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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어 필수 통제 구문 연구 

-완전/부분 통제 구문을 중심으로- 

 

 한국어의 필수 통제 구문은 내포절과 관련해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내포절

의 다양한 형태에 따라 구분되면서, 내포절의 통사-의미적 특징에 따라 다양한 구문들

이 존재한다고 논의되었다. 이들 각각의 필수 통제 구문에 대한 연구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한국어에 필수 통제 구문이 이렇듯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이유나, 각 

구문 사이의 연관성 및 차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적었다. 또 한국어의 여러 

필수 통제 구문이 보편적인 필수 통제 현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한국어의 필수 통제 구문 중 ‘도록’ 표지를 지니는 내포절과 함께 나타나

는 ‘도록’ 통제 구문과 의향법 어미가 내포절에 나타나는 ‘의향절’ 통제 구문을 중심으

로, 내포절의 통사 구조를 통해 이들의 통사적 특성과 연관 관계를 설명하고 이를 통

해 위에 제기된 문제점을 설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이 두 구문이 각각 일반적인 필수 통제 구문의 하위 범주인 완전 

통제 구문과 부분 통제 구문에 대응함을 보였다. 특히 이러한 연관 관계를 보이기 위

해서, 필수 통제 구문의 성격과 그 인허 환경은 필수 통제 구문의 내포절, 즉 통제 보

어의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두 구문의 통제 보어가 지니는 다양한 의미·통

사적인 특징을 살펴 왜 이러한 통제 보어가 인허될 때에 필수 통제 구문이 형성되어

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우선 ‘도록’ 통제 구문은, 이 구문에서 통제어의 격 실현에 따라 실현되는 다양한 

변이형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러한 변이형 중 완전 통제 구문이 

나타나는 변이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고 각 변이형의 통사/의미적인 특징과 연관성

을 어휘적 재구조화의 단문성과 수의성으로 포착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휘적 

재구조화에 의해서 통제 보어에 영주어가 나타날 수 없는 단문 구조를 보이는 변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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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완전 통제 구문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도록’ 통제 구문

처럼 ‘소망’의 의미를 가진 명제태도 동사와 같이 형성되는 목적어 필수 통제 구문이 

완전 통제 구문이 되는 이유를 기존의 완전/부분 통제 구분에 대한 이론으로 설명하

지 못한다는 것을 보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휘적 재구조화 환경을 새롭게 제시

하였다. 특히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의 양상과 사동 의미를 중심으로 관련 동사의 부류

를 제한하고, 어휘적 재구조화 동사가 적절한 외부 논항을 태도 담지자로서 부여받을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록’ 통제 구문에서 완전 통제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 다양한 필요 조건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도록’ 통제 구문의 성격을 

재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의향절’ 통제 구문의 연구에 대해서, 이때의 통제 보어가 명제태도 문맥

에 담화상의 조응을 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고 Landau (2013)를 따라 이러한 특징이 부

분 통제 구문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주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이를 뒷

받침하게 위해서 우선 직시 전환을 이용한 기존 설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해서 담화조응이 통사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고, 내포 지시의향 

핵이 가지는 인칭 자질을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의향절’ 통제 구문

에서 나타나는 de se/te 해석의 특징과 유형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하고 부분 통제 구문

은 영주어로 PRO가 인허될 수 있는 환경과도 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PRO가 인허될 수 있는 환경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외현적인 명사구에 대

한 논의를 통해서 PRO의 인허 환경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한국어의 각 필수 통제 구문이 범언어적으로 일반적인 필수 통제 현상에 속

한다는 것은, 한국어의 다양한 통제 보어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필수 통제 구문의 일

반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입장에 서서 완전 통

제 구문과 부분 통제 구문을 단지 동사 부류의 차이로 구분하는 접근에는 문제가 있

음을 보이고, 각 통제 보어가 가지는 특성을 바탕으로 각기 다른 인허 환경을 설정해

야 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주요어: 완전 통제, 부분 통제, 어휘적 재구조화, 담화조응, de se/te 유형, PRO 

학번: 2004-3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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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목적 

 이 논문은 한국어의 필수 통제 구문(obligatory control construction) 중에서 다음의 

두 구문을 비교, 대조하여 두 필수 통제 구문의 인허 환경을 구조적으로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도록’ 통제 구문 

철수i-가 영희j-를 [ _j/*i/*k 민수를 만나]-도록 설득했다. 

 ‘의향절’ 통제 구문 

a. 철수i-가 영희j-에게 [ _j/*i/*k 민수를 만나-라]-고 말했다. 

b. 철수i-가 영희j-에게 [ _i+j/*i/*j/*k 민수를 만나-자]-고 말했다. 

c. 철수i-가 영희j-에게 [ _i/*j/*k 민수를 만나-겠-다]-고 말했다.1 

 (1)과 (2)의 문장들은 내포절이 모두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만, 내포절의 행

동주가 외현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 꼭 주절의 논항과 필수적으로 공지시해야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1)과 (2a)는 ‘민수를 만나는’ 사건의 행

동주는 주절의 목적어인 ‘영희’여야 하지만 (2b)의 경우는 ‘철수’와 ‘영희’가 모두 

행동주로 나타나야 하고 (2c)의 경우는 주절의 주어인 ‘철수가’ 행동주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내포절에서 외현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영주어가 주절의 논

항과 필수적으로 공지시해야 하는 구문을 필수 통제 구문이라고 한다. 

                                                        
1 약속문의 경우는 내포절에 사용되는 경우 문법성이 떨어진다(권재일 2012).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내포절에 나오는 약속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

련된 내용은 4.1절에서 더 자세하고 논의하고 있고, 왜 이러한 문법성의 차이가 생기는지

에 대해서는 4.5.1절에서 간략하게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약속문의 속성과 연관된 필수 통제 구문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2c)에서 보이듯이 

의도(자유의지)의 의미를 가진 양상소(modal) ‘-겠-‘이 평서문 어미 ‘-다’와 사용된 구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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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2)의 두 구문은 한국어에서 대표적인 필수 통제 구문으로 연구되어 왔으

며, 특히 필수 통제 구문이 ‘내포절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구문으로 실현된다

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양동휘 1984, Yang 1985, Gamerschlag 2007, Madigan 

2008a, b, Lee 2009, Park 2011 등). 이러한 입장에서 두 구문은 내포절의 특성을 따라 

(1)은 ‘도록’ 통제 구문으로 (2)는 한국어에서 의향법과 관계된 구문이 내포절에 

사용되므로 ‘의향절’ 통제 구문이라고 불려 왔고, 각 통제 보어의 특징과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양동휘 1984, Monahan 2003, Polinsky et al. 2007, Madi-

gan 2008a, b, Lee 2009, Park 2011 등).  

 그러나 이들 필수 통제 구문에 대한 연구는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지만 한국어

에 다양한 형태의 필수 통제 구문이 존재하는 이유나 이들 각 구문의 연관성이나 

차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연구되어 왔다. 이에 더해서, 통제 보어에 따라 

필수 통제 구문의 특성이 영향을 받는 한국어의 특징이 보편적인 필수 통제 현상

과 어떻게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1)과 (2)의 두 구문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필수 통제 구문의 각 하위 범주

에 대응한다는 것을 보이겠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이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두 구

문의 특성과 차이점을 설명할 수 없음을 보이고, 두 구문을 새로이 구분하는 방식

을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1)과 (2)의 내포절인 ‘도록’ 절과 ‘의향문’의 통사·의미적 특징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통사·의미적 현상을 분석하고, 각 구문이 필수 통

제 구문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필수 통제 구문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수 통제 구문이 형성되는 환경, 즉 필수 통제 환경(obligatory control 

context)에 대한 논의라고 볼 수 있으므로, 두 구문이 왜 필수 통제 구문이 되고, 

어떠한 특징으로 구분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면 필수 통제 구문의 본질에 더 가까

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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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입장에서 이 논문은 한국어의 필수 통제 구문의 형성과 필수 통제 구문

의 내포절, 즉 통제 보어(control complement)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주

장하려고 한다.  

 필수 통제 환경은 통제 보어의 구조적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특히, 이를 통해서 ‘도록’ 통제 구문과 ‘의향절’ 통제 구문은 유사한 동사 부류

에서 형성되고 유사한 특징을 많이 보이지만, 통제 보어의 속성에 따라 서로 다른 

필수 통제 구문으로 구분되어야 함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통제 보어의 차이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 

제시한 각각의 필수 통제 환경이 보편적인 필수 통제 현상의 이해에 어떠한 도움

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 

1.2. 연구의 대상과 범위 

이 논문은 한국어의 다양한 필수 통제 구문 중 ‘도록’ 통제 구문과 ‘의향절’ 통

제 구문에 대해서만 논의하려고 한다. 연구 대상을 이 두 구문으로 한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공통점을 많기 때문이다.  

이 두 구문의 통제 보어는 모두 유사한 부류의 동사에 의해서 선택된다. 지금부

터 통제 보어를 선택하는 동사를 통제 동사(control verb)라고 지칭하도록 하겠다. 

 철수i-가 영희j-를 [ _j/*i/*k 민수를 만나]-도록 설득했다/?명령했다/?요구했다.2 

 a. 철수i-가 영희j-에게 [ _j/*i/*k 민수를 만나-라]-고 말했다/명령했다/지시했다. 

b. 철수i-가 영희j-에게 [ _i+j/*i/*j/*k 민수를 만나-자]-고 말했다/제안했다/설득했다 

  요청했다. 

c. 철수i-가 영희j-에게 [ _i/*j/*k 민수를 만나-겠-다]-고 말했다/약속했다. 

                                                        
2 ‘도록’ 통제 구문의 경우 ‘설득하다’를 제외한 동사들은 수용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다. 이러한 문법성에 대해서는 3.1.1절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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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와 (5)에서 보이듯이, 두 구문이 모두 일종의 간접 발화(reportative speech)와 

관련이 있는 통제 동사에서 형성된다. 그리고 이때의 통제 동사들은 모두 ‘소망/의

도’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이다. 물론 (5)에서 중립적인 발화 동사인 ‘말하다’가 사

용되기는 하지만 이 경우 ‘말하다’는 내포절의 의향문의 영향을 받아서 의미가 전

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5a)의 ‘말하다’는 ‘명령하다’로 해석이 되고 (5b)는 ‘제

안하다’의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4)와 (5)의 통제 동사는 모두 일종의 ‘소

망’과 관련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3 이 논문은 이러한 특징을 지니는 통

제 동사의 통사/의미적 성격을 바탕으로, 유사한 의미의 통제 동사가 사용될 때 

생기는 필수 통제 구문의 차이를 통제 보어의 특성을 이용해 설명하려고 한다. 

‘도록’ 통제 구문과 ‘의향절’ 통제 구문의 통제 보어가 외현적인 주어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도 주요 논의의 대상이다.  

 a. 철수i-가 영희j-에게/를 [그녀j/*i/?k-가 민수를 만나]-도록 설득했다.  

b. 철수i-가 영희j-에게 [그녀j/*i/??k-가 민수를 만나-라]-고 명령했다.4 

 위의 예문은 문법성 판단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다양한 연구에서 정

문으로 인정되어 연구되었고, 두 필수 통제 구문의 통제 보어에서 주격을 가지는 

외현적인 일반 명사구가 주어로 인허될 수 있다는 증거로서 제시되어 왔다(양동휘 

1984, Bore 1989, Gamerschlag 2007, Lee 2009, Park 2011 등).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여

러 언어에서 필수 통제 구문의 영주어가 인허되는 환경일 때 외현적인 일반 명사

                                                        
3 이 논문은 ‘도록’ 통제 구문을 ‘도록’ 보어가 ‘소망’의 의미를 가진 명제태도 동사(attitude 

verb)의 보어로 사용되어서 일종의 간접 대화 문맥과 같이 형성되는 ‘목적어 통제 구문’의 

경우로 한정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간접 대화 문맥이 없

는 환경에서 ‘도록’ 절이 사용되면 ‘결과 절(resultative clause)’이나 영어의 ‘in order to’와 같

은 구문에 대응 하는 ‘목적 절(purposive clause)’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는 보어가 

아닌 부가어가 되므로 전형적인 필수 통제 구문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논문

은 ‘도록’ 절이 명제태도 동사와 사용되는 경우에는 보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

(Monahan 2003, Polinsky et al. 2007, Park 2011 등)에 기초하여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4 (6b)의 경우 양동휘(1984)와 Madigan (2008b)의 경우는 비문으로 판단하였지만 Pak et al. 

(2007)이나 Park (2011)은 이를 정문으로 판단하였고, 많은 제보자들도 이러한 문장이 가능

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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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나올 수 없다는 점과 대조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a. Johni hoped [ _i/*k to go home]. 

b. Johni hoped [*himi/*Mary to go home]. 

 a. Johni hoped that hearb/Mary/*pro would go home. 

b. Johni. hoped for himarb/Mary/*pro to go home 

 대표적으로 영어를 보면, (7)의 대조에서 보이듯이 필수 통제 구문이 형성되는 

환경에서는 외현적 명사구가 통제 보어의 주어로 나타날 수 없고, (8)에서 보이듯

이 필수 통제 환경이 아닌 때에는 영주어 자체가 인허될 수 없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과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수 통제 환경에서 특별한 영주어인 PRO가 

인허되어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Chomsky 1981, Chomsky & Lasnik 1993, Landau 

2000, 2004, 2013, Martin 2001 등). 하지만 ‘도록’ 통제 구문과 ‘의향절’ 통제 구문은 

이러한 대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구문의 통제 보어에서 나타나는 영주

어의 특성과 외현적인 명사구 주어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많은 주장과 논란이 

있었다(양동휘 1984, Borer 1989, Lee 2009, Park 2011 등).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통제 보어의 외현적인 주어가 보이는 차이에 대해서

도 여러 연구가 있었다.. 

 a. (?)철수i-가 영희j-에게 [자기j-가 (혼자) 민수를 도우-라]-고 명령했다. 

b. ??철수i-가 영희j-에게 [자기j-가 (혼자) 민수를 돕]-도록 명령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명령문이 통제 보어에 사용된 ‘의향절’ 통제 구문과 ‘도록’ 

통제 구문은 모두 주절의 목적어가 통제어가 된다. 그리고 (9a)에서 보이듯이, 이 

때 통제 보어의 주어로 ‘자기’가 사용되면 ‘자기’와 통제어의 공지시가 정문으로 

인식된다(Madigan 2006, 2008b, Lee 2009, Landau 2013 등). 그러나 (9b)에서 보이듯이, 

‘도록’ 통제 구문에서 ‘자기’가 통제어와 공지시되면 문장의 수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양동휘 1984, Lee 2009 등). 이러한 차이는 각 통제 보어의 특성이 자신의 

‘주어’의 속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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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 통제 보어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대조하고, 영주어의 특징과 함께 외현적으

로 나올 수 있는 주어가 지니는 해석상의 제약과 분포상의 제약을 논의하려고 한

다. 

 지금까지 통제 보어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이에 대하여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차이에 주목하고 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문맥: 동아리의 회장은 자신을 뺀 모든 동아리의 인원이 6시에 학교로 와서 

모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을 부회장인 영희에게 말했다. 

a. ??회장i-이 영희j-를 [ _j
+ 6시에 학교에 같이 모이]-도록 설득했다/명령했다 

   /제안했다. 

b.(?)회장i-이 영희j-에게 [ _j
+ 6시에 학교에 같이 모이-라]-고 설득했다/명령했다. 

    /제안했다. 

 위의 예문은 통제어가 단수일 때, 이에 대응하는 영주어가 복수의 논항을 필요

로 하는 술어와 같이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필수 통제 

구문에서 영주어가 통제어를 포함한 일종의 복수 집단으로 해석될 수 있으면 부

분 통제(partial control) 구문으로 구분되고, 통제어와 영주어가 수에 있어서 완전히 

일치해야 하면 완전 통제(exhaustive control) 구문으로 구분된다(Landau 2000, 2004, 

2013, Wurmbrand 2001, Bianchi 2003, Madigan 2008b, Lee 2009, Park 2011, Grano 2012, 

Pearson 2013 등). 따라서 (10)은 ‘도록’ 통제 구문이 완전 통제 구문에, ‘의향절’ 통

제 구문이 부분 통제 구문에 대응함을 보여 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

응관계는 한국어의 두 필수 통제 구문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필수 통제 구문의 

각 하위 범주에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  

이와 관련해서 이 논문은 완전/부분 통제 구문을 구분하기 위해 기존의 논의에

서 제시된 기준과 구조가 한국어의 두 필수 통제 구문의 성격을 정확하게 포착하

지 못함을 보이고, 완전/부분 통제 구문의 구분이 통제 보어의 특징과 관련이 있

                                                        
5 이 두 구문의 문법성 판단에 대해서는 2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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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할 것이다.  

 통제 보어의 속성’과 필수 통제 구문의 관계 

필수 통제 구문의 각 하위 범주들의 필수 통제 환경은 통제 보어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주장은 통제 환경 자체가 통제 보어의 속성과 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 주장이 옳다면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한국어의 다양한 통제 보어

에 대한 연구는 필수 통제 구문의 하위 범주의 인허 환경에 대한 연구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필수 통제 구문의 하위 범주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도록’ 통제 구문과 ‘의향절’ 통제 구문이 어떠한 속성을 지니는지 

살펴보고, 이 두 구문과 완전/부분 통제 구문 사이의 연관 관계를 살펴본다. 그리

고 부분 통제 구문과 완전 통제 구문의 성격과 인허 환경을 다룬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면서 두 필수 통제 구문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어떻게 서로 구분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한국어의 두 필수 통제 구문을 설명할 때 생기는 이론 내적인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3장은 한국어의 완전 통제 구문인 ‘도록’ 통제 구문에 대해서 논의한다. 우선 

‘도록’ 통제 구문이 통제어의 격에 따라 다양한 변이형을 가진다는 것을 보이고, 

각 변이형의 특성을 이론 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구조를 제시하겠다. 그리고 이

를 통해서 ‘도록’ 통제 구문의 변이형 중 완전 통제 구문으로 기능하는 구문은 어

휘적 재구조화(lexical restructuring)에 의해서 도출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특히 어휘

적 재구조화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 단문성(mono-clausality)과 수의성(optionality)

을 들어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의 어휘적 재구조화에 대한 이론들이 ‘도록’ 통제 구문의 특성

을 설명할 수 없음을 보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휘적 재구조화’의 새로운 

구조를 제시하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휘적 재구조화의 구조적 속성을 이용



8  한국어 필수 통제 구문 연구 

 

해 완전 통제 구문의 인허 환경을 새롭게 논의할 것이다. 

 4장은 ‘의향절’ 통제 구문, 즉 통제 보어가 의향법 어미를 가지는 구문인 ‘내포 

지시의향절(embedded Jussive clause; Pak et al. 2007, Park 2011)’인 경우를 중심으로 한

국어의 부분 통제 구문에 대해서 논의한다. 특히 담화조응(logophoric anchoring; 

Bianchi 2003, Landau 2013 등)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중심으로 부분 통제 환경

에 대해서 논의하겠다. 그리고 이 논의를 통해서 한국어의 부분 통제 구문을 일종

의 직시 전환(indexical shift; Schlenker 2003, Anand 2006 등) 구문으로 설명하려고 한 

기존의 논의(Pak et al. 2007, Park 2011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내포 지시의향절이 

어떻게 부분 통제 구문의 통제 보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것이

다. 

