로 볼 수 있고 비교절 동사구 생략 구문에서의 외치이동은 

우연한(accidenta]) 이동으로 볼 수 있다 후자의 이동은 구조적 평행성을 형성 

하기 위한 목적과 무관하게 이통한 것으로 그에 따른 구조가 등위구조를 형성 

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연 (65b)의 비교절 이동은 비생략구문 

에서의 비교절 이동과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을 위반하지 않고 허가된다. 

결국， 비교구문에서 비생략 구문과 단일성분화 구문， 동사구 생략 구문과 단 

일성분화 구문의 해석적 대조성은 단일성분화 구문이 외현적 구조에서 준수하 

여야 하는 구조적 평행성 조건에 기인한다. 외현적 충위에 외치이동에 의해 주 

절과 등위접속 구조를 형성한 비교절은 등위구조 제약으로 인하여 비외현적 층 

위에서 양화 이동될 수 없고 따라서 상위 불투명 동사에 대하여 협역 해석만을 

갖게 된다. 

5. 요약 및 결론 

본 논문은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을 중심으로 외현적 층위에서 이 구문의 

통사구조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해석의 가능성을 고찰 · 분석하였다 

특히 단일성분화가 적용되기 위하여 등위구조의 구조적 평행성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함을 주목하면서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에서는 비교절의 외치이동이 구 

조적 평행성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또한 외 

치이동의 영역에 따라 비교절 단일성분화 생략 성분의 해석상의 차이를 유발함 

을 관찰 · 분석하였다，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과 비교하여 외치이동이 관여할 

수 없는 등위절 단일성분화 구문에서는 기저에서 생성된 등위구조가 단일성분 

화 생략 환경을 결정하고 동사구 생략 구문에서는 생략을 발생하기 위하여 구 

조적 평행성 조건을 만족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생략 동사구의 선행 동사구 

결정이 화맥에서 자유스럽게 이루어짐을 보았다. 위에서 논의한 세 구문의 외 

현적 층위에서의 통사적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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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외현적 구조 

룹앓혈f 동위절 단일성분화 동사구 생략 비교절 단일성분화 

둥위절 혹은 비교절의 적용되지 않음 
무관함 

적용됩 
외치이동 (정적 구조) (역동적 구조) 

구조적 평행성 조건 준수합 준수하지 않음 준수함 

생략성분 해석 가능성 비중의적 중의적 중의적 

비외현적 층위에서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은 외현적 층위에서 형성된 구조 

적 평행성이 그대로 유지됨을 보았다. 따라서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에서는 

비교절 수량어와 상위에 영역 해석에 민감한 요소(scope-sensitive elements)9} 

의 영역작용이 가능한 환경에서 단일성분화가 발생한 비교절의 양화 이동은 일 

어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비교절이 주절과 구조적 평행성 관계를 형성할 필 

요가 없는 비생략 구문이나 동사구 생략 구문에서는 비교절의 양화 이동이 발 

생할 수 있다. 세 구문의 비외현적 층위에서의 통사적 특성 및 해석적 가능성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8) 비외현적 구조 

통 、사‘~작‘-“용~과‘ 효과 「-~7- τ D~r T~ 。T1」3 비생략 구문 동사구 생략 비교절 단일성분화 

비교절 양화사 이동 적용됨 적용됨 적용되지 않음 

구조적 평행성 조건 준수하지 않음 준수하지 않음 준수합 

비교절 양화사 영역 해석 중의적 중의적 비중의적 

생략 구문의 외현적 층위와 비외현적 충위에서의 통사구조 및 구조적 해석 

가능성에 대한 본 논문의 논의가 옳다연 외현적 층위에서의 통사작용의 중요성 

이 부각된다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의 경우 외치 이동은 외현적 층위에서 구 

조적 평행성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외현적 총위 

에서 형성된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의 구조적 평행성은 비외현적 총위에서 그 

대로 유지된다. 결국 비교절 단일성분화 구문은 외현적 층위에서 외치이동에 

의해 형성된 평행성 구조가 Chomsky와 Lasnik (1 993)이 가정하였던 음운 형 

태부(Phonetic Form)의 생략 작용에 그대로 입력되고 또한 논리 형태부에서 

양화사 해석을 위한 양화사 이동이 적용되는 입력 구조로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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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ative Stripping and Structural Parallelism 
in the English Comparative Construction 

Myung-Kwan Park 

Comparative Stripping (CS) is to delete 외1 of a comparative c1ause except 

for one constituent that contrasts with a counterpart in the preceding main 

미ause. The deletion operation is subject to the structuraJ paraJ lelism condi

tion , which requires that comparative and main c1auses be paraJ lel , i.e., have 

coordinate-lik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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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examines and investigates the overt and the covert 

representation of the CS construction, which meets the paralleIism condition 

ln particular, it demonstrates that structural parallelism for CS is created 

dynamically by overt extraposition of a comparative c1ause. The scope of 

extraposition engenders ambiguous or non-ambiguous structural interpreta

tions of elided constituents that result from CS. Incidentally, CS , Coordinate 

Stripping and VP Ellipsis are distinguished in overt syntax by structural 

parallelism and the operation of extraposition 

The paper 머so shows that structural paralleIism holds in covert syntax 

for a main and a comparative clause involving CS. Since a comparative 

c1ause has overtly formed parallel structure with a main clause, only the 

former cannot undergo a further covert movement like quantifier raising 

owing to the 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 This is why the CS 

construction does not pattem in quantificational interpretation with other 

comparative constructions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펼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 

전자우편 myungkwan@hanimail.com 


	영어 비교구문에서의 단일성분화 생략과 구조적 평행성 조건
	1. 서론
	2. 구조적 평행성과 외치이동
	3. 외현적 층위에서의 외치이동과 구조적 평행성
	4. 비외현적 층위에서의 구조적 평행성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