 이를 위해서 부분 통제 구문에서 나타나는 필수적인 de se/te 해석과 관련된 문

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필수 통제 환경의 영주어는 PRO이며, 이 

PRO가 필수적인 de se/te 해석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부분 통제 환경임을 

주장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한국어의 통제 보어에서 일반적인 외현적 명사

구가 주어로 나타날 수 있는 이유와 부분 통제 구문에서만 PRO가 인허될 수 있

는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3장과 4장에서 제기된 두 필수 통제 구문의 환경을 비교하면서 

완전 통제 구문과 부분 통제 구문의 특성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 5장에서 결론을 

내리고 마치고자 한다.



 

 

2. ‘도록’ 통제 구문과 ‘의향절’ 통제 구문의 특성: 

   완전/부분 통제 구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2.1. 필수 통제 구문의 성격과 통제 보어와의 관계 

2.1.1. 통제 보어의 특성과 필수 통제 환경 

 필수 통제 구문은 생성문법의 초기부터 논의된 주요한 주제 중의 하나로서, 다

양한 언어에서 연구되어 왔다. 특히 영어는 통제 보어의 영주어가 가지는 특징 때

문에 많은 주목을 받았다. 

 a. Johni hoped [ _i/*j to go home]. 

b. Johni hoped [*him/*Mary to go home]. 

 (1)의 예문을 보면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 ‘집에 가는 사건’의 행동주가 필요한데, 

(1b)에서 보이듯이 그 행동주는 외현적으로 드러날 수 없고 꼭 영주어로 나타나야 

하며, 영주어의 지시 대상은 (1a)에서 보이듯이 반드시 ‘John’이어야 한다. 이러한 

문장은 내포절의 영주어가 필수적으로 주절의 논항과 공지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필수 통제 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구문은 영주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보인다.  

 a. Johni hoped that hei/j/Mary/*pro would go home. 

b. Johni. hoped for himi/j/Mary/*pro to go home 

 영어는 일반적으로 pro와 같은 영주어가 나타날 수 없는 언어로 알려져 왔으며, 

(2)는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또한 영주어가 사용될 수 없는 환경에서는 문맥

에 따라 내포절의 주어가 ‘John’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개체들과 공지시할 수 있

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1)과 (2)의 대조를 통해 필수 통제 구문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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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영주어의 속성과 그 인허 환경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필수 

통제 구문에서 영주어가 실질적으로 통사 구조에 존재한다는 증거에 대해서는 많

은 연구가 있었는데, 이 중 대표적인 증거로서 인상(raising) 구문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John hopes [ to be happy] → *It hopes that John is happy . [필수 통제 구문] 

b. John seems/is likely [ to be happy].           [인상 구문] 

  → It seems/is likely that John is happy. 

 (3)에서 볼 수 있듯이, 필수 통제 구문에서는 허사(expletives)가 주절의 논항으로 

사용될 수 없다. 이는 통제 동사가 인상 구문에 사용되는 동사와 달리 독립적인 

의미역을 부여해야 하므로 ‘허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

다. 하나의 논항이 두 개의 의미역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의미역 기준(theta-

criterion; Chomsky 1981)에 따르면, 필수 통제 구문에서 공지시되는 두 논항은 이동

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Chomsky 1981, Davis & Dubinsky 2004; cf. Hornstein 1999 등), 이는 다시 (1)과 같은 

구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문에서 (2)와 달리 영주어가 인허될 수 있

는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1)의 특성을 설명하려면 영주어의 인허 가능성뿐만 아니라 그 영주어가 

지니는 해석상의 제약도 설명되어야 한다. (2)의 내포절에 나타나는 외현적인 주어

는 주절에 존재하는 논항이 아닌 개체를 자유롭게 지칭할 수 있지만, (1)의 영주어

는 주절에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절에 존재하는 특정 논항과

만 공지시될 수 있다. 이러한 제약은 설명이 필요하다. 

 이 두 문제를 풀기 위해 그간 제시되었던 주장으로 대표적인 것은 필수 통제 

구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영논항인 PRO가 인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Chomsky 1981, 1995, Chomsky & Lasnik 1993, Landau 2000, 2004, 2013, Martin 2001 등). 

이러한 주장에서는 필수 통제 구문의 영논항이 꼭 주절의 논항과 공지시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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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PRO의 재귀적인 특성에 기인한다고 가정한다. PRO는 자기 자신의 지시체

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하므로, 필수적으로 일종의 결속 관계(binding 

relation)를 통해서 주절의 논항으로부터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것

이다. 그리고 (1)과 (2)에서 보이는 PRO와 외현적 주어와의 상보적 분포에 대해서

는, PRO가 특별한 환경이 만족되는 경우에만 인허될 수 있다는 PRO가 가지는 분

포적 속성(distribution of PRO)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Chomsky 1981, 

Chomsky & Lasnik 1993, Landau 2000, 2004; cf. Pollard & Sag 1992, Hornstein 1999, 

Jackendoff & Culicover 2003). 이러한 입장에서 필수 통제 구문의 특징을 정리하면, 

필수 통제 구문에 대한 논의의 기본은 영주어가 무엇이며 왜 특별한 환경에만 인

허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PRO와 같은 특수한 영주어를 가정하지 않고 필수 통제 구문

을 설명하려는 시도도 있다(Bresnan 1982, Chierchia 1984, Dowty 1985, Pollard & Sag 

1992, Hornstein 1999, Jackendoff & Culicover 2003 등). 이러한 입장에서는 영주어 그 

자체의 속성보다는 그 영주어가 특별한 의미적 제약을 받게 되는 이유를 논의함

으로써 필수 통제 구문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위의 두 가지 입장을 받아들여서 정리하면, 필수 통제 구문에 대한 논의는 다음

과 같은 두 가지의 연구 주제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a. 필수 통제 구문의 내포절에서 나타나는 영주어는 무엇이고 어떠한 

  통사/의미적인 특성을 가지는가? 

b. 필수 통제 구문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 즉 필수 통제 구문 환경 

  (obligatory control context)은 무엇인가? 

 이에 더해서 필수 통제 구문의 연구에서는 필수 통제 구문의 영주어가 주절의 

어떤 논항과 필수적으로 공지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a. Johni hoped [ _i/*j to go home]. 

b. Johni persuaded/suggested/ordered Maryj [ _j/*i/*k to go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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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절의 논항으로 (5a)처럼 외부 논항(external argument)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절에 외부 논항과 내부 논항(internal argument)이 모두 존재하는 (5b)와 

같은 경우도 있다. 후자의 경우, 내포절의 영주어는 대부분 내부 논항과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주어 필수 통제 구문(subject oriented obligatory control)’으로, 

후자를 ‘목적어 필수 통제 구문(object oriented obligatory control)’이라고 부른다. 

특히 내부 논항이 존재할 때 목적어 필수 통제 구문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하여, 

많은 연구에서 영주어와 공지시하는 논항 간의 관계가 일종의 국부성 원리(locality 

condition)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minimal distance principle; Ros-

enbaum 1967, Hornstein 1999 등). 일반적으로 이렇게 필수 통제 구문의 영주어와 연

결되는 논항을 통제어라고 부르고, 영주어와 공지시하는 통제어가 결정되는 것을 

통제어 선택(controller choice)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통제어 선택이 언제나 국부성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례도 존재한다. 

 Johni promised Maryj [ _i/*j/*k to leave the school]. 

 (5b)에서 보았듯이 내부 논항이 존재하면 대개 국부성 원리에 따라 통제어 선택

이 이루어지지만, (6)처럼 국부성 원리를 위반하고 주절의 외부 논항이 통제어가 

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는 통제 동사의 특성에 따라서 통제어 선택이 달

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6)에서 일어난 통제어 선택을 여전히 ‘국부성 원리’로서 설명하려는 시도가 다

양하게 있지만(Hornstein 2000 등), 통제어 선택이 통사적인 원리가 아니라 의미·화

용적인 요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으로 이를 설명하려는 논의(Landau 2000, 

Jackendoff & Culicover 2003 등)도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1 그렇다면 통제어 선택

과 관련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특히 이와 관련해서 통제 전이(control shift) 현상이 많이 연구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Lan-

dau (2000), Jackendoff & Culicover (2003), Uegaki (2011) 등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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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어 선택은 통사적 제약, 통제 동사의 종류 그리고 의미/화용적인 제약 중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일어나는가? 

 지금까지 보았듯이 필수 통제 구문은 이렇듯 다양한 통사·의미적 특성을 보이며, 

이를 설명하기 위한 시도로서 다루어져 온 주요 주제들은 (4)와 (7)로 간략하게 정

리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서, 한국어는 상당히 예외적인 언어로 간주되

어 왔다(양동휘 1984, Yang 1985, Borer 1989, Gamerschlag 2007, Polinsky et al. 2007, 

Madigan 2008a, b, Lee 2009, Park 2011 등).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어의 필수 통제 구문은 내포절의 성격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양동휘 1984, Yang 1985, Gamerschlag 2007, Madigan 2008b, 

Lee 2009, Park 2011 등). 

 a. 철수i-가 영희j-에게 [ _j/*i/*k 민수를 만날]-것을 설득했다. 

b. 철수i-가 영희j-를 [ _j/*i/*k 민수를 만나]-도록 설득했다.  

c. 철수i-가 영희j-에게 [ _j/*i/*k 민수를 만나-라]-고 설득했다.2 

 위의 예문은 ‘설득하다’의 동사가 사용된 경우 세 가지 종류의 보문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3 그리고 (8)과 같은 예문과의 비교를 통해 ‘통제 보어의 성격’

이 한국어의 필수 통제 구문 환경과 접한 관계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양동휘 

1984, Yang 1985, Gamerschlag 2007, Madigan 2008b). 

 영희i-는 순희j-에게 [proi/j/k/그녀i/j/k-가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명령했다 

/(?)설득했다. 

                                                        
2 이 경우 내포절의 명령 어미 ‘-라’와 주절 동사가 가진 ‘설득’의 의미가 잘 어울리지 않

아서 비문으로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이러한 조합이 언제나 비문법적이

라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3 물론 정확하게 이야기 하자면 영어의 경우도 통제 보어가 꼭 ‘to 부정사’의 형태 한 가지

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영어도 명사형 보문이나 동명사형 보문 등 다양한 

통제 보어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명사형 보문이나 동명사형 보문 대해서 이 

논문은 다루지 않고 있고, 이러한 경우에 형성되는 필수 통제 구문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

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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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는 한국어도 내포절로서 일반적인 평서문인 한정절이 나올 때에는 영어와 같

이 내포절의 주어의 의미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므로 ‘통제 보어의 속성’이 필수 

통제 구문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9)는 한국

어의 경우 영어와 달리 이때에도 영주어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준다(양동휘 

1984, Huang 1984, Gamerschlag 2007, Lee 2009 등).  

한국어의 이러한 특징은 필수 통제 구문에서 나타나는 영주어의 성격에 대해 많

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우선 한국어에서는 pro가 영어와 달리 제한 없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4a)처럼 통제 보어의 ‘주어’의 속성에 대한 설

명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서 (8)과 (9)의 차이가 많이 거론되었

다(양동휘 1984, Yang 1985, Gamerschlag 2007, Madigan 2008b, Lee 2009 등). 특히 명사

(화) 통제 보어를 가지는 필수 통제 구문을 제외하고 보면 통제 보어에 외현적인 

주어가 나오는 구문은 (10)에서 보이듯이 한국어에서 매우 자유롭게 생성된다. 

 a. 철수i-는 부모들j-에게 [각자j-의 아이-가 숙제를 하]-도록 설득했다.4     

                      (Cormack & Smith 2004) 

b. 철수i-가 영희j-에게 [그녀j/*i/?k-가 민수를 만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때 이 두 문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10a)는 통제어와 

통제 보어의 행동주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통제 보어의 주어의 일부분과 통

제어가 일종의 결속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나, 통제어와 통제 보어의 행동주가 정

확히 일치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문은 엄 한 의미에서의 

필수 통제 구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외현적인 주어가 나오는 환경은 비-필수 통

제 구문(non-obligatory control)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5  

                                                        
4 Cormack & Smith (2004)는 통제어에 여격이 나오는 경우만 논의하였지만 사실 위의 구문

은 대격이 나오는 구문에서도 가능하기는 하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3.3절에서 ‘설득하다’

의 특성과 [ACC1]과 [ACC2]의 구분을 다루면서 논의할 것이다. 
5 이 논문에서는 비-필수 통제 구문이라는 용어를 필수 통제 구문이 형성될 수 있는 통제

보어에서 주어가 외현적이던 내현적이던 필수 통제 해석, 즉 통제 보어의 주어가 주절의 

논항과 필수적으로 공지시해야 하는 해석을 가지지 않는 구문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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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10b)는 (10a)보다 자의적인 해석이 훨씬 어렵다는 연

구도 존재하므로(Gamerschlag 2007, Seo & Hoe in preparation) 비-필수 통제 해석이 나

오는 환경의 정확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통제 보어로 여겨지는 구조에서 어떻게 외현적인 주어가 나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에 왜 비-필수 통제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앞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영주어가 나올 때에는 필

수 통제 해석이 강제되는 환경에서 외현적인 주어가 인허될 수 있다는 것은 (4)의 

질문을 PRO를 통해서 답하려는 시도에 대한 반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국어의 필수 통제 구문의 영주어는 PRO가 아니라 pro이며, 한국어의 이러한 특

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4b)에 대해 통제 동사와 통제 보어의 다양한 의미·화용적

인 특징을 통해서 pro가 필수 통제 해석을 가지게 되는 환경이 도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양동휘 1984, Yang 1985, Borer 1989, 

Gamerschlag 2007, Lee 2009 등). 

한국어의 필수 통제 구문은 이와 함께 통제어 선택에 있어서도 특징적 모습을 

보인다.. 

 a. 철수i-가 영희j-를 [ _j/*i/*k 민수를 만나]-도록 설득했다/*말했다.  

b. 철수i-가 영희j-에게 [ _j/*i/*k 민수를 만나-라]-고 명령했다/말했다. 

c. 철수i-가 영희j-에게 [ _i+j/*i/*j/*k 민수를 만나-자]-고 제안했다/말했다. 

d. 철수i-가 영희j-에게 [ _i/*j/*k 민수를 만나-겠-다]-고 약속했다/말했다. 

 (11)은 통제어 선택이 각 통제 보어의 성격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도록’ 절이 통제 보어로 사용되면 (11a)에서 보이듯이 내부 논항만이 통제어가 될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비-필수 통제 

구문들은 (9)와 같은 구문과 다르게 일종의 자의적인 해석, 즉 비-필수 통제 해석이 허용

된다 하더라도 통제 보어의 속성과 관련해서 매우 제한적인 해석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어의 특성상 영주어가 나온 환경만으로 비-필수 통제 구문을 한정하는 것이 어렵

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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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하지만 통제 보어가 보문소 ‘-고’와 함께 나올 때에는, (11b~d)의 예문에

서 보이듯이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어미를 따라 통제어가 결정된다(양동휘 1984, 

Yang 1985, Gamerschlag 2007, Madigan 2008a, b, Lee 2009, Park 2011 등). ‘-겠-’과 같이 

‘의지/의도’를 나타내는 어미가 나오면 주절의 외부 논항이 통제어로 선택되고, 명

령의 의향법 어미 ‘-라’가 나오면 내부 논항이, 그리고 청유의 ‘-자’가 나오면 외부 

논항과 내부 논항이 모두 동시에 통제어가 되어야 한다.   

 한국어의 이러한 특징은 통제어 선택이 일어나는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7)의 

질문에 대해, 국부성의 원리나 통제 동사의 종류, 또는 이와 관련된 의미/화용적인 

측면이 아니라 ‘통제 보어의 속성’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Madigan 2008a, b). 특히 (11b~d)에서 보이듯이 통제 동사가 ‘말하다’로 통일되

어 있을 때에도 통제 보어의 선택에 의해서 통제어 선택이 일어나는 것은 통제 

보어의 성격이 더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6b)와 같은 예외적인 현상, 즉 약속의 의미를 지니는 통제 동사가 나올 때 외부 

논항이 통제어로 선택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장

점이 있다(Madigan 2008b, Zanuttini et al. 2012 등).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한국어의 필수 통제 구문은 통제 보어에 외현적인 주어

가 인허될 수 있고, 통제 보어의 성격에 따라서 통제어 선택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4)와 (7)에서 제시된 문제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렇게 한국어의 경우처럼 통제 보어의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통해서 구

분된 것은 아니지만, 필수 통제 구문에 다양한 하위 범주가 존재한다는 연구는 다

양한 언어의 필수 통제 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필수 통제 구문의 성격과 특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만약 

한국어의 다양한 통제 구문이 이러한 필수 통제 구문의 하위 범주에 대응한다면, 

한국어의 필수 통제 구문을 구성하는 통제 보어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범언어적

으로 존재하는 필수 통제 구문의 하위 범주에 대한 연구로 환원될 수 있을 것이

다. 다음 소절에서 이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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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통제 보어의 특성과 필수 통제 구문의 하위 범주 

지금까지 필수 통제 구문에 대한 연구에서는 다양한 하위 범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한국어 필수 통제 구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번 소절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고 한국어의 필수 

통제 구문과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2.1.2.1. 한정 통제 구문 

필수 통제 구문의 연구 중에서 한정 통제 구문(finite control)은 많은 주목을 받고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 2.1.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으로 필수 통제 구문은 

비-한정절이 통제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에 형성되는데, 몇몇 언어에서는 시제와 

파이-자질이 드러나는 한정절이 통제 보어로 사용될 수 있다고 논의되어 왔다

(Landau 2004 등). 

 a. himlacti      le-Gili še-ei/∗j  yearšem      la-xug       le-balšanut. 

  I-recommended to-Gil that-ec will-register.3sg.M to the-department to-linguistics 

  ‘I recommended to Gil to register to the linguistics department.’ 

b. himlacti      le-Gili še-Dani j /huj  yearšem           

  I-recommended to-Gil that-Dani/he will-register.3sg.M   

  la-xug           le-balšanut. 

  to-the-department to-linguistics 

  ‘I recommended to Gil that Dani/he should register to the linguistics department.’ 

c. himlacti      le-Gili še-ej/*i  terašem      la-xug      le-balšanut 

  I-recommended to-Gil that-ec will-register.2sg.M to-the-department to-linguistics. 

  ‘I recommended to Gil that you should register to the linguistics department.’ 

                                    (Landau 2004, (1)) 

 (12)는 Landau (2004)에서 다룬 히브리어의 예시이다. (12a)는 내포절에 시제와 파

이-자질이 모두 외현적으로 드러나지만 통제 보어의 영주어가 주절의 목적어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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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해야만 하는 필수 통제 구문이다. 그리고 (12b)에서 보이듯이, 동일한 내포절

에 외현적인 주어가 나타날 수 있고 시제와 파이-자질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일종

의 한정절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외현적 주어가 나오는 (12b)에서는 필수 통

제 해석이 사라진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동일한 통제 보어로 보이더라도 

영주어가 나올 때에만 필수 통제 구문이 형성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주

어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필수 통제 구문이 되는 것은 아니다. (12c)에서 보이듯

이, 내포절의 동사가 지니는 인칭 자질이 통제어와 일치하지 않으면 영주어가 나

온다고 하더라도 필수 통제 해석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내포절의 일치 자질이 

필수 통제 구문 환경에 영향을 끼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12)의 히브리어 예시는 일치 자질이 외현적으로 드러나며 이에 따라 외

현적 주어를 인허할 수 있는 한정절에서 ‘영주어’가 인허될 수 있고, 또 이 경우 

일치 자질 등 여러 환경이 만족되면 필수 통제 구문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이렇게 외현적 주어가 인허될 수 있는 환경에서 필수 통제 구문이 형성되

는 구문들은 한정 통제 구문으로 분류되어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 히브리어의 이러한 특징은 통제 보어에서 영주어와 일반적인 외현적 명사구

가 모두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어의 두 필수 통제 구문의 특징과 유사하다. 

그리고 2.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의 필수 통제 구문에서 외현적인 주어가 인

허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들 구문을 (12)처럼 한정 통제 구문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a. 철수i -가 영희j-를/-에게 [그녀j/*i/?k-가 철수를 만나]-도록 설득했다.  

b. 철수i -가 영희j-에게 [그녀j/*i/?(?)k-가 철수를 만나-라]-고 명령했다. 

c. 철수i -가 영희j-에게 [그들i+j/*i/*j/?(?)k-이 철수를 만나-자]-고 제안했다. 

d. 철수i -가 영희j-에게 [그녀i/*j/?(?)k-가 철수를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13)의 구문들은 문법성과 필수 통제 해석 여부에6 있어서는 논란이 있고, 히브리

                                                        
6  외현적인 주어가 나왔을 때 나타나는 비-필수 통제 해석에 대해서는 3장과 4장에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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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달리 파이-자질과 시제가 외현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외현적인 주어가 

통제 보어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여러 

연구에서 이들을 한정 통제 구문으로 논의 하기도 하였다(Lee 2009, Park 2011, Lee 

2012 등).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쟁점들이 존재한다. 우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어는 다양한 종류의 통제 보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환경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어 Lee (2009)는 ‘도록’ 절을 포함해서 보문소 ‘-고’

를 가지는 구문 모두 한정절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Park (2011)과 

Lee (2012)는 ‘도록’ 절은 비-한정절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어의 두 필수 통제 구문이 한정 통제 구문으

로 분류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는 한국어의 필수 통제 

구문의 영주어의 속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영주어의 속성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도 한국어는 특이한 모습을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치 자질이 외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에서 일치 자질의 특성과 영주어의 인허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 예를 

들어 로망스어의 경우, pro와 일치 자질의 상관관계에서 시작하여 필수 통제 구문

에서 PRO가 인허되기 위해 필요한 T의 일치 자질의 특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Bianchi 2003, Sundaresan 2014 등). 하지만 한국어는 이러한 일치 자

질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영주어의 성격에 대해서 논의하기에 어렵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한국어의 이러한 특징은 오히려 외현적인 주어나 영주어가 통제 보어에 

인허되는 현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만약 

지금까지의 논의와 달리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일치 자질이 한정성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지 않는다고 본다면(Bianchi 2003, Amritavalli 2014 등), 한국어의 두 필수 통

                                                                                                                                                        
구문에 대해 연구하면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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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구문은 일치 자질 없이 한정성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특히 

한국어는 1장에서 간략하게 언급하였듯이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일치 자질이 존재

하지 않으면서 외현적인 주어의 인허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드러낸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a.  철수i-가 영희j-에게 [자기j-가 (혼자) 민수를 도우-라]-고 명령했다. [‘의향절’] 

b. ??철수i-가 영희j-에게 [자기j-가 (혼자) 민수를 돕]-도록 명령했다.  [‘도록’] 

 이러한 차이가 각 구문의 영주어의 속성과 어떠한 연관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도록’ 통제 구문과 ‘의향절’ 통제 구문에

서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일치 자질 없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에서 외현적인 주어가 통제 보어에 나타날 수 있

는 것은 한정 통제 구문의 특성으로 볼 수 있지만, 외현적인 일치 자질이 없는데

도 두 필수 구문이 외현적인 주어의 인허에 있어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와 함께 외현적인 주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두 필수 구문의 영주어의 특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하게 논의해야 한다.. 

2.1.2.2. 분열 통제 구문 

 한국어의 통제 보어의 속성은 다음과 같은 분열 통제(split control) 구문과 관련

해서도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분열 통제 구문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a. Johni proposed to Maryj [ _i+j to meet each otheri+j at 6].  

b. Johni asked Maryj whether [ _i+j to get themselvesi+j a new car]. (Landau 2000, p. 53) 

분열 통제 구문은 (15)에서 보이듯이 통제 보어의 영주어가 주절의 외부 및 내부 

논항과 모두 공지시하는 구문을 말한다. 위의 두 문장에서는 통제 보어 내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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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부적 상호사인 ‘each other’나 국부적 재귀사 ‘themselves’가 ‘John’과 ‘Mary’를 

동시에 지칭해야 하는데, 이때 이들을 인허할 수 있는 논항은 통제 보어의 영주어

만 가능하다. 이는 영주어가 주절의 두 논항과 모두 필수적으로 공지시해야 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열 통제 구문은 일종의 비-필수 통제 구문으로 구분되어 오기도 했지

만(Williams 1980), Landau (2000)는 이를 필수 통제 구문의 하위 범주라고 주장하였

다. 그리고 이는 한국어의 통제 보어의 속성을 통해서도 쉽게 뒷받침될 수 있다

(Madigan 2008a, b).7 특히 Madigan (2008a)은 한국어의 필수 통제 구문 중 통제 보

어에 ‘청유’의 의미를 가진 의향법 어미 ‘-자’가 나타나는 경우에 분열 통제 구문

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a. 철수i-가 영희j-에게 [ _i+j/*i/*j/*k 서로i+j 만나-자]-고 제안했다/말했다/요청했다/ 

  요구했다/?(?)명령했다. 

b. 철수i-가 영희j-에게 [ _i+j/*i/*j/*k 그들 자신i+j-을 먼저 추스리-자]-고 제안했다 

  /말했다/요청했다/요구했다/?(?)명령했다. 

 그리고 이러한 구문은 ‘의향절’ 통제 구문 중 하나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분열 

통제 구문은 단지 통제어 선택과 관련되어 형성되는 구문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

적하였다. 

 a. ?철수i-가 영희j-에게 [ _i/*j/*k 민수를 만나-마]-고 약속했다/말했다.  

b. 철수i-가 영희j-에게 [ _j/*i/*k 민수를 만나-라]-고 명령했다/말했다. 

c. 철수i-가 영희j-에게 [ _i+j/*i/*j/*k 민수를 만나-자]-고 제안했다/말했다. 

 (17)에서 보이는 ‘의향문’과 관계된 통제 보어가 모두 유사한 통사적인 구조로 

처리될 수 있다면(Madigan 2008b, Park 2011 등), 분열 통제 구문은 특이한 구문이 

                                                        
7 Landau (2000)는 분열 통제 구문이 필수 통제 구문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다양한 필수 통

제 구문 속성(OC properties)을 통한 판단을 통해 주장하였고, Madigan (2008a)는 이러한 판

단법을 (17)에 적용하여 이들이 필수 통제 구문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한 논의

는 Park (2011)에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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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단지 통제 보어의 속성에 따라 결정되는 통제어 선택과 관련해서 나타나

는 현상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분열 통제 구문을 일종의 통제어 선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Landau 

(2000)의 설명과 큰 차이를 보인다. Landau (2000)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서 분

열 통제 구문이 ‘통제 동사의 종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Maryi recommended to/ordered Johnj [ _i+j to cooperate with each otheri+j]. 

                                      (Landau 2000, (84b), p. 55) 

(15)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propose’나 ‘ask’와 같은 동사는 분열 통제 구문을 

허용하지만 (18)에서 보이듯이 ‘recommend’나 ‘order’같은 동사는 이를 허용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차이는 통제 동사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6)에서 보았듯이 한국어는 거의 대부분의 통제 동사가 통제 보어가 포

함한 ‘청유’의 의미와 어울리기만 하면 사용될 수 있고, 이는 분열 통제 구문의 

속성 역시 통제 동사가 아니라 통제 보어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이 옳다면 필수 통제 구문의 속성을 설명할 때 한국어와 같

이 다양한 통제 보어가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2.1.2.3. 완전/부분 통제 구문 

필수 통제 구문의 또 다른 하위 범주로는 부분 통제 구문과 완전 통제 구문이 

있다(Landau 2000, 2004, 2008, Wurmbrand 2001, Bianchi 2003, Cinque 2006, Grano 2012 

등). 이 두 구문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a. *John met at 6. 

b. *The chair gathered during the strike. 

c. *Mary applied together for the grant.  (Landau 2000, (1), p. 27) 

(19)는 동사나 부사가 문장에 쓰일 때 단수가 아닌 복수의 논항을 요구하는 경우

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요소들이 통제 보어에 사용되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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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어의 영주어와 연결이 될 경우, 통제어가 단수라면 다음과 같이 비문이 될 것이

라고 예측할 수 있다. 

 a. *Johni managed [ _i to meet at 6]. 

b. *The chairi dared [ _i to gather during the strike]. 

c. *Maryi forgot [ _i to apply together for the grant]. (Landau 2000, (2), p. 27) 

 하지만 통제어가 단수인 경우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통제 보어에서 영주어에 의

해 인허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한다. 

 a. The chairi was afraid [ _i to gather during the strike]. 

b. Johni wanted [ _i to meet at 6].   

c. Maryi wondered whether [ _i to apply together for the grant]. (Landau 2000, (3), p. 27) 

 Landau (2000, 2004)는 이렇게 (21)과 같이 통제 보어의 영주어가 단수의 통제어

를 포함한 복수로 해석될 수 있는 구문을 부분 통제 구문이라고 부르고, 이를 필

수 통제 구문의 하위 범주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와 대

비되는 (20)과 같은 구문, 즉 통제 보어의 영주어가 통제어와 완전히 일치해야 하

는 구문을 완전 통제 구문이라고 불렀다.  

 Landau (2000, 2004)는 이렇게 두 종류의 필수 통제 구문이 존재한다는 것은 두 

구문이 서로 다른 인허 조건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부

분 통제 구문의 구분은 근본적으로 통제 동사의 종류를 통해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Landau 2000, 2004, 2008, 2013, Grano 2012, Pearson 2013 등).  

 완전 통제 동사(Exhaustive control verbs) (Landau 2000, (29), p. 38) 

a. 함축(implicative) 동사: dare, manage, make sure, bother, remember, get, see fit,  

     condescend, avoid, forget, fail, refrain, decline, neglect, force, compel.  

b. 시상(aspect) 동사: begin, start, continue, finish, stop, resume.  

c. 양상(modal) 동사: have, need, may, should, is able,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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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통제 동사(Partial control verb) (Landau 2000, (29), p. 38)  

a. 사실성(factive) 동사: glad, sad, regret, like, dislike, hate, loath, surprised, sorry 

b. 명제(propositional) 동사: believe, think, suppose, imagine, say, claim, assert, affirm,  

    declare, deny.  

c. 소망(desiderative) 동사: want, prefer, yearn, arrange, hope, afraid, refuse, agree,  

    plan, aspire, offer, decide, mean, intend, resolve, strive, demand, promise,  

    choose, eager. 8   

d. 의문(interrogative) 동사: wonder, ask, find out, interrogate, inquire, guess,  

    contemplate, deliberate, understand, know, unclear.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에서도 부분 통제 구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Madigan 2006, 2008b, Lee 2009, Park 2011 등).  

 *철수가 (서로) 모였다. 

 (2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어에서도 ‘모이다’ 동사는 복수의 논항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동사가 특정 통제 보어에 사용되는 경우 통제어가 단수라 하

더라도 정문으로 판단되는 필수 통제 구문이 존재한다(Madigan 2006, 2008b, Lee 

2009, Park 2011 등).. 

 a. 철수i-는 영희j-에게 [ _j
+ 학교에 6시에 모이-라]-고 말했다/명령했다/타일렀다 

 /요구했다/충고했다/권고했다. 

b. 철수i-는 영희j-에게 [ _i+j+ 학교에 6시에 모이-자]-고 말했다/설득했다 

 /제안했다/요청했다/권고했다/부탁했다. 

c. 철수i-는 영희j-에게 [ _i
+ 학교에 6시에 모이-겠-다]-고 말했다/약속했다 

 우선 ‘철수’가 동아리 회장이고 ‘영희’가 부회장인데 이 둘이 언제 동아리가 모

                                                        
8 (23)의 동사 중 일부는 엄 히 말해서 통제 동사라고 할 수 없는 것도 있다. 하지만 Lan-

dau (2000)은 엄격한 의미의 필수 통제 구문만이 아니라 동명사형 등을 포함해서 넓은 의

미의 통제 구문을 형성할 수 있는 동사를 기술한 것이다. 또 한국어의 경우는 소망 동사

에 ‘명령하다’, ‘제안하다’, ‘설득하다’와 같은 동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4장의 각주 2에서 더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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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있다는 문맥을 가정하고 이 예문을 살펴보자 이러

한 문맥에서는 (25)의 모든 예시들의 영주어는 모두 복수 집단인 ‘동아리’로 해석

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는 ‘의향절’ 통제 구문의 경우에는 통제 보어의 영주어가 

모두 통제어를 포함한 복수집단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것은 

부분 통제 구문의 가장 주요한 특성이기도 하다. 그리고 사용된 통제 동사가 모두 

일종의 소망동사라는 것도 Landau (2000, 2004)의 기준을 충족시킨다. 

 하지만 Madigan (2008b)은 Pak (2006)과 그 이후의 논의를 따라 ‘의향문’이 하나

의 통사적인 구조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을 한 부류의 필수 통제 구문으

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구조적인 특성이 

(25)가 부분 통제 해석(partial control reading)이 가능한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요소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즉, 각 의향문이 내포절에 나타나는 경우 부분 통제 환경

(partial control context)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은 동사

의 부류보다는 통제 보어의 속성에 따라 부분 통제 구문이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다. 

 이러한 방식의 구분은 분열 통제 구문과의 차이를 더 정확하게 보여 줄 수 있

다는 장점도 있다. Landau (2000)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통해 분열 통제 구문과 부

분 통제 구문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 Johni proposed to Maryj [ _i+j to meet each otheri+j at 6]. [분열 통제 구문] 

b. Johni wanted [ _i+j to meet (*each otheri+j) in the hall].  [부분 통제 구문]  

 위의 예시에서 보이듯이 분열 통제 구문의 영주어는 국부적 상호사인 ‘each oth-

er’를 인허할 수 있지만 부분 통제 구문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Landau는 이러한 차

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분열 통제 구문의 영주어는 실질적

으로 두 통제어와 동시에 통제 관계를 가지므로 복수의 개체로 인식되지만, 부분 

통제 구문은 영주어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적인 복수(semantic plural)’에 의해서 인

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사적인 복수 논항으로 기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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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이러한 차이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를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통제 동사의 

차이로 보았다. 즉 분열 통제 구문을 인허할 수 있는 통제 동사가 따로 존재하고, 

또 부분 통제 구문과 어울릴 수 있는 동사 부류도 따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의 부분 통제 구문과 분열 통제 구문은 이러한 구분에 문제가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16c)와 (25b)에서 보이듯이 의향법 어미 ‘-자’가 통제 보어에 

나오는 경우 통제 동사와 상관 없이 분열 통제 해석과 부분 통제 해석이 동시에 

가능하다. 특히 (25b)의 경우 분열 통제 해석은 기본적으로 부여되면서 영주어가 

통제어인 주절의 주어와 목적어를 모두 포함하는 집단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어의 특징은 통제 보어의 속성을 

통해서 각 필수 통제 구문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때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 Landau (2000)는 부분/필수 통제 구문

의 가장 중요한 구분 요소를 통제 동사의 부류와 그에 따른 다양한 의미적 현상

에서 찾아 설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Landau (2000)의 기본 가정과 한국어의 통제 

보어에 의한 설명이 얼마나 잘 연결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25)에 나와 있는 모든 동사들은 모두 명제/소망 동사로서, Landau (2000)의 

분류를 따르면 부분 통제 동사인 (23)에 속한다. 따라서 특정 통제 보어와 동사 

부류와의 연관성을 통해 (25)가 Landau (2000)가 가정한 부분 통제 구문의 인허 조

건을 만족시킬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구문은 이러한 연관성에 대해서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철수i-는 영희j-를 [ _j
+ 학교에 6시에 모이]-도록 설득했다. 

 다시 한번 철수’가 동아리 회장이고 ‘영희’가 부회장이고 이 둘이 언제 동아리

가 모일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하지만 (27)처럼 통제 보

어로 ‘도록’ 절이 사용되면, 동일한 문맥이었던 (25)와 달리 부분 통제 해석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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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지 않는다. ‘도록’ 절을 통제 보어로 가지는 구문이 필수 통제 구문이라면, (27)

의 자료는 ‘도록’ 통제 구문이 그 중에서도 완전 통제 구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부분 통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존재하기는 한다. 

즉 ‘도록’ 보어의 행동주가 일종의 집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러한 해석은 많은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하는 것은 통제어가 ‘대격’을 받지 않은 경우이다. ‘도

록’ 통제 구문의 경우 통제어가 여격을 받으면 비-필수 통제 해석이 더 쉬워진다.9 

 문맥: 영희의 할아버지가 위독하셔서 영희의 어머니가 영희의 담임 선생님에

게 영희가 빨리 집에 가야 한다고 설득했다. 

a. ?어머니i-가 [영희j의 선생님]k-에게 [ _j 집에 가]-도록 설득했다. 

b. *어머니i-가 [영희j의 선생님]k-를 [ _j 집에 가]-도록 설득했다.  

 위의 예문에서 보이듯이, 여격의 통제어가 나오면 문맥에 따라 영주어를 직접적

으로 성분통어하지 못하는 ‘영희’가 통제 보어의 행동주로 나타나는 해석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대격의 통제어가 나왔을 때에는 가능하지 

않다. 이는 통제어가 여격을 받으면 비-필수 통제 해석이 더 쉬워진다는 것을 보

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여격의 통제어가 나올 경우,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일종의 부분 통

제 해석이 일어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 

 ?(?)철수i-는 영희j-에게 [ _j
+ 학교에 6시에 모이]-도록 설득했다. 

 그러나 이 구문을 필수 통제 구문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특히 이 구문이 필수 통제 구문이 아니라면 부분 통제 해석이 나온다 하더

라도 이는 우연하게 나타나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

나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과의 차이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9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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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i-은 빌j-에게 [그j-와 메리-가 함께 떠나]-도록 설득했다.          

        (Kim 1995, Gamerschlag 2007에서 재인용) 

 위와 같은 구문은 실제로 내포절의 주어가 통제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종의 

부분 통제 해석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문은 단지 우연에 의

해서 나타난 해석일 뿐이지 실질적인 부분 통제 해석으로 볼 수는 없다. 부분 통

제 해석은 그 정의상 필수적으로 통제어와 공지시 하는 가운데 통제어를 포함한 

집단의 해석이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맥: 영희의 집이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일손이 필요한데 필요 인원을 구하지 

못해서 영희가 힘들어하고 있었다. 게다가 동아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부회

장인 영희는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동아리의 회장인 철수는 영희

에게 영희는 못 가지만 약간 무리를 하면 동아리에서 철수 자신을 포함한 세 

명 정도는 이사를 도우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철수i-가 영희j-에게 [ _i
+ 세 명(-이) 집에 가-겠-다]-고 약속했다. 

 (31)은 ‘의도/의지’의 의미를 가지는 양상소 ‘-겠-’이 사용된 구문인데, ‘도록’ 통

제 구문과 다르게 실질적으로 부분 통제 구문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통제어는 

단수인데, 통제 보어의 주격이 있는 유동 양화사(floating quantifier)에서 알 수 있듯

이 영주어는 복수 개체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부

분 통제 구문이 형성되어야만 한다.10 (31)이 부분 통제 구문이라는 것은 부분 통

제 해석이 되기 위해서 내포절의 영주어에 통제어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문맥: 영희의 집이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일손이 필요한데 필요 인원을 구하지 

못해서 영희가 힘들어하고 있었다. 게다가 동아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부회

장인 영희는 집에 가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때 동아리의 회장인 철수는 영희

에게 철수 자신은 못 가지만 약간 무리를 하면 동아리에서 영희를 포함한 세 

                                                        
10 Landau (2000)가 분석한 영어의 경우와 달리 한국어는 영주어가 통사적인 복수 논항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4.6절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2. ‘도록’ 통제 구문과 ‘의향절’ 통제 구문의 특성  29 

 

명 정도는 이사를 도우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철수i-가 영희j-에게 [ _+ 세 명(-이) 집에 가-겠-다]-고 약속했다. 

 (32)는 (31)이 부분 통제 구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부분 통제 구문이 

필수 통제 구문의 일종이라면 영주어는 필수적으로 통제어를 포함해야 하므로 ‘철

수’가 꼭 포함되어야 하는데 (32)는 이러한 해석과 충동을 일으켜서 비문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29)와 같은 문장이 (31)이나 (32)와 같은 제약을 필수적으로 받는지 생

각해 보아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제약을 받는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29)에서 부분 통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30)과 같은 우연

히 강한 문맥을 통해서 나오는 유사 부분 통제 해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27)처럼 대격의 통제어가 나왔을 때에도 부분 통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경우 역시 실질적인 부분 통제 해석인지 여부를 

유의해서 따져보아야 한다. 우선 부분 통제 해석이 나오는 통제 보어의 사건이 실

질적인 ‘행위(action)’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27)에서 영주어를 

구성하는 집단의 개개인들이 실질적으로 학교로 이동해서 6시에 모이는 행위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다(Jackendoff & 

Culicover 2003). 

 이러한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실질적인 행위로서의 해석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에는 다른 요소에 의해서 유사 부분 통제 해석이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

히 (27)에서 영주어를 어느 정도 집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 제보자들도, 실질

적인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부분 통제 해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부분 (27)

을 일종의 ‘허락’의 의미가 함의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허락’ 해석은 다음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7)의 유사 부분 통제 해석: ‘철수’가 노력을 해서 설득 끝에 영희에 의해서 

동아리 모임을 6시에 학교에서 가지는 것을 허락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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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허락’의 의미가 필수 통제 해석에 함의되는 상황은 실질적인 부

분 통제 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이와 유사한 환경과 통제 전이(control shift) 

현상의 연관성이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다(Jackendoff & Culicover 2003, Uegaki 2011 

등).  

 a. Jimi asked Mary [ _i to be allowed to get himself a new dog]. 

b. The childreni persuaded the teacher [ _i to be allowed to leave early. (Uegaki 2011) 

 (34)는 통제어가 목적어에서 주어로 바뀌는 대표적인 통제 전이 현상으로서, 목

적어 통제 구문에서 통제 보어에 ‘허가’와 관련된 해석이 나타나면 이때 통제어가 

주어로 바뀌는 현상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33)의 해석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

다고 볼 수 있다. (33)의 해석은 결국 허락을 받은 것이 ‘영희’가 아니라 ‘철수’가 

된다는 점에서 (34)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물론 (27)이 위에서 논의한 통제 전이 

현상과 완전히 같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허가/허락’의 의미가 첨부

되면 통제 전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때 실질적으로 영주어가 연결되는 통제

어가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제 전이의 입장에서 (33)의 해석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때 PRO의 통

제어는 ‘철수’이고, 통제 보어는 ‘동아리 사람들’이 모이는 사건이 허락을 받는 사

건으로 전이되며, ‘동아리 사람들’이라는 집단은 단지 허락과 관련된 문맥을 통해

서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해석은 실질적인 부분 통제 해석이 아

닌 특이한 해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11  

 또한 이때 (27)에서 ‘동아리 사람들’이라는 집단이 모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모이는 사람들 안에 필수적으로 ‘영희’가 포함되어야 하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한

다. 만약 ‘영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는 부분 통제 

해석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27)의 경우, 실제로 ‘영희’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지 

않아도 (33)의 해석이 가능하다. 

                                                        
11 통제 전이가 일어난 구문을 필수 통제 구문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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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목적어에 대한 ‘허락’의 의미가 나오는 경우도 유사 부분 

통제 해석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행위 보다는 단지 주어가 통제어에게 허락이나 

허가의 의미를 주는 경우로의 해석은 ‘도록’ 통제 구문에서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문맥: 교장 선생님은 이번에 우승한 축구부의 축하연을 어디에서 열지 고민하

고 있었다. 축구부 학생들은 모두 대강당에서 전교생들과 같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전교생이 모이는 것보다 축구부끼리 축하연

을 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고심 끝에 교장 선생님은 교감 선생님을 불러서 대

강당에서 축하연을 가지자고 지시했다. 

교장 선생님은 교감 선생-?(?)에게/-??을 대강당에서 모이도록 지시했다. 

 위와 같은 경우 대격을 지닌 통제어가 사용되더라도, 문장이 더 안 좋기는 하지

만 축구부의 모든 인원이 대강당에서 모인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실질적인 부분 통제 해석으로 보기는 어렵다. 문맥에 

의해서 주어지는 집단이 축구부원이기 때문에 ‘모이다’의 주어가 복수가 될 수 있

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문장은 교장 선생님이 교감 선생에게 특정 사건에 대한 허

가를 내린 해석이 주가 될 뿐, 모이는 실질적인 행위를 함의하지는 않는다. 게다

가 만약 이 문장이 부분 통제 구문이라면 통제어인 교감 선생이 모이는 대상에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강당에서 열리는 축하연에 교감 선생이 꼭 참여해

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도록’ 통제 구문에서 일종의 유사 부분 통제 해석이 충분히 일어날 수

는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 실질적인 행위가 있는지, 필수적으로 통제어가 내

포절의 집단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면 ‘도록’ 통제 구문이 부분 통제 

해석을 허가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의향절’ 통제 구문은 ‘도록’ 통제 구문과 

달리 실질적인 부분 통제 해석의 의미를 잘 만족시킨다. 특히 (25)와 같은 예는 

실질적으로 모이는 행위를 함의하며, 영주어가 지칭하는 집단에 통제어가 필수적

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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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이때 한국어의 두 필수 통제 구문에서 전자를 완전 통제 구문으로, 후

자를 부분 통제 구문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Landau (2000)의 논

의처럼 부분/완전 통제 구문을 동사 부류에 의해서 구분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통제 보어의 속성을 통해서 구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도록’ 통제 구문은 ‘설득하다’를 포함해서 다양한 명제/소망 동사가 통제 

동사로 사용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논의되었다. 다음은 Park (2011)이 ‘도록’ 

통제 구문에 사용되는 통제 동사 목록으로 제시한 것이다. 

 제안하다, 충고하다, 명령하다, 권고하다, 설득하다, 부탁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등.  (Park 2011：152). 

 하지만 이들 동사는 Landau (2000) 식의 구분으로 보면 모두 부분 통제 동사여

야 한다. 따라서 ‘도록’ 통제 구문은 Landau (2000) 식의 완전/부분 통제 구문의 구

분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즉, ‘도록’ 통제 구문이 완전 통제 구문이라면, 

완전/부분 통제 구문의 구분도 주절 동사의 부류보다는 통제 보어의 속성을 통해

서 구분해야 함을 보여준다.  

 다음 절에서는 완전/부분 통제 구문에 대한 기존 이론을 살펴보고 이들이 ‘도록’ 

통제 구문의 특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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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완전/부분 통제 구문의 구분에 대한 선행연구와  

문제점 

2.2.1. 일치작용(Agree) 기반 이론: 통제 보어의 시제와 완전/부

분 통제 구분 

Landau (2000, 2004)는 완전 통제 구문과 부분 통제 구문의 구분이 통제 동사의 

의미 부류와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각각의 동사들이 

가지는 내포절, 즉 통제 보어가 가지는 시제의 특성이 이 두 구문의 구분에서 가

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a.*Yesterday, John began to solve the problem tomorrow.  [완전 통제 구문] 

b. Yesterday, John hoped to solve the problem tomorrow.  [부분 통제 구문] 

                  (Landau 2000:57) 

 Landau는 (37)과 같은 차이를 통해서 완전 통제 구문의 경우는 통제 보어가 주

절의 시제와 구분될 수 없지만 부분 통제 구문의 경우는 통제 보어의 시제가 주

절의 시제와 구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이러한 차이가 두 필수 통제 구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내포절인 영주어인 

PRO가 통제어와 통제 관계(control relation)을 가지게 되는 방식의 차이로 환원될 

수 있다고 보았다. 

Landau (2000, 2004)는 PRO와 통제어 사이의 관계가 일치작용(Agree; Chomsky 

2000, 2001)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보았다.12 특히 이러한 일치작용이 일어날 수 있

는 환경을 PRO가 인허될 수 있는 환경으로 보고, 이를 통제 보어의 C-T 층위가 

가지고 있는 자질들의 특성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일치작용에 바탕을 
                                                        
12 정확하게 말하면 Landau (2000, 2004)는 Chomsky (2000, 2001)의 Agree와 약간 개념이 다르

게 일치작용을 정의하고 사용해서 이에 대한 표기를 ‘AGREE’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차이는 이 논문의 내용에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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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접근을 Landau (2004)의 논의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Landau (2004)는 통제 동사가 CP를 자신의 보어로 선택한다고 보고, 이때 통제 

동사에 따라서 선택되는 CP 보어의 C-T 층위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다고 보았

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Landau는 통제 보어의 T가 시제와 관련된 [T] 자질과 

형태론적인 일치 자질 즉, [AGR]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경우에 이 

두 자질은 ‘+’나 ‘–’값을 가지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렇게 ‘+’나 ‘–’의 값에 따라 

결정되는 각 자질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T]의 경우는 주절의 시제와 독립적인 통제 보어만의 시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Landau (2004)는 그렇다고 해서 [-T]가 시제적인 의미를 

완전히 결여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Landau는 Stowell (1982)에서 시작된 주장

을 따라 인상 구문의 T는 완전히 시제성을 결여하고 있지만 필수 통제 구문의 경

우는 일종의 시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입장에서 [-T]인 경우에도 주

절의 시제에 대용적인(anaphoric) 시제, 즉 일종의 의존적 시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AGR] 자질의 경우는 순수하게 형태론적인 자질로 다양한 파이-자

질들의 묶음(bundle)이라고 보고, 이들이 [+AGR]이면 형태적으로 일치 자질이 실

현되는 것이고, [-AGR]이면 외현적으로 일치 자질이 실현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

다. 

  Landau (2004)는 이러한 두 자질의 조합을 통해서 언제 PRO가 인허되고, 또 일

치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 T의 자질 조

합에 따라 특별한 [R(eferential)] 자질이 부여될 수 있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은 

규칙을 제시하였다. 

 R-부여 규칙(R-assignment Rule ) (Landau 2013, (13)) 

For X0 [αT, βAGR] ∈ {I0, C0...}: a. ∅ ---> [+uR] / X0[  ], if α=β= + 

              b. ∅ ---> [–uR] / elsewhere 

 간단히 말해서 통제 보어의 T에 명세된 [T]와 [AGR]이 모두 + 값을 가지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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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 자질이 부여되고,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uR]자질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uR]이 명세된 T의 자질 조합: [+T, +AGR, +uR] 

b. [-uR]이 명세된 T의 자질 조합 

  (i)  [+T, -AGR, -uR] 

  (ii) [-T, +AGR, -uR] 

  (iii) [-T, -AGR, -uR] 

 또한 이때 [uR]자질은 [iR] 자질을 가지고 있는 주어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가정

하였는데, 이 경우 PRO만이 [-iR]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uR]가 부여된 T와 어울릴 

수 있고, 나머지의 일반적인 명사구들은 모두 [+iR] 자질을 가지게 되어서 통제 보

어에는 사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R]이 부여된 요소들은 모두 재귀적

(reflexive)인 성격을 가지게 되어서 적절한 선행사와 일치작용을 가져야 한다고 보

았다. 바로 이러한 일치작용이 바로 통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통

제 보어의 T가 가진 자질 명세의 조합으로 통제어와 PRO가 일치작용을 가지게 

되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Landau (2004)는 이에 더해서 [-R]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T]의 값에 따라서 일치작용이 일어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보

았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andau (2004)는 Reuland (2001) 등의 선행 연구를 따라서 재귀적인 성격을 가진 

문법요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결속자(binder)로 기능하는 것은 선행사인 DP가 아

니라 이러한 DP와 일치작용을 가진 기능핵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서 주어인 DP

가 선행사라면 이와 일치작용을 가진 T가 실질적인 결속자가 되고 목적어인 DP가 

선행사라면 이와 일치작용을 가진 v가 결속자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필

수 통제 구문에서도 실질적인 결속자는 통제어와 일치작용을 가진 기능핵 T나 v

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T나 v에 의해서 통제 보어 내의 [-R]을 가진 

요소가 일치작용을 가지게 되면 필수 통제 해석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Landau (2004)의 이론에서 [-R] 자질은 T 자체와 PRO 두 요소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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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고 있게 되므로 이 둘 모두 적절한 결속자와 일치작용을 가져야 한다. 그

리고 Landau (2004)는 이 두 요소가 일치작용을 가지게 되는 방식의 차이가 바로 

부분 통제 구문과 완전 통제 구문을 구분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Landau는 우선 Pesetsky & Torrego (2001)을 따라서 T가 시제 자질을 가지고 있으

면 C의 [-T] 자질을 점검(checking)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T to C 이동을 하게 된

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통제 보어의 경우에도 [+T]가 명세된 T는 C로 이

동해야 하지만 [-T]가 명세된 T는 C로 이동할 수 없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38)에 

의해서 [-R]이 부여된 세 가지 가능한 (39b)의 T의 자질 조합 중에서 (39b)(i)의 경

우에서만 T가 C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T가 C로 이동

하면 이때 결속자인 T/v는 국부성 조건(locality condition)을 따라 PRO보다 더 상위

에 있는 C와 직접적인 일치작용을 가지게 되고, 이때 PRO는 C와 일치작용을 통

해 통제어와 연속적인(cyclic) 일치작용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

나 이와 달리 [-T]값을 가지고 있어서 T가 C로 이동하지 않은 경우는 결속자가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PRO와 직접적으로 일치작용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13 이를 

간략하게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 C 통제 구문  (Landau 2013, (15)) 

   

b. PRO 통제 구문 (Landau 2013, (14)) 

  

                                                        
13  Landau (2000)는 이러한 일치작용이 국면 불침투 원리(phase impenetrability condition; 

Chomsky 2001, 2004, 2008)을 어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면(phase)의 문자화(Spell-out)는 다

음 강 국면(strong phase)이 형성된 이후에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Landau (2004)에서는 필수 통제 구문의 통제 보어인 CP를 강 국면이 아니라 약 국면(weak 

phase)라고 가정함으로써 국면 불침투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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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Landau (2000, 2004)는 이때 (40a)만이 부분 통제 해석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Landau는 우선 부분 통제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PRO의 복수 

자질이 일반적인 복수자질이 아니라 특수한 ‘의미적 복수 자질(semantic plural fea-

ture, 지금부터 [SP] 자질로 지칭)’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집단으로 인식되는 명사가 통사적으로는 복수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하

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다. 

 a.  The committee met at 6. 

b.  The committee ate together at 6. 

c. *The committee saw each other at 6. 

d. *The committee became members of the new club. 

 ‘committee’와 같은 명사는 (41a, b)에서 보이듯이 복수의 주어를 필요로 하는 

‘meet’과 같은 동사나 ‘together’와 같은 부사와는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41c, d)

에서 보이듯이 통사적인 복수와 연결이 되는 상호사와 연결될 수 없고, 또 직접적

으로 복수를 나타내는 DP와 연결될 수 없다. Landau (2000)는 이런 복수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SP]와 같은 자질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

고 다음 (42)에서 보이듯이 부분 통제 구문의 PRO도 이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

는 점에서 착안하여, PRO가 [SP] 자질을 가지는 경우 부분 통제 해석이 가능하다

고 주장하였다.14 

 a. *(John told Mary that) he wanted to see each other at 6. 

b. *(John told Mary that) he wanted to become members of the new club. 

 그리고 Landau (2000)는 이러한 [SP] 자질은 통제어와 상관 없이 C는 독립적으로 

가질 수 있지만 PRO는 독립적으로 가질 수 없다고 가정했다. 이를 위해서 우선 

[SP] 자질은 DP에 부여되는 경우는 ‘+/–’값만을 가질 수 있지만 기능핵에 부여되

                                                        
14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Landau (2000)는 이러한 면에서 부분 통제 구문이 실질적인 복수

로 PRO가 사용되는 분열 통제 구문과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

우는 PRO가 부분 통제 구문에서도 실질적인 복수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4.6

절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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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는 ‘+/-/ø’값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DP의 일종인 PRO는 [+SP]나 

[-SP]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PRO가 통제어와 직접적으로 일치작용을 가진다고 본다면, 통제어가 [-

SP] 자질을 가진 단수일 때 부분 통제 해석을 위해 PRO가 [+SP] 자질을 가지는 

경우 자질 불일치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완전 통제 해석만이 가

능하게 된다. 

 그러나 Landau (2000)는 PRO와 통제어의 일치작용이 C를 통해서 중재되면 이러

한 불일치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전술한 것처럼 C는 기능핵이므로 [øSP]의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는 이러한 SP 자질을 미명세된 SP라고 보고, 이 미명세된 

SP는 [+SP]나 [-SP] 모두와 양립 가능하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만약 C가 PRO와 

통제어의 일치작용을 중재해 줄 수 있다면, 통제어가 [-SP]를 가졌는데 PRO가 

[+SP]를 가지고 태어나더라도 자질 불일치 없이 ‘통제어-C-PRO’ 간의 일치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C 통제 구문인 (40a)가 부분 통제 구문에 대

응하고 PRO 통제 구문인 (40b)가 완전 통제 구문에 대응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Landau (2000, 2004)의 이론은 부분 통제 구문과 완전 통제 구문이 

‘도록’ 보문의 T가 가진 [+/-T] 자질에 의해서 구분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37)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완전 통제 동사는 주절과 내포절의 

사건이 서로 대용되어서 시제상으로 분리될 수 없지만, 부분 통제 동사는 내포절

이 독립적인 시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 둘의 분리가 가능해진다 

 또 Landau의 이론은 통제 보어의 구조만을 보면 완전 통제 구문과 부분 통제 

구문이 완전히 동일하므로 PRO가 인허될 수 있는 환경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단지 T의 자질 명세만를 통해서 완전/부분 통제 구문의 인허 환경을 설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록 Landau (2000, 2004) 이론이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지만, ‘도록’ 통제 구문을 

설명할 수는 없다. 앞에서 확인하였듯이 ‘도록’ 통제 구문은 완전 통제 구문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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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보인다. 

 ??철수가 영희-를 6시에 학교에 모이-도록 설득했다. 

 하지만 이때 사용되는 통제 동사인 ‘설득하다’는 Landau (2000)의 구분을 따르면  

‘부분 통제 동사’여야 하므로 (43)이 부분 통제 해석을 인허할 수 있어야 하겠지만, 

사실과는 다르다. ‘설득하다’는 Landau (2000)의 분류에서 보면 ‘소망 동사’로 분류

되어야 하고 다음 (44)에서 보이듯이 주절의 사건과 내포절의 사건이 동일한 시점

에 일어날 수 없는 동사이다. 이 경우 ‘도록’ 절의 사건은 ‘설득’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야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일주일 전에, 철수가 영희-를 3일 후에 학교를 떠나-도록 설득했다. 

 이는 Landau (2000, 2004)의 입장에서 보면 내포절에 독립적인 시제인 [+T]가 존

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Landau의 설명은 왜 (43)에서 부분 통제 

해석이 나타날 수 없는지 설명할 수 없다. 

또한 한국어의 ‘의향절’ 통제 구문의 경우, ‘설득하다’를 포함하여 ‘소망’의 의미

를 지닌 동사들과 함께 나타났을 때 부분 통제 해석이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

다. 

 a. 일주일 전에, 철수i-는 영희j-에게 [ _i
+  3일 후에 학교에서 모이-겠-다]-고  

  말했다/약속했다.  

b. 일주일 전에, 철수i-는 영희j-에게 [ _j
+ 3일 후에 학교에서 모이-라]-고  

  말했다/명령했다/타일렀다/요구했다/충고했다/권고했다. 

c. 일주일 전에, 철수i-는 영희j-에게 [ _i+j
+ 3일 후에 학교에서 모이-자-고  

  말했다/설득했다/제안했다/요청했다/권고했다/부탁했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도록’ 통제 구문의 특성과 (45)의 존재는 Landau (2000, 2004)

의 주장과 달리 완전 통제 구문과 부분 통제 구문이 서로 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시에 통제 보어의 T가 가진 시제 자질을 통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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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은 ‘도록’ 통제 구문과 ‘의향절’ 통제 구문의 차이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점

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2.2.2. 의미에 기반한 통제 이론과 완전/부분 통제 구분 

Jackendoff & Culicover (2003)는 그들이 제시한 의미 기반 통제 이론(semantic 

based control theory)에 기반하여 부분 통제 동사가 모두 일종의 ‘의도’와 관련이 있

다는 의미적 기준을 통해서 완전/부분 통제 구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Jackendoff & Culicover (2003)는 필수 통제 구문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인 필수 

통제 구문(unique control)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내포절이 행위 사건이어야 하고, ‘의도(intent)’, ‘당위(obligation)’, ‘요구(request)’ 등의 

의미를 가진 통제 동사가 사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이 만

족되면 개념 구조(conceptual structure, Jackendoff 1990)에서 통제 보어의 행위자를 

적절한 의미역에 따라서 주절의 논항에서 선택하여 필수 통제 해석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본 가정에서 Jackendoff & Culicover (2003)는 Searle (1995)의 집단적 의

도(collective intention)라는 개념을 받아들였다. 이는 여러 구성원들이 가진 의도가 

결론적으로 하나의 공동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탁자를 옮기는 사건’이 있는 경우 한 명은 길을 치우고, 한 명은 기존의 탁자를 

치우고, 한 명이 탁자를 옮긴 상황에서 세 명이 행한 행위는 모두 다르고, 또 직

접적으로 탁자를 옮긴 사람은 한 명뿐이지만 이들의 모든 행위는 탁자를 옮기기 

위한 하나의 공동의 의도로 포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Jackendoff & Culicover (2003)는 통제어가 내포절의 사건과 관련

된 집단적 의도를 대표할 수 있는 환경에서 부분 통제 해석이 일종의 유형강제

(coercion)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는 당연하게도 ‘의도’의 

의미를 결여하고 있는 통제 동사들은 완전 통제 구문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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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Jackendoff & Culicover (2003)의 이론은 Landau (2000, 2004)가 포착한 시제

와 완전/부분 통제 구분의 연관성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서 ‘의도’와 관련된 행위는 언제나 ‘의도’가 일어난 시점보다는 후행해야 하므로 

Landau (2000, 2004)가 중시한 내포절의 시제의 독립성을 포착할 수 있다.  

 또 복수의 의미가 통사 구조가 아니라 개념 구조에서 일종의 유형 강제로 부여

되므로 왜 부분 통제 해석이 일어나는 경우 통사적인 ‘복수’ 해석이 나타나지 않

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마지막으로 Jackendoff & Culicover (2003)는 ‘의도’라는 개념을 통해서 내포절의 

사건이 언제나 통제어의 자발적인 의지(volition)와 관련된 ‘행위’여야 한다고 지적

하고 있다. 이는 부분 통제 구문의 경우 통제어는 자발적인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개체여야 한다는 것과 통제 보어와 관련된 사건이 언제나 ‘행위 사건’이어야지 절

대 ‘상태’와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부분 통제 구문의 속

성을 잘 포착한다. 

 a. The chair hopes to disband soon after calling a vote. 

b.??The chair hopes to disband soon in reaction to a bomb threat. 

c. Hildy told me that she wants to form an alliance. 

d.??Hildy told me that she wants to constitute an alliance. 

                (Jackendoff & Culicover 2003) 

 (46a)와 (46b)를 대조하면 부분 통제 동사인 ‘hope’의 경우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

와 관계 없는 사건을 통제 보어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

게 (46c)와 (46d)를 대조하면 부분 통제 동사인 ‘want’의 경우 어떤 의도와 관련된 

행위와 상관이 없는 사건이 통제 보어로 나오는 경우 문법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한국어의 부분 통제 구문의 특징과도 잘 어울

린다.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의 경우도 통제 보어에 절대 통제어의 실질적

인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문장은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42  한국어 필수 통제 구문 연구 

 

 a. #철수가 영희에게 예쁘-라-고 명령했다/말했다. 

b. #철수가 영희에게 (키가) 자라-라-고 명령했다/말했다. 

c. #철수가 영희에게 예쁘-자-고 설득했다/말했다. 

d. #철수가 영희에게 (키가) 자라-자-고 설득했다/말했다. 

e. #철수가 영희에게 예쁘-겠-다-고 약속했다/말했다. 

f. #철수가 영희에게 (키가) 자라-겠-다-고 약속했다/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Jackendoff & Culicover (2003)의 이론도 여전히 ‘도록’ 통제 구문이 

왜 완전 통제 구문인지 설명할 수 없다. 다음에서 보이듯이 ‘도록’ 통제 구문도 실

질적인 의도가 결여된 사건과는 사용이 불가능하다.15 

 a. #철수가 영희-를 예쁘-도록 설득했다. 

b. #철수가 영희-를 (키가) 자라-도록 설득했다.  

그리고 2.2.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은 모두 통제 보어의 사건이 주절 사건보다 

후행해서 일어나야 하므로 시제적인 특성에서도 모두 Jackendoff & Culicover (2003)

가 제시한 부분 통제 구문의 기준을 만족시킨다.  

 그러므로 Jackendoff & Culicover (2003)의 의미에 기반한 설명은 왜 (49)에서처럼 

‘도록’ 통제 구문이 완전 통제 구문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철수-가 영희-를 6시에 학교에 모이-도록 설득했다.. 

                                                        
15 2.1.2.3절에서 간략하게 논의하였듯이 ‘도록’ 통제 구문의 경우는 통제 보어의 사건이 완

전한 행위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문장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의향문’이 통제 보

어로 나오는 부분 통제 구문에서는 통제 보어의 사건이 완전한 행위 사건이 되어야 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2.1.2.3절에서 다룬 ‘도록’ 통제 구문에서 나오는 확

장의미도 기본적으로는 통제 보어의 사건이 가지는 실질적인 행위 사건에 의거해서 나오

는 의미이다. (48)에서 볼 수 있듯이 의지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는 사건이 아닌 

이상 ‘도록’ 통제 구문의 통제 보어에 사용될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아니라면 ‘허락’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즉 ‘도록’에서 어느 정도 확장된 의미가 나타난다고 해서 

본 소절에서 다룬 논의를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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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기능적 재구조화와 완전/부분 통제 구분 

 재구조화(restructuring)는 일반적으로 한 문장에 동사가 두 개가 나오지만 복문이 

아닌 ‘단문’의 성격을 보이는 문장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다(Rizzi 1978, 

1982, Napoli 1982, Rosen 198, Wurmbrand 1998, 2001, 2004, Cardinaletti & Shlonsky 2004, 

Cinque 2006, Grano 2012, 등). 이러한 단문성(mono-clausality)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

로 접어 인상(clitic climbing)이 있다. 

  a. Piero verr`a a parlar-ti di parapsicologia 

 b. Piero ti verr`a di parlare di parapsicologia. 

  ‘Piero will come to speak to you about parapsychology.’   (Rizzi 1978, (113)) 

  a. Piero decider`a di parlar-ti di parapsicologia. 

 b.*Piero ti decider`a di parlare di parapsicologia. 

  ‘Piero will decide to speak to you about parapsychology.’  (Rizzi 1978, (113)) 

 (50)과 (51)을 대조해 보면 주절의 동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포절의 동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접어가 주절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정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Rizzi (1978, 1982)는 접어 인상은 절 경계를 넘어서 일어날 수 없

다는 연구를 바탕으로 (50)은 단문적인 성격을 (51)은 복문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50)과 같은 문장에서는 내포절

의 동사가 내포절의 C로 핵이동을 해서 C의 특성을 바꾸어서 전체 문장이 단문성

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현상을 재구조화라고 불렀다.  

 또 (50)에서 보이듯이 이탈리아어에서 이동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come’에 대

응하는 동사는 재구조화를 허용하지만 (51)의 ‘decide’와 같은 명제태도 동사는 재

구조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떠한 동사들이 재구조화 

동사(restructuring verb)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다

(Wurmbrand 2001, Cinque 2006, Grano 2012 등). 즉, 특정한 동사가 주절의 동사로 사

용된 경우에는 문장이 단문의 특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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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동사의 제약에 더해서 Wurmbrand (2001)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에서는 재

구조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cf. Cinque 2006, Grano 2012). 하

나는 재구조화 동사가 의미 즉, 양상, 시상, 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기능핵으로 실

현되는 기능적 재구조화(functional restructuring)이고, 다른 하나는 재구조화 동사가 

일반적인 어휘 동사(lexical verbs)의 성격을 유지하는 어휘적 재구조화(lexical re-

structuring)이다. 그리고 이 구분의 가장 주요한 특징으로서, 기능적 재구조화는 필

수적으로 일어나야 하지만, 어휘적 재구조화는 수의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되어 

왔다(Wurmbrand 1998, 2001, 2004, Boeckx 2004, Cardinaletti & Shlonsky 2004, Bhatt 2005 

등; Cf. Cinque 2006, Grano 2012). 

재구조화의 이러한 특성을 근거로 완전 통제 구문이 재구조화에 의해서 형성된

다는 입장도 존재한다(Wurmbrand 2001, Bianchi 2003, Grano 2012 등). 이들은 Rizzi 

(1978, 1982)식의 이론과 다르게 재구조화된 구조는 처음부터 단문으로 주절의 재

구조화 동사가 CP가 아닌 더 작은 동사구를 직접 보어로 취하는 구조로 본다

(Wurmbrand 2001, Cardinaletti & Shlonsky 2004, Bhatt 2005, Cinque 2006, Grano 2012 등) 

그리고 그러한 입장에서 통제 보어가 일반적인 CP가 아니라 이보다 더 작은 동사

구인 경우에 완전 통제 구문이 형성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Grano (2012)는 

Landau (2000)가 주장한 완전/부분 통제 구분도 이러한 가정에 근거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rano (2012)는 Cinque의 위계(Cinque’s hierarchy; Cinque 1999, 2006)을 받아 들여서 

범 언어적으로 모든 기능핵이 동일한 통사적인 위계를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MoodPSpeech act > MoodPevaluative > MoodPevidential > ModPepistemic > TP(Past) >  

TP(Future) > MoodPirrealis > ModPalethic > AspPhabitual > AspPrepetitive (I) >  

AspPfrequentative (I) > ModPvolitional > AspPcelerative (I) > TP(Anterior) > AspPterminative > 

AspPcontinuative > AspPretrospective > AspPproximative > AspPdurative > AspPgeneric/progressive >  

AspPProspective > ModPobligation > ModPpermission/ability > AspPcompletive > VoiceP >  

AspPcelerative (II) > AspPrepetitive (II) > AspPfrequentative (II)       (Cinque 20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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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위계를 바탕으로 v와 T 사이에 존재하는 기능핵과 의미적으로 대응되

는 동사들, 즉 양상, 이동, 함축. 시상과 관련된 의미를 가진 동사들만이 기능적 

재구조화를 겪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동사 부류들이 (53)에서 보이듯이 

Landau (2000)가 주장한 완전 통제 동사 부류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지적하였다. 

 완전 통제 동사: T > Aspinceptive (begin 등) > Modobligation (have to 등) >  

                Aspsuccess (manage 등) > Aspconative (try 등) … 

 그리고 다음 (54)의 예시에서 보이듯이 Landau (2000)가 분류한 부분 통제 동사

는 모두 T보다 상위의 기능핵과 의미상 대응된다고 보았다. 

 부분 통제 동사: MoodPSpeech act (claim, promise, order, persuade 등) >  

                ModPepistemic (wonder, ask 등) … > T  

 즉, Grano (2012)는 기능적 재구조화가 일어날 수 있는 동사만이 완전 통제 구문

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분은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특

징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Grano (2012)는 재구조화가 어휘 동사가 의미적으로 대응되는 기능핵에 삽

입되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어휘 동사가 삽입된 기능핵이 재구조화 동사

가 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두 가지의 이론적인 함의를 가진다. 우선 T 위의 

기능핵과 관련된 어휘적 재구조화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Cinque 2006, 

Grano 2012). 그리고 어휘 동사가 적절한 기능핵에 삽입된다 하더라도 재구조화 동

사, 정확하게 말하면 기능적 재구조화 동사(functional restructuring verb, 이하 FRI-동

사라고 지칭)의 본질은 기능핵이므로 어떤 논항도 독립적으로 도입(introduce)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Grano (2012)는 FRI-동사는 인상 동사적인 속성을 가질 수 밖

에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Grano는 기능적 재구조화 구조는 완전한 인상 구조가 

될 수 없고 FRI-동사는 주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정은 기능적 재구조화로 완전 통제 구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특히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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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이다. 만약 FRI-동사가 단순하게 인상 동사라면 어떻게 완전 통제 구문이 통

제 해석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Grano는 

‘want’16와 같은 명제태도 동사(attitude verb)나 ‘try’와 같은 시상 동사(aspectual verb)

도 FRI-동사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동사들의 경우 예를 들어 ‘want’ 같은 동사는 

자신의 소망 세계의 태도 담지자(attitude holder)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

고, ‘try’ 같은 동사는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시도’의 주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Grano는 이러한 정보를 기능핵에 넣기 위해서 일반 어

휘 동사가 삽입되는 경우 FRI-동사의 의미에 맞게 일종의 유형 변환(type shifting)

을 일어난다고 보았다.   

 a. 예) ‘try’의 유형 변화 (Grano 2012)17 

    (i)  어휘 동사 try : [[try]]= λP<ϵt>λx.λe.try(P)(x)(e)  

    (ii) FRI-동사  try’ : [[try’]]= λP<ϵt>λe.try(P)(xd)(e) 

b. 예) ‘try’가 삽입될 수 있는 기능핵: try가 가진 시상 의미, 즉 진행상)과  

    대응하는 의미를 가진 진행 시상핵(Grano 2012). 

 이는 일반 동사가 가지고 있던 논항에 대한 정보가 FRI-동사가 되면서 어휘 의

미에 명세된 변항(variable)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서 Grano (2012)는 이러한 변항 결속은 국부성 조건의 제약을 받아서 

가장 가까운 논항과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FRI-동사

와 변항을 결속한 논항과의 의미적인 관계가 형성되므로 단순한 인상 동사와 다

르게 통제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 하였다. 또 이러한 가정을 통해

                                                        
16  ‘want’가 재구조화 되는 경우 이를 기능적 재구조화로 보는 입장(Grano 2012)과 어휘적 

재구조화로 보는 입장(Hacquard 2006, 2008)이 모두 존재한다. 또 ‘try’의 경우도 Grano는 기

능적 재구조화로 Wurmbrand (2001, 2004)는 어휘적 재구조화로 판단한다. 이와 관련해서 

어휘적 재구조화 동사의 특성에 대해서는 3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를 것이다. 
17 Grano (2012)는 이러한 유형 변화로 왜 기능적 재구조화가 필수적으로 일어나는지 설명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Grano는 (55a)(i)의 의미와 (55a)(ii)의 의미가 동일하다면 더 경

제적인 구조인 단문을 형성하는 (55a)(i)이 언제나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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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Grano (2012)는 왜 T 아래에 위치하는 기능핵 만이 FRI-동사가 될 수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FRI-동사가 T 아래에 위치한다고 가정

해 보자. 그렇다면 이때 FRI-동사의 변항을 결속하는 것은 (56a)와 같이 주어가 되

어야 할 것이다.  

 FRI-동사의 변항 결속 

a. T 아래의 FRI-동사          b. *T 위의 FRI-동사 

      

 하지만 Cinque (2006)의 위계를 따르면 이 위에는 직접 대화 문맥과 연결된 기능

핵이 존재하며, 이 기능핵은 직접 대화 문맥의 화자를 논항으로 가지고 있다

(Hacquard 2006, 2010). 이 경우 만약 FRI-동사가 T 위에 위치한다면 (56b)처럼 직접 

대화 문맥의 화자가 FRI-동사의 변항을 결속하게 될 것이고 이는 일반적인 FRI-동

사의 의미와 어울리지 않는다. (55)의 ‘try’나 ‘want’와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FRI-동사는 언제나 문장의 주어와 연결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를 따르면 

FRI-동사가 T 아래의 기능핵으로 한정된다는 위계적 제약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Grano (2012)의 논의를 따르면 기능적 재구조화 구조는 기능핵이 vP를 통

제 보어로 가진 단문이 된다. 

  완전 통제 구문과 부분 통제 구문의 구분 

a. 완전 통제 구문: John tried to get an A. 

  [CP1 [TP1 John(통제어)1 [T’ T [AspectP try(FRI-동사) [vP t1 v [VP get an A]]]]]] 

b. 부분 통제 구문: John hoped to get an A. 

  [CP2 [TP2 John(통제어)2 [T’ T [vP t2 v [VP hope [CP1 [TP1 PRO1 T [vP t1 v [VP get an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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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Grano는 (57a)와 같은 구문이 완전 통제 구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

고 이와 다르게 부분 통제 구문은 (57b)처럼 기능적 재구조화가 일어나지 못하여 

PRO를 포함한 CP를 통제 보어로 가지는 경우에 형성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Grano (2012)의 이러한 구조적인 설명은 완전 통제 해석과 부분 통제 해석의 설

명에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가진다. 우선 (57a)에서 보이듯이 재구조화 구조에서는 

통제어 자체가 통제 보어의 행동주가 되어야 하므로 부분 통제 해석이 가능 하려

면 ‘John’과 같은 명사구가 단수이면서 동시에 복수로 해석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

생한다. 즉, 재구조화 구조에서 완전 통제 해석만이 가능한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Wurmbrand 2001, Grano 2012 등). 하지만 부분 통제 구문은 (57b)

에서 보이듯이 PRO가 존재하므로 PRO의 속성상 부분 통제 해석이 가능하다고

(Landau 2000, Madigan 2008b, Kratzer 2009, Grano 2012 등) 설명할 수 있다. 

 Grano (2012)의 완전/부분 통제 구분의 일반화 

a. 완전 통제 구문을 형성할 수 있는 동사는 재구조화가 일어나야 한다. 

b. 부분 통제 구문은 기능적 재구조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경우에 PRO를  

  포함한 CP가 통제 보어로 나오는 경우 형성될 수 있다. 

이에 더해서 Grano (2012)는 (57a)의 구조가 또 다른 완전 통제 구문의 특성도 포

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다음 다음과 같은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완전 통제 동사와 CP 보어 

a. *John had [that he would get an A].    modal  

b. *John managed [that he got an A].    implicative 

c. *John started [that he got an A].     aspectual   (Grano 2012, (25)) 

 부분 통제 동사와 CP 보어 

a. John was shocked [that he got an A].   factive 

b. John claimed [that he got an A].     propositional 

c. John wondered [how he would get an A]. interrogative 

d. John wished [that he would get an A].  desiderative  (Grano 20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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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에 보이듯이 완전 통제 구문은 통제 동사가 CP를 보어로 가질 수 없지만 

(60)에서 보이듯이 부분 통제 구문에서는 가능하다. (59)의 구조는 이러한 차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Grano (2012)의 입장에서는 (60)의 동사와 다르게 (59)의 동사

는 모두 v와 T사이에 위치하는 ‘기능적 재구조화를 필수적으로 겪어야 하는 기능

핵’이므로 동사구(v(V)P)를 보어로 가져야지 CP를 직접 보어로 가질 수 없는 것이

다.  

 이와 함께 Grano (2012)는 다음과 같이 완전 통제 구문에서 내포절에 주어가 외

현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이유도 (57a)의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a. *John managed (for) Bill to solve the problem.   implicative 

b. *John began (for) Bill to solve the problem.       aspectual 

c. *John had (for) Bill to solve the problem.      modal  (Grano 2012, (34)) 

 이는 FRI-동사가 일종의 인상 동사라는 특징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FRI-동사의 경우는 기능핵으로서 자신만의 논항을 가지지 못하고, 

FRI-동사의 보어가 가지는 논항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변항이 결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61)과 같이 내포절에 주어가 외현적으로 나타나 있으면 FRI-동사가 자신

의 의존 변항을 이동을 통해서 만족 시켜줄 논항을 가질 수 없게 된다. 더군다나 

FRI-동사는 (61)에서 주절의 주어로 나타나는 논항을 스스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

도 없다. 따라서 (61)의 비문법성이 쉽게 설명된다. 

 이론 내적으로도 Grano (2012)의 주장은 많은 장점이 있다. 우선 Grano의 주장은 

Landau (2000)가 주장한 완전/부분 통제 구분을 설명하면서도 ‘시제’ 관계가 아니라 

기능핵의 구조로 설명해서 한국어와 같이 비-동시적 시제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완

전 통제 구문이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완전 통제 구문과 부분 통제 

구분이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어와 같이 완전 통제 

구문과 부분 통제 구문이 서로 다른 통제 보어를 가지는 경우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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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Grano (2012)식의 이론 역시 ‘도록’ 통제 구문을 설명하는 데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 ‘도록’ 통제 구문이 형성될 수 있는 통제 동사들은 Grano (2012)의 분

류에서도 부분 통제 동사에 속한다. 즉 Grano의 입장에서는 기능적 재구조화가 일

어날 수 없는 T 위에 존재하는 기능핵에 대응되는 동사들인 것이다. 이는 왜 부분 

통제 동사로 분류되던 동사들과 함께 ‘도록’ 통제 구문이 형성될 수 있는지 설명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61)과 관련된 논의는 목적어 필수 통제 구문이 완전 통제 구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도록’ 통제 구문과 같이 목적어 통제 구문이 기

능적 재구조화에 의해서 형성된다면 FRI-동사의 보어는 vP가 되어야 하고 이때 

이 vP 외부 논항은 통제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어 이외의 외부 논

항이 태도 담지자로서 필요하다. 

  DP1 (태도 담지자)   FRI-동사 [vP  DP2 (통제어)   V  DP1] 

 여기서 Grano (2012)의 입장을 따르면 DP2가 필수적으로 T의 지정어 위치로 이

동하여 FRI-동사의 변항을 결속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목적어 통제 구문의 경우

는 이러한 구조가 성립될 수 없다. FRI-동사의 보어가 가진 논항이 아니라 독립적

인 태도 담지자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FRI-동사는 스스로 자신의 외부

/내부 논항을 가질 수 없으므로, 목적어 필수 통제 구문인 ‘도록’ 통제 구문에서 

어떻게 주절의 주어가 나타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는 목적

어 필수 통제 구문이면서 완전 통제 구문인 ‘도록’ 통제 구문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18 

                                                        
18 이러한 입장에서 Grano (2012)는 목적어 통제 구문은 완전 통제 구문이 될 수 없다고 주

장하고, 설령 완전 통제 구문처럼 기능하는 구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구문은 예

외격 표지 구문(ECM construction)의 변이형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Grano

의 주장은 어떻게 ECM 구문이 통제 해석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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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명제태도 문맥과 완전/부분 통제 구분 

 Landau (2013)는 Landau (2000, 2004)가 R-부여 규칙과 같이 이론 내적으로 설명되

기 어려운 특별한 규칙에 의존해서 필수 통제 구문을 설명한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통제 보어의 비-동시적인 해석이 T와 관계 없이 다른 양상소 등 다른 이유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다는 점(Grano 2012, Wurmbrand 2013)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

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완전/부분 통제 구문에 대한 

새로운 구분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andau (2013)는 부분 통제 구문이 명제태도 문맥(attitude context)을 이루는 명제

태도 동사에서만 일어난다는 관찰에 기초해서, 명제태도 동사의 특징을 통해서 완

전 통제 구문과 부분 통제 구문을 구분하려고 시도하였다. 일반적으로 명제태도 

동사는 믿음, 지식과 관련된 동사들이나 소망, 의도의 의미를 가진 동사를 의미한

다. 그리고 이러한 동사들은 일반적으로 내포절의 사건/명제에 대한 진리 조건을 

태도 담지자의 믿음/소망 등과 관련된 가능 세계에서 판단하는 동사로 알려져 왔

다. 

 a. 철수가 영희가 집에 있다고 믿었다. 

b. 철수가 영희가 집에 있기를 원했다. 

 우선 (63a)을 살펴보자. 이 경우 위와 같이 ‘믿다’와 같은 명제태도 동사가 사용

된 문장의 진리 조건은 실제로 ‘영희가 집에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해석되지 않

고 철수의 모든 믿음 세계(doxastic world)에서 ‘영희가 집에 있는 명제’가 참인 경

우에 정문으로 판단된다(Hacquard 2006, von Fintel & Heim 2012, Anand & Hacquard 

2013 등). 이와 유사하게 (63b)도 ‘철수’의 모든 소망 세계(bouletic world)에서 영희

가 집에 있다면 문장이 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철수’처럼 믿음이나 소망

의 세계를 가지는 개체를 태도 담지자라고 부르고 명제태도 동사가 사용된 문장

에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맥, 즉 태도 담지자의 믿음/소망 세계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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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맥을 명제태도 문맥이라고 한다.19  

이러한 특징 때문에 명제 태도 문맥은 현실 세계와 관계없이 가능 세계를 구성

한다. 따라서 한정 표현(definite description)이 한 개체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

을 때에도, 그 둘이 가상 세계 내에서는 완전히 동일한 개체인지를 언제나 확신할 

수 없게 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Landau (2013)은 이 같은 특징을 통해서 명제태도 

동사와 그 외의 동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Bill’이 오래 전에 알고 있던 친구인 ‘Ralph’가 ‘Bill’의 사무실에 ‘새로운 상사’로 

오게 되어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64a)와 같은 명제태도 문맥에서는 적절한 함

의 관계가 발생하지 않지만, (64b)와 같은 비-명제태도 문맥에서는 함의 관계가 성

립한다. 

 a. Bill imagined Ralph jogging in the park.  

 ⇏ Bill imagined the new boss jogging in the park.   

b. Bill saw Ralph jogging in the park. 

 ⇒ Bill saw the new boss jogging in the park.  (Landau 2013, (16)) 

 이렇게 동일한 개체를 지칭하는 표현이 사용되어도 (64a)에서만 완전한 함의관

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때의 한정 표현이 de re/de dicto 중의성을 지닌다

는 점을 보여준다. 현실 세계에서 ‘Ralph’와 ‘새로운 상사’는 동일한 개체로 인식

되지만(de re), 가능 세계에서는 이 두 개체가 서로 다른 개체로 인식될 수 있는 것

이고(de dicto), 후자의 해석은 명제태도 문맥에서만 가능하다. 즉, 이러한 de dicto 

해석 때문에 (64a)에서는 함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예시에서 보이듯이 Landau (2000) 이래 부분 통제 동사로 분류되던 동사들은 모두 

(64a)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19 명제태도 동사의 의미와 명제태도 문맥의 특성에 대해서는 3장과 4장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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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통제 동사: 명제태도 문맥  

a. 소망 동사: Bill planned to meet Ralph soon. 

      ⇏ Bill planned to meet the new boss soon. 

b. 명제 동사: Bill pretended to be Ralph. ⇏ Bill pretended to be the new boss. 

c. 의문 동사: Bill asked where to take Ralph for lunch.  

      ⇏ Bill asked where to take the new boss for lunch. (Landau 2013, (18))20 

 그러나 완전 통제 동사로 분류되던 동사들은 모두 (64b)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 

 완전 통제 보어: 비-명제태도 문맥  

a. 양상 동사: Bill should greet Ralph. ⇒ Bill should greet the new boss. 

b. 시상 동사: Bill started to talk to Ralph. ⇒ Bill started to talk to the new boss. 

c. 판단 동사: It was rude of Bill to ignore Ralph.  

       ⇒ It was rude of Bill to ignore the new boss.  (Landau 2013, (17)) 

 즉, (65)와 (66)을 대조하면 명제태도 문맥을 통한 완전/통제 통제 구분이 타당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Landau (2013)는 명제태도 문맥이 형성되는 상황에서는 

부분 통제 구문이 형성되고 그 외의 환경에서는 완전 통제 구문이 형성된다고 주

장한 것이다.21 이 차이를 Landau (2013)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a. 완전 통제 구문: PRO는 통제어와 직접적으로 통제 관계를 맺는다. 

b. 부분 통제 구문: PRO는 명제태도 문맥을 통해서 통제어와 통제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서로 구분되는 통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Landau는 필수 통제 구문

의 영주어는 PRO이며 PRO는 최소 대명사(minimal pronoun, Kratzer 2009 등)라고 보

았다. 또 이와 함께 PRO는 필수적인 이동하여 도착점의 자매성분(sister)을 속성

                                                        
20 사실성 동사와 함축 동사의 구분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배제하도록 하겠다. 나

머지 동사 부류의 특성만 가지고도 Landau (2013)의 기본 의도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21  실질적으로 어떻게 명제태도 문맥에서 부분 통제 구문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는 4.6절

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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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으로 만드는 특징(Chierchia 1989, Pearson 2013 등)도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속성인 ‘PRO와 그 자매 성분’이 일종의 명제태도 문맥과 주술관계를 맺게 

되면 부분 통제 구문이 형성되고 통제어와 직접적으로 주술관계를 맺을 때 는 부

분 통제 구문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주술관계가 이루어지는 대상의 차이

에 따라 완전/부분 통제 구분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Landau (2013)의 주장은 부분 통제 구문의 특성을 잘 설명해 준다는 점에

서 많은 장점을 가진다. 특히 부분 통제 구문의 경우 PRO는 명제태도 문맥의 화

자나 청자에 필수적으로 공지시 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a. 철수i-가 영희j -에게 [PROi/*j*arb 집에 가-겠-다]-고 약속했다 

b. 철수i-가 영희j -에게 [PROj/*i/*arb 집에 가-라]-고 명령했다.. 

 예를 들어 (68a)의 경우 통제 보어의 영주어가 PRO라면 이때 PRO는 ‘철수’와만 

공지시 될 수 있는데, 이때 ‘철수’는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이다. 이러한 문장은 

‘철수’가 ‘자신이 집에 가면 좋겠다’는 의도를 일종의 발화 행위를 통해서 ‘영희’

에게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이 문장의 참/거짓은 철수의 소망 세계

(bouletic world)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을 뿐 실제 세계에서는 판단될 수 없는 것

이다. 이와 유사하게 (68b)에서도 PRO와 공지시되는 ‘영희’는 명제태도 문맥의 

‘청자’에 대응한다  

 이러한 설명은 왜 통제 보어에 따라서 통제어 선택이 달라지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명령문의 경우는 행동주가 명제태도 문맥의 ‘청자’

로 정해지므로 이러한 특징이 통제 보어에서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고 약속문과 

관계된 구문의 경우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가 영주어와 연결되게 되는 것도 설명

할 수 있는 것이다(Pak et al. 2007, Madigan 2008b, Park 2011 등).22 

 그러나 명제태도 문맥이 없는 경우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이때 

                                                        
22 Landau (2013)이 가진 이외의 장점은 4.5.2절에서 Landau의 이론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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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는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 청자와의 관계 없이 통제어와 직접적으로 주술관계

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문이 바로 완전 통제 구문에 대응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Landau (2013)의 설명은 완전 통제 구문과 부분 통제 구문이 Landau 

(2000, 2004)의 논의처럼 단순히 내포절의 자질 명세와 이에 따른 일치작용이 일어

나는 방식의 차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구조적인 차이에 의해서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구조가 만들어 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

고 두 구문의 차이를 본질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잠정을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여전히 ‘도록’ 통제 구문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

다. ‘도록’ 통제 구문이 형성되는 통제 보어도 여전히 모두 명제태도 동사이기 때

문이다. 

 제안하다, 충고하다, 명령하다, 권고하다, 설득하다, 부탁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등.  (Park 2011：152). 

 (69)에서 제시한 동사들은 모두 일종의 ‘소망/의도’의 명제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음의 예문에서도 이와 같은 의미가 그대로 유지 된다. 

 철수i-가 영희j -에게 [PROj/*i/*arb 집에 가]-도록 설득했다. 

 이때 영희는 명제태도 문맥의 청자에 대응하고, 또 이 문장은 현실 세계에 기반

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Landau (2013)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 통제 구

문은 모두 명제태도 문맥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Lan-

dau (2013)의 기본 가정에서는, ‘도록’ 통제 구문을 완전 통제 구문으로 본다고 했

을 때 이 ‘도록’ 보어가 명제태도 문맥과 상관없이 통제어와 직접적인 통제 관계

를 가지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즉 Landau (2013)의 설명은 많은 

장점을 가지지만 여전히 통제 동사의 의미적인 특성을 위한 분류이고, 이는 ‘도록’ 

통제 구문의 특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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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정리 및 제안 

 지금까지 완전/부분 통제 구분에 대한 다양한 이론을 살펴보면서 기존의 이론들

은 한국어의 ‘도록’ 통제 구문이 완전 통제 구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론이 동사 부류를 통해서 이 두 구문을 구분하려고 시도

했다. 하지만 한국어의 완전 통제 구문인 ‘도록’ 통제 구문은 그들의 기준에서 부

분 통제 구문을 형성하는 것으로 분류되는 동사들과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

다.  

 또한 동사 부류를 통해 구분하는 방식은 한국어에서 왜 부분 통제 구문과 완전 

통제 구문이 서로 다른 구조로 형성되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지 못하였다. 이와 관

련해서 Grano (2012)나 Landau (2013)의 논의가 어느 정도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그

들의 설명은 모두 ‘도록’ 통제 구문이 왜 ‘의향절’ 통제 구문과 다른 구조로 형성

되어야 하는지 설명하지는 못하였다 

 즉, 기존의 이론은 한국어의 부분 통제 구문과 완전 통제 구문이 왜 완전히 다

른 구조로 형성되어야 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웠고, 또 ‘도록’ 통제 구문의 통제 보

어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기에 이 구문이 완전 통제 구문과 연결되는지도 설명할 

수 없었다. 게다가 ‘도록’ 통제 구문의 형성 조건과 관련된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만약 동일한 동사 부류에서 완전 통제 구문과 부분 통제 구문이 모두 

형성될 수 있다면, 부분 통제 구문이 실현되는 환경에 대해서도 더 정확한 논의가 

필요하다. 기존의 시제를 이용한 접근이나 ‘의도’ 등에 주목한 의미적인 접근은 한

국어의 부분 통제 구문이 어떻게 ‘도록’ 통제 구문과 다른지에 대한 근원적인 차

이를 설명해 주지 못하므로, 부분 통제 구문이 형성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논의

도 새롭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도록’ 통제 구문과 ‘의향절’ 통제 구문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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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완전 통제 구문과 부분 통제 구문에 중점을 두고 이들 구문이 가지는 통

제 보어의 ‘구조적인 특징’을 통해서 각각의 필수 통제 환경을 설명하려고 한다. 

이 논문의 입장에서 필수 통제 환경은 넓은 의미로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필수 통제 환경: 통제 보어의 구조적인 특징에 의해서 통제 보어의 주어가  

            필수적으로 주절의 논항(들)과 공지시 되어야 하는 구조. 

 한국어처럼 다양한 다양한 통제 보어가 존재한다면, 이에 따라서 각 구문의 경

우 필수 통제 환경이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논문은 한국어의 필수 

통제 구문 중 ‘도록’ 절이 통제 보어로 나오는 완전 통제 구문과 ‘의향문’이 통제 

보어로 사용되는 부분 통제 구문의 구조/의미적인 특징을 자세히 논의하고 이를 

통해서 필수 통제 환경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려 한다. 

 a. ‘도록’ 통제 구문은 완전 통제 구문으로 어휘적 재구조화(lexical restructuring) 

  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서 형성된다. 

b. ‘의향절’ 통제 구문은 부분 통제 구문으로 PRO가 인허될 수 있는 환경에서  

  형성된다. 

 특히 이러한 구조적인 환경에서 왜 필수 통제 해석이 강제되어야 하는지를 통

제 보어의 속성을 통해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통제 보어의 속성에 의해 통제 보

어의 주어로 나타나는 영주어의 속성이 결정되고, 또 동일한 위치에 인허될 수 있

는 명사구들의 특성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각 필수 통제 구문의 영주어는 통제 보어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한국어의 두 필수 통제 구문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우선 3장에서 ‘도록’ 통제 구문이 어휘적 재구조화를 통해서 완전 통제 구문이 된

다는 것을 보이고, 왜 이 경우에 어휘적 재구조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논

의를 통해서 완전 통제 구문의 인허 환경을 새로이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4장에

서 부분 통제 구문이 인허될 수 있는 환경을 명제태도 문맥과의 관계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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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하고, 이때 PRO와 de se/te 해석의 연관관계를 통해서 부분 통제 구문이 인

허될 수 있는 환경을 다시 정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두 구문을 비교하고 대

조하면서 어떻게 유사한 동사 부류에서 두 구문이 서로 배타적으로 존재할 수 있

는지 논의하고, 이 두 구문의 인허 환경을 비교·대조하여 한국어에서 두 필수 통

제 구문이 형성되는 필수 통제 환경을 통제 보어가 지니는 특성을 통해서 설명할 

것이다. 



 

 

3. 한국어 완전 통제 구문:  

‘도록’ 통제 구문을 중심으로 

 3장에서는 한국어의 ‘도록’ 통제 구문이 완전 통제 구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도록’ 통제 구문의 다양한 

통사/의미적 특성을 제시하고, ‘도록’ 통제 구문이 ‘어휘적 재구조화(lexical restruc-

turing)’에 의해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특히 어휘적 재구조화의 중요

한 특성인 수의성(optionality)과 단문성(mono-clausality)을 이용해서 ‘도록’ 통제 구

문의 다양한 변이형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각 변이형이 가지는 다양한 통

사/의미적 특징을 비교/대조한다. 다음으로 어휘적 재구조화 동사(lexical restructur-

ing verb)가 자기 자신의 내부 논항을 가질 수 없다는 논의를 받아들여 어휘적 재

구조화의 유사-인상 구문적 성격(raising-like property)이 ‘도록’ 통제 구문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어휘적 재구

조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왜 부분 통제 동사로 구분되는 

명제 태도 동사들에서 완전 통제 구문이 형성될 수 있는지 논의할 것이다. 

3.1. ‘도록’ 통제 구문의 특성 

 2장에서 보았듯이, 한국어의 ‘도록’ 통제 구문의 경우 완전 통제 구문으로서의 

성격을 보이면서 부분 통제 구문과 동일한 통제 동사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문맥: 동아리의 회장은 자신을 뺀 모든 동아리의 인원이 6시에 학교로 와서 

모이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을 부회장인 영희에게 말했다. 

a. ??회장i-이 영희j-를 [ _j
+ 6시에 학교에 같이 모이]-도록 설득했다. 

b. (?)회장i-이 영희j-에게 [ _j
+ 6시에 학교에 같이 모이-라]-고 명령했다. 

 실질적으로 모든 인원이 ‘이동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6시에 학교에 모이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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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sodic meaning)로 한정해서 본다면, 이때 ‘도록’ 통제 구문은 부분 통제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도록’ 통제 구문이 완전 통제 구문이라는 

것은 이론 내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2장에서 간략히 정리하였듯이 지금까

지 완전/부분 통제 구문의 구분은 주절의 통제 동사의 부류나 그에 따른 내포절의 

‘시제상’의 특성을 통해 연구되어 왔다(Landau 2000, 2004, 2008, Pearson 2013 등). 하

지만 (1)은 이러한 기준에 반례가 되는 구문이다. 우선 명제/소망 동사는 Landau 

(2000)의 구분에 따르면 부분 통제 동사여야 한다. 그렇다면 왜 완전 통제 구문인 

‘도록’ 통제 구문이 부분 통제 동사라고 구분되는 동사와 함께 형성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완전/부분 통제 구문을 구분하는 가장 주요한 요소

를 내포절, 즉 통제 보어의 특성으로 보는 것이 한국어 필수 통제 구문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면 이는 각각의 통제 보어가 가진 구조적

인 특징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Landau (2000, 2004)에서 제시한 것

과 같이 단순히 시제/일치 자질의 명세와 그에 따른 도출과정의 차이로 완전/부분 

통제 구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고, 이 두 구문이 완전히 서로 다른 구조로 이루

어져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2장에서 언급한 이론들 중 완전 통제 

구문은 재구조화에 의해서 도출된다는 입장과 더 어울린다.  

 하지만 Grano (2012)식의 기능적 재구조화에 의한 설명은 ‘도록’ 통제 구문과 같

은 목적어 필수 통제 구문을 설명하는 데 문제가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한국어

의 ‘도록’ 통제 구문이 ‘어휘적 재구조화’에 의해서 도출된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한다. 특히 ‘도록’ 통제 구문이 보이는 몇 가지 통사/의미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

한 특징을 보이면서 ‘도록’ 통제 구문이 완전 통제 구문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도록’ 통제 구문이 어휘적 재구조화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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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도록’ 통제 구문의 변이형과 그 특징 

3.1.1.1. ‘도록’ 통제 구문의 변이형 

 ‘도록’통제 구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

히 이 구문은 통제어의 격과 어순에 따라서 다양한 변이형태를 가진다고 주장되

어 왔으며, 이러한 특성에 기반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Monahan 2003, Polinsky 

et al. 2007, Park 2011 등). 

 a. 철수가 영희-를 회사에 지원하도록 설득했다.   [ACC1] 

b. 철수가 영희-가 회사에 지원하도록 설득했다.   [NOM] 

c. 철수가 회사에 지원하도록 영희-를 설득했다.   [ACC2] 

d. 철수가 영희-에게 회사에 지원하도록 설득했다.  [DAT]1 

 이러한 변이형들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논의된 내용은 각각의 변이형들이 필수 통제 구문인지 비-

필수 통제 구문인지 구분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 (2a)의 [ACC1]은 지금까지 

‘도록’ 통제 구문의 변이형을 다룬 모든 연구에서 필수 통제 구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변이형들에 대한 설명은 각기 다르다. 우선 Monahan (2003)은 

[ACC1]과 [NOM]만을 다루면서 (3)의 예문을 통해 이 두 구문이 인상 구문과 구분

되어야 하고 모두 필수 통제 구문이라고 주장하였다. 

 a. *철수가 돌-이/을 떨어지-도록 설득했다.  [NOM/ACC1] 

b. 철수가 돌-이 떨어진-다고 믿었다.     [인상 구문]  

                 (Monahan 2003, (10), (11)) 

 (3a)에서 보이듯이 [ACC1]과 [NOM]에서는 주절의 통제 동사와 주격/목적격을 

가지는 논항 사이에 ‘선택 제약’이 존재한다. 즉 실제 행동주로 기능할 수 없는 

                                                        
1 각 구문의 명칭은 [DAT]를 제외하고 Polinsky et al. (2007)의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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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항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3b)에서 보이듯이 인상 구문에서는 주

격/대격을 가지는 논항에 대해서 주절의 동사가 아무런 선택 제약을 가지지 못한

다. 이러한 차이는 통제 구문과 인상구문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논

의되어 왔다(Chomsky 1981, Sag et al. 2001, Davis & Dubinsky 2004 등).2 특히 Monahan 

(2003)은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ACC1]과 [NOM]을 모두 필수 통제 구문으로 

보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Hornstein (1999)이 제시한‘이동기반 통제 이론’을 받

아들였다.  

 Hornstein (1999)과 그 이후의 논의들(Hornstein 2001, 2003, Boeckx et al. 2010, Horn-

stein & Polinsky 2010 등)은 필수 통제 구문에서 내포절에 영주어가 존재하지 않고 

인상 구문과 유사하게 논항 이동으로 필수 통제 구문이 형성된다고 설명하고 있

다. 특히 Hornstein (1999)은 의미역 기준(theta criterion, Chomsky 1981)을 부정하고 

인상 구문과 통제 구문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상 구문에서 이동은 격 

실현을 위해 일어나지만 통제 구문의 경우는 의미역 자질(theta-role feature)의 점검

을 위해 일어나고 결론적으로 통제어가 두 개의 의미역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Monahan (2003)은 [ACC1]을 다음 (4a)에서 보이듯이 이동으로 연결된 

                                                        
2 Monahan (2003)은 다음의 예시 (i)과 같이 ‘도록’ 절 내부가 피동화 되었을 때 두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도 [ACC1]이 통제 구문이라는 증거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인상 구문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주절의 동사가 통제어 사이에 의미역 관계가 있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i) 철수는 영희를 수영이를 인터뷰 하도록 설득했다. 

   ≠ 철수는 수영이를 영희에게 인터뷰 받도록 설득했다.  (Monahan 2003, (8)) 

(ii) 철수는 영희가 수영이를 만났다고 믿었다. 

   = 철수는 수영이 영희에 의해 만나졌다고 믿었다.    (Monahan 2003, (9)) 

이때 (i)의 경우는 확실히 철수에게 설득 당하는 사람이 ‘영희’에서 ‘수영’으로 바뀌므로 

통제어가 주절에 의해서 의미역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ii)는 문장의 수용성

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i)과의 대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피

동과 관련된 논의를 이용할 때 조심해야 한다. 우선 한국어의 피동이 논항 이동과 관련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어 지-’와 관련된 현상을 피동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cf. Lee 2001). 또 ‘하다’와 ‘되다/받다/당하다’와 같이 경동사의 변화를 통사

적 피동으로 보는 것도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피동’과 관련된 논의

를 배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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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항 사슬(A-chain)에서 사슬의 머리(head)가 외현적으로 실현된 구문으로 보았다. 

 a. [ACC1]: DP2  DP1(Θ1,Θ2)-를  [CP DP1(Θ1)-가  V1]-도록 V2 

 

b. [NOM]: DP2 DP1(Θ1,Θ2)-를  [CP DP1(Θ1)-가  V1]-도록  V2 

 

 그리고 [NOM]은 (4b)처럼 논항사슬의 꼬리(tail)가 실현된 역전 통제(backward 

control; Polinsky & Potsdam 2002 등) 구문으로 분석하였다.3  

 Park (2011)도 이와 유사하게 [ACC1]과 [NOM]이 모두 논항사슬과 연관되어 있

다고 보았다. Park (2011)은 Monahan (2003)과 [NOM]이 도출되는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 적으로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 둘의 관계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달리 [NOM]을 일종의 비-필수 통제 구문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

도 있다. Polinsky et al. (2007)은 [NOM]과 함께 [ACC2]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하면서 

이 둘이 모두 비-필수 통제 구문이라고 주장하였다.4 

 a. 교장 선생님i-은 [ _j//k/l/*i 집에 가]-도록 영희j의 선생님k을 설득했다.  [ACC2] 

b. 교장 선생님i-은 (영희j의 선생님k-을) [그녀j/k/l/*i-가 집에 가]-도록     [NOM] 

  설득했다. 

c. 교장 선생님i-은 영희j-의 선생님k-을 [ _k/*j/*i/*l 집에 가]-도록 설득했다. [ACC1] 

                                                        
3 이렇게 논항 사슬의 꼬리가 외현적으로 실현되는 역전 통제 구문은 이동기반 통제 이론

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Polinsky & Potsdam 2002 등). 
4 Landau (2000)는 필수 통제 구문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 기준(OC-properties)을 제시하였지

만, 이 중에서 생략 시 일어나는 비-엄 (sloppy) 해석과 필수적인 de se/te 해석과 같은 기

준은 ‘도록’ 통제 구문에서 사용하기 어렵다. 한국어의 경우 비-엄  의미를 따지기 위해

서는 ‘그렇-’에 의해 대용된 구문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3.1.1.1절에서 다루

겠지만 [ACC1]의 경우는 ‘그렇-’ 대용어로 ‘도록’ 보어 내부를 대용시키는 것은 구조적으

로 문제가 있다. 또 de se/te 해석의 경우는 이때의 [ACC1]의 경우에 추후에 제시할 구조

에서 알 수 있듯이 통제 보어에 PRO가 없으므로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

는 ‘도록’ 통제 구문에 대해서는 필수/비-필수 구분을 (5)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기준과 추

후에 논의할 단문성과 관련된 특성 위주로 판별하도록 하겠다. Landau의 판단 기준과 관

련한 내용은 4.1절에서 ‘의향절’ 통제 구문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A-Chain 

A-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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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2]는 통제어와 ‘도록’ 보어의 어순이 바뀐 구문으로 ‘도록’ 보어 내부의 영

주어가 통제어에 의해서 성분통어(c-command)되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Cormack & Smith 2004, Choe 2006, Polinsky et al. 2007 등). 이러한 

관점에서 [ACC2]와 [NOM]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5)의 문장들에서 ‘영희의 선생님’이 ‘영희’가 집에 가는 사건에 대한 충분

한 권한이 있는 문맥에서 사용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5a, b)의 경우에서 

보이듯이 [ACC2]와 [NOM]의 경우는 내포절의 주어를 직접적으로 성분통어 하지 

못하는 ‘영희’가 내포절의 주어와 공지시될 수 있다. 즉 ‘영희’가 집에 가는 사건

을 원하는 교장 선생님이 영희의 선생님을 설득하고 있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 가

능하다.  

 그러나 필수 통제 구문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성분통어 관계를 가지지 않는 

논항이 통제어로 기능하는 해석은 나타나지 못한다고 논의되어 왔다(Landau 2000, 

Madigan 2008b, Park 2011). 그리고 이러한 해석상의 제약은 (5c)인 [ACC1]에서 확인

할 수 있다.5  

 또한 ‘영희의 선생님’이 ‘학생들이 집에 가는 사건’에 충분한 권한이 있는 사람

이라는 문맥이 주어지면 [NOM]과 [ACC2]에서는 내포절의 주어가 자의적인 해석

으로 ‘영희가 속해 있는 반의 어떤 학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특이 

증상을 보이는 여학생 한 명’이 영희가 반장인 반에서 발견되어서 교장 선생님이 

그 반의 담임 선생님을 설득하는 문맥에서는 (5a, b)에서는 내포절의 주어가 ‘특이 

증상을 보이는 여학생’을 지칭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문맥을 

주어도 [ACC1]인 (5c)에서는 이러한 해석이 잘 허용되지 않는다. 

 Polinsky et al. (2007)도 이와 유사한 관찰을 통해서 [NOM]과 [ACC2] 모두 실제 

설득된 사람과‘도록’ 보어의 행위자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을 비-필수 통

                                                        
5 ‘설득하다’가 통제 동사로 사용되었을 때 [ACC1]에서 영주어가 나오는 경우에도 비-필수 

통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제보자도 존재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ACC1]과 [ACC2]를 비교

하면서 3.4.3절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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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구문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ACC2]가 비-필수 통제 구문이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Polinsky et al. (2007)은 [ACC2]는 필수 통제 구문인 

[ACC1]에서 어순뒤섞기(scrambling)를 통해 도출되지 않고 (6b)와 같이 완전히 다

른 기저 구조를 가진 구문이라고 주장하였다.6  

 a. [ACC1]: DP2  DP1(Θ1,Θ2)-를  [CP DP1(Θ1)-가  V1]-도록 V2 

                      

b. [ACC2]: DP2  [[ pro     V1]-도록    [DP1-를   V2]] 

c. [NOM]: DP2  [[ DP1-가  V1]-도록    [pro    V2]]7
 

 Polinsky et al. (2007)도 Madigan (2003)이나 Park (2011)과 같이 [ACC1]은 이동에 

의해서 도출된 필수 통제 구문이라고 보았지만 [ACC2]는 통제어에 대응하는 논항

이 주절에 직접 형성된 구문으로 본 것이다. 특히 [ACC2]의 어순을 도출하기 위

해서 Polinsky et al. (2007)은 [ACC2]에서 DP1이 주절 동사(V2)에 보문으로 먼저 결

합하고 ‘도록’ 절이 지정어 위치에 결합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더해서 Polinsky et al. (2007)은 [NOM]의 경우 비-필수 통제 구문이므로 

[ACC1]보다 [ACC2]와 유사한 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때 [NOM]과 [ACC2]의 구분은 주절의 목적어와 내포절의 주어 중 어느 쪽이 pro

로 나타나느냐의 차이로 설명이 가능하고, 또 이러한 pro의 존재는 이들이 비-필수 

통제 구문임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8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DAT]에 대해서도 양동휘 (1984)에서 

                                                        
6  Polinsky et al. (2007)은 발화 읽기 시간(speech reading time)을 바탕으로 한 실험을 통해 

[ACC2]가 어순뒤섞기에 의한 도출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다. 
7 이 경우 주절의 pro와 내포절의 주어가 공지시 될 때에 결속 조건 C(binding condition C)

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둘 사이의 성분통어가 일어나면 안되므로 ‘도록’ 절이 pro의 

위치보다 구조적으로 더 상위에 기저 생성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설명하였다. 
8 Polinsky et al. (2010)은 [NOM]에서 영주어의 해석이 단순히 pro가지는 의미에서 도출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이 논문의 주장과는 큰 관계가 없으므로 더 자

세히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A-Ch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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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통제 구문의 하나로 간주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나온 

다양한 연구에서 [DAT]는 내포절에 주절의 논항이 아닌 다른 개체가 주어로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Cormack & Smith 2004, Gamerschlag 2007, Lee 2009 등). 

 a. 철수i-는 부모들j-에게 [각자j-의 아이-가 숙제를 하]-도록 설득했다.  [DAT] 

                      (Cormack & Smith 2004) 

b. 존i-은 빌j-에게 [그j-와 메리-가 함께 떠나]-도록 설득했다.      [DAT] 

         (Kim 1995, Gamerschlag 2007에서 재인용) 

 (7a, b)는 [DAT]의 경우 내포절에 주격을 가진 독립된 주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주어는 여격을 가진 통제어(에 대응하는) 논항과 필수적으로 공지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9  사실 ‘설득하다’가 사용되면 ‘여격’을 가진 내

부 논항이 나오는 경우 문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

한 경우에도 그 수용성이 완전히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 다음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여격’ 논항이 내부 논항으로 어울리는 통제 동사를 사용하면 이때의 ‘도

록’ 구문은 (7)과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철수i-는 부모들j-에게 [각자j-의 아이-가 숙제를 하]-도록 요청했다  [DAT] 

 명령했다/요구했다. 

b. 존i-은 빌j-에게 [그j-와 메리-가 함께 떠나]-도록 요청했다/요구했다  [DAT] 

 명령했다. 

 특히 지금까지 ‘도록’ 통제 구문에 대해 연구해온 다양한 논문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동사들이 ‘도록’ 통제 구문의 통제 동사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되

어 왔다. 

  

                                                        
9 정확하게 말하면 ‘설득하다’가 통제 동사로 사용된 경우에는 통제어(에 대응하는) 논항이 

대격을 가지는 경우에도 ‘도록’ 보어에 외현적인 주어의 사용이 허용될 수 있다. 이와 관

련해서 3.4.3절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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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하다, 충고하다, 명령하다, 권고하다, 설득하다, 부탁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등.  (Park 2011：152).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8)을 동일하게 ‘도록’ 통제 구문의 변이형으로 볼 수 있

으며, [DAT]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7, 8)의 예문들을 자세

히 살펴보면 통제어와 통제 보어의 주어가 완전하게 공지시하지 않으므로, 엄격하

게 따지면 이를 비-필수 통제 구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7)과 

(8)의 예문들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통제 보어의 주어는 그 일부가 어떤 방식

으로던 통제어와 실질적인 공지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를 완전하게 비-필수 

통제 구문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10 그러나 (7b)나 (8b)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유사 부분 통제 해석이 2.1.2.3절에서 가정한 것처럼 완전 통제 구문인 [ACC1]과 

구분되는 특징이라면 이때 (7)과 (8)은 엄 한 의미에서는 [ACC1]과 구분되는 일

종의 비-필수 구문으로 보아야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면 [DAT]와 관련된 (7)과 (8)의 예문은 Monahan (2003)과 

Park (2011)이 주장한 [NOM]이 역전 통제 구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야

기하게 된다. Gamerschlag (2007)가 이미 지적했듯이 만약 [DAT]에서 주절의 내부 

논항이 pro로 실현된다면 이 구조는 [NOM]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이 예문들은 [NOM]이 [DAT]와 관련이 있는 구문이고 [ACC1]과 관련이 있는 

구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10 Cormack & Smith (2004)는 (7a)를 비-필수 통제 구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동의 의미가 

유형강제(coercion)된 구문으로 보았다. 즉 내포절에 존재해야 하는 사동주(causer)가 주절

에 여격을 가진 논항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7b)나 뒤에 논의할 

(10)에서처럼 내포절의 주어가 주절의 여격 논항과 공지시 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를 

설명하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동의 의미가 가정되어야 하므로 쉽게 확장되기 어려워 

보인다. 또 Cormack & Smith (2004)가 가정하는 ‘사동’의 의미는 이 논문에서 가정하고 있

는 재구조화 구조로도 설명이 가능하므로 이 논문은 이러한 의미에 기반한 통제 분석

(semantic based control)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논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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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와 [NOM]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지적은 [DAT]가 [NOM]과 마찬가지로 비

-필수 통제 구문이라는 점에서 더욱 타당성이 크다. [DAT]가 비-필수 통제 구문이

라는 점은 (10)을 통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a. 교장 선생님i-은 영희j-의 선생님k-에게 [그녀j/k/l/*i가 집에 가]-도록    [DAT] 

  설득했다/요청했다/명령했다. 

b. 교장 선생님i-는 영희j-의 선생님k-에게 [ _j/k/?l/*i 집에 가]-도록 .    [DAT] 

 설득했다/요청했다/명령했다. 

 앞의 [ACC2]와 [NOM]의 경우와 유사하게 ‘영희의 선생님’이 충분한 권한을 가

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10a)를 보면, 통제 보어의 주어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성분

통어 하는 ‘영희의 선생님’ 이외의 해석을 어느 정도 허용한다.11 또 동일한 문맥

에서 (10b)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도록’ 절의 주어로 영주어가 나타나도 [ACC1] 

보다는 (10a)와 비슷한 일종의 자의적인 해석이 상대적으로 잘 허용된다. 그러므

로 [DAT]도 비-필수 통제 구문으로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연구에서 [ACC1]은 필

수 통제 구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구문에 대한 분석은 모두 다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단하게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비-필수 통제 구문으

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NOM]이나 [ACC2]는 이미 Polinsky et al. (2007)에

서 어느 정도 논의한 바 있고, 또 [DAT]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3.1.1.2. ‘도록’ 통제 구문의 변이형과 통제 동사의 특징  

3.1.1.1절에서 간략하게 살펴본 바에 따르면, ‘도록’ 통제 구문의 변이형들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필수 통제 구문인지 여부와, 각 구문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

                                                        
11 Polinsky et al. (2007)은 [ACC2]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내포절에 외현적인 주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3.4.1절에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3. 한국어 완전 통제 구문  69 

 

져 왔다. 그러나 기존의 논의들은 [ACC1]은 모두 필수 통제 구문으로 분석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변이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 왔고, 또 모든 변이형

에 대해서 다루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Monahan (2003)과 Park (2011)은 [NOM]과 [ACC1]의 관계에 대해서 설

명을 시도하고 있지만 나머지 변이형들이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

지는지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Polinsky et al. (2007)은 [ACC2]와 [NOM]이 

[ACC1]과 다른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왜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진 두 구문이 공존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 

[DAT]와 [ACC1]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적절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3.1.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ACC1]만이 필수 통

제 구문이고 나머지 변이형이 모두 비-필수 통제 구문이라면, 기존의 연구들은 각

각의 변이형이 왜 존재하고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못하

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도록’ 통제 구문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왜 

[ACC1]만이 필수 통제 구문인지 설명해야 하고, 동시에 왜 다른 변이형([DAT]/ 

[NOM]/[ACC2])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왜 비-필수 통제 구문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

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2.1.2.3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도록’ 통제 구문이 완전 

통제 구문의 특성을 보인다면, 이는 [ACC1]만이 완전 통제 구문이어야 한다는 것

을 의미하므로 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지도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이형에 대한 설명은 ‘도록’ 통제 구문을 형성할 수 있는 통제 

동사가 가진 특징도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중요성을 띤다. 논의

의 편의를 위해서 관련 동사의 목록을 다시 기술하도록 하겠다. 

 제안하다, 충고하다, 명령하다, 권고하다, 설득하다, 부탁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등.  (Park 2011：152). 

 이 동사들을 2장에서 간략히 살펴본 것과 같이 Landau (2000)가 소망 동사로 분

류한 동사로서, 모두 일종의 ‘간접 대화 문맥’ (혹은 명제태도 문맥)을 형성하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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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동사이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  

 a. 철수i-가 영희j-를 [ _j 학교에 가]-도록 설득했다. 

b. (12a)의 해석: ‘철수(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가 ‘영희(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가 학교에 갔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영희’에게 

          ‘일종의 발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도가 이루어지도록 함. 

 간단히 말해서 ‘설득하다’는 ‘철수’가 ‘영희’에게 일종의 발화 행위를 통해서 ‘’

영희’가 학교에 가면 좋겠다’는 자신의 의도를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러한 ‘설득하다’가 가지는 의미적인 특징은 (11)의 모든 동사들이 공유하는 것이다. 

모두가 화자의 바램을 청자에게 발화를 통해서 전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

문이다. 물론 실질적인 발화 행위가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11)

의 동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내포절은 일종의 소망과 관련된 명제태도 문맥을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명제태도 문맥은 넓게 보면 간접 대화 문맥

처럼 일종의 화자와 청자의 관계로 환원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두 유사

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명제태도 동사가 일종의 발화 행위와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면, 명제태도 

동사의 논항에서 주어는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에, 목적어는 간접 대화 문맥의 청

자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 동사의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

는 전통적인 ‘의미역’보다는 간접 발화 행위를 통해서 논항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논문은 의미역 보다는 간접 대화 문맥에서

의 화자/청자 관계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11)의 동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설득하다’를 제외

한 대부분의 동사들이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에 대응하는 논항에 대격을 부여하

지 못하고 여격만을 부여한다는 것이다.12 

                                                        
12  이때 ‘설득하다’ 이외에도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에 대격을 부여할 수 있는 동사들은 

‘타이르다, 꼬시다 등’ 꽤 많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이러한 동사들의 특성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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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철수는 영희-에게/*를 [그녀가 집에 가-야 한-다]-고 명령했다/제안했다 

   /요청했다/요구했다/충고했다/권고했다/부탁했다. 

b. 철수는 영희-를/?에게 [그녀가 집에 가-야 한-다]-고 설득했다.13 

 그리고 이러한 ‘통제 동사들의 특성’은 ‘도록’ 통제 구문의 변이형의 연구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 [ACC1]을 형성될 수 있는 명제태도 동사가 매우 적고, 만약 이

렇게 [ACC1]의 형성이 순수하게 내부 논항에 격을 부여할 수 있는 특성과 관계가 

있다면 [ACC1]의 존재 자체가 증명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3.1.1.1절에서 살펴

본 것처럼 [ACC1]만이 필수 통제 구문이고 나머지 변이형은 모두 비-필수 통제 

구문의 특성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면, 통제 동사의 격부여 속성을 따라서 (11)

의 대부분의 동사가 [DAT]을 구성한다 하여도 이는 비-필수 통제 구문의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도록’ 보어를 통제 보어로 가진 구문에서 

[ACC1]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음에서 보이듯이 

(13)의 동사 들 중 몇몇 동사는 어느 정도 [ACC1]의 통제 동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득하다’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보고 따로 논의하지 않고, 오히려 통제어에 대격을 부여

할 때 문법성에 문제를 일으키는 (13a)에 사용된 동사들에 더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할 것

이다. 이러한 이유는 1장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전형적으로 ‘명제태도 동사’로 여겨지는 동

사와 ‘도록’ 통제 구문의 연관 관계를 밝히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이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강요하다’와 같은 동사는 ‘도록’ 절과 같이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를 명제태도 동

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다루는 통제 

동사의 목록은 (11)의 목록으로 한정해서 논의할 것이다. ‘도록’ 통제 구문을 논의함에 있

어서 명제태도 동사로 논의를 한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3.3.4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13 3.1.1.1절에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설득하다’ 동사의 경우에는 청자에 대응하는 논항

에 ‘대격’과 ‘여격’ 모두 다 부여할 수 있다고 연구되어 있지만, ‘여격’이 부여된 경우가 

수용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제보도 존재한다. 그러나 ‘설득하다’ 동사가 ‘명령하다’나 ‘요청

하다’와 같은 동사와 통사/의미상으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특성과 [ACC1]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3.3.4절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

이지만 (13a)와 (13b)의 동사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와 이에 따른 정확한 설명은 후속 연구

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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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i-가 영희j-를 [ _j 학교에 가]-도록 ?명령했다/?요청했다/?(?)요구했다. 

 특히 이 경우 (14)를 완전한 비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선 이러한 문장들은 ‘설

득하다’가 사용된 (12a)보다는 수용성이 떨어지지만 내포절로 ‘도록’ 보어가 사용

되지 않은 (13a)보다는 확실히 정문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13a)에서 다룬 동사 목

록 중 나머지 동사들이 사용된 경우와도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인다. 

 #철수i-가 영희j-를 [ _j 학교에 가]-도록 제안했다/충고했다/권고했다/부탁했다. 

 (15)는 (14)에 비해서 더 비문법적이라고 판단된다. 또 정문으로 느껴진다 하더

라도 ‘철수’가 ‘영희’가 집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영희’가 아닌 누군가에게 말

했다는 해석만이 가능하다.14 즉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로 누군가 존재하는 ‘숨겨

진 청자 논항 해석’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14)는 수용성은 어느 정도 떨어지기는 

하지만, 의미를 단순화해서 보면 ‘철수’가 ‘영희’가 집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영희’에게 발화를 통해 전했다는 해석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 

 즉, 그 수가 적고 수용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14)에 사용된 동사 들은 어느 정

도 [ACC1]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격’을 가진 통제어가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에 대응되는 경우, ‘도록’ 보어의 행동주는 필수적으로 통제

어와 공지시해야 한다는 것이다.15  

                                                        
14 이 경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희’’와 같은 강한 대조 해석이 들어가면 ‘영희’가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에 대응하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기본 적으로 ‘숨겨진 청자 논항 해석’에 기반하는 해석이지 일반적인 ‘필수 통제 

해석’에 기반한 해석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15 이러한 (14)의 문법성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차이가 있었다. 특히 도움을 주신 여러 선

생님 중에서 박진호 선생님과 박소영 선생님 그리고 고희정 선생님은 (14)의 문법성에 대

해서 많은 의문을 제기하셨다. 박진호 선생님과 박소영 선생님은 (14)도 여전히 전체적으

로 문법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주셨고, 고희정 선생님은 ‘명령하다’와 ‘요청하다’ 정도는 

어느 정도 받아 들일 수 있지만 여전히 문법성이 떨어지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는 의견

을 주셨다. 그러나 (14)를 문법적인 문장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존재했다. 특히 ‘대격’을 가

진 통제어가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와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4)의 수용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법성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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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맥: 교장 선생님은 ‘영희’의 할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평소 가

족의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장 선생님은 바로 영희의 담임 선생

님을 불러서 영희를 집에 보내야 한다고 명령했다. 

영희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장 선생님i-이 영희j-의 선생님k-을 [ _j 집에 가]-도록 명령했다.   [ACC1] 

 (16)은 ‘명령하다’가 사용되면 [ACC1]은 확실하게 필수 통제 구문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경우, [DAT]와 다르게 ‘도록’ 보어의 행동주는 절대 ‘영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16)은 (14)와 비교해 보면 그 수용성이 확실하게 떨어진다. 즉, 

(16)이 비문인 이유는 단순히 통제어가 대격을 지녔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14)의 특징은 명제태도 문맥이나 간접 대화 문맥이 형성될 때 통제 보

어의 행동주가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나 청자와 공지시한다는 점에서 필수 통제 

구문의 기본적인 특성과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17)과 비교하면 더 확실

하게 드러난다. 

 #철수는 영희-를 집에 가-야 한-다-고 명령했다/요청했다/요구했다. 

 (17)은 (13a)의 문장에서 내포절의 주어를 생략한 문장이다. 여기에서는 (14)와 

달리 ‘영희’가 ‘철수’의 대화 상대자로 해석되지 않고 단지, (15)처럼 누군가 다른 

대화 상대자가 존재하는 ‘숨겨진 청자 논항 해석’만이 허용된다. 즉, (14)는 ‘도록’ 

보어가 나오는 경우에만 이들 동사가 필수 통제 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

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타당하다면, (14)와 (17)의 차이는 ‘도록’ 보어가 사용된 경우

에 (11)의 동사들 중 몇몇 동사만이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 논항에 대격을 부여하

는 구조와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4)는 (12)와 같이 ‘설득하다’가 사용

된 경우와 비교하면 문법성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모두 화자의 소망을 청자에게 

전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11)의 동사들 중에서 보면 (15)에서 사용된 동사들

                                                                                                                                                        
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3.4.3절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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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나은 문법성을 보인다는 점을 완전히 간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통사적 특성이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에 대격을 부여할 수 

있는 구조와의 연관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이 필수 

통제 해석과 접하게 관련된다면, 이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논문은 ‘도록’ 통제 구문의 [ACC1]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즉, 내부 논항에 ‘대격’을 부여할 수 있는 몇몇 동사 부류와 

관련해서 나오는 구문이 아니라, [ACC1] 자체를 필수 통제 구문으로서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와의 관련성을 통해서 파악되는 구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대격을 가진 통제어가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가 될 수 있

느냐를 [ACC1]에 대한 문법성의 기준으로 삼으려 한다. 따라서 대격을 가진 통제

어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5)나 (17)과 다르게 통제어

가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로 인식되어야 하는 문장은 우선 정문으로 판단하고 논

의를 전개하겠다.16  

 이에 따르면 [ACC1]은 ‘도록’ 보어의 행동주가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에 대응

하는 대격 통제어에 필수적으로 공지시되는 문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구문이 왜 완전 통제 구문인지 설명하고, 동시에 나머지 변이형들과 어떤 관계

에 있는지 이론 내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 ‘도록’ 통제 구문의 특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소절에서는 이를 위해서 각 변이형의 특징을 좀 더 자세하

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16 사실 격 부여와 관련해서 제보자들의 문법성 판단은 많은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이 논

문은 문법적으로는 적법한 구조가 만들어 져도 일반적으로 ‘대격’이 잘 사용되지 않는다

는 언어 외적 지식 때문이 문장의 문법성 판단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나 문장이 

성립되는 경우 통제 보어의 행동주가 특정 논항으로 고정된다면 이를 필수 통제 구문으

로 보는 것은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문장의 문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

에 대해서는 3.3.4절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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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도록’ 통제 구문의 변이형의 차이: 단문성과 복문성에 

 기반하여 

3.1.2.1. ‘도록’ 통제 구문의 시제상의 제약과 단/복문성 

 3.1.1절에서는 ‘도록’ 통제 구문의 다양한 변이형의 특성과, 이와 관련한 기본적

인 문제를 살펴본 후 [ACC1]을 필수 통제 구문으로, 나머지 변이형은 비-필수 통

제 구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도

록’ 통제 구문의 성격을 밝히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도록’ 통제 구문의 모든 변이형 간의 관계를 살피기에 앞서서 

먼저 [ACC1]과 [ACC2]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룰 위해서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문맥: 오늘(2014년 1월 31일) 아침 영수는 철수가 영희에게 그녀가 학교를 떠

나야 한다고 일주일 전에(2014년 1월 24일) 설득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하지

만 영수는 언제 영희가 떠나야 한다고 철수가 설득했는지는 알지 못해서 이

를 순희에게 물었다. 그러자 순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a. 일주일 전에, 철수가 영희-를 내일 떠나-도록 설득했어.    [ACC1] 

b. 일주일 전에, 철수가 영희-가/-에게 내일 떠나-도록 명령했어.  [NOM/DAT] 

c. 일주일 전에, 철수가 내일 떠나-도록 영희-를 설득했어.    [ACC2] 

 위의 예문은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도록’ 통제 구문의 모든 변이형에서 ‘도

록’ 보어의 사건은 통제 동사가 야기하는 사건 보다 후행해서 실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런데 (18)의 예문은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사실을 더 알려준다. 

 한국어의 시간 부사 ‘내일’은 직시적(indexical) 표현의 일종으로 발화 시점

(Speech time)의 그 다음날을 지시할 수 있는데, 특히 이는 비-전환적(non-shifted) 

직시적 시간 표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직접 대화 문맥(direct speech context)의 

발화 시점만을 기준 시점(reference time)으로 가질 수 있다. 예를 들어 (18)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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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에서 ‘내일’은 ‘철수’가 ‘영희’에게 명령을 한 2014년 1월 24일의 다음날을 지

시하지 못하고, 반드시 영수의 발화가 이루어진 날인 2014년 1월 31일의 다음날만

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 하더라도 ‘도록’ 보어의 사

건은 발화 시점 이후의 미래의 시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관련해서 Park (2011)은 (19)와 (20)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도록’ 절의 T

에는 미래화 시제([futurate tense])라는 특별한 자질이 명세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a. 일주일 전에 존은 메리를 그 다음날 떠나도록 설득했다. 

b. 일주일 전에 존은 메리를 어제 떠나도록 설득했다. 

c. 일주일 전에 존은 메리를 내일 떠나도록 설득했다. (Park 2011, (111)) 

 *일주일 전에, 철수는 영희를 그 전날 떠나도록 설득했다. 

 Park (2011)은 다음 (21)에서 볼 수 있듯이 ‘도록’ 절에는 과거, 현재 등의 외현적

인 시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때의 T는 독립적인 시제 자질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철수는 영희-를/에게/가 집에 가-ㄴ/았/겠-도록 명령했다/설득했다/요청했다. 

 하지만 ‘도록’ 보어의 사건이 주절의 사건보다 후행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절과 내포절의 두 사건의 사이의 ‘선‧후행 관계’

만을 나타내는 특별한 시제 자질을 새로이 가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다음의 예문에서 보이는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들’= {철수, 영희, 수지} 

a. [그들 모두]i-가 나j-를 자기i-에게 투표하-도록 설득했다. 

b. ??[그들 모두]i-가 나j-를 내일 자기i-에게 투표하-도록 설득했다. 

 위의 문장은 ‘도록’ 보어 내부에 있는 ‘자기’가 ‘설득하다’의 외부 논항인 ‘그들 

모두’에 의해서 결속되는 경우를 보여주는데, 이때 ‘내일’의 유무를 통해서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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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성의 대조가 느껴진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어에서 재귀사 ‘자기’는 단수인 경우에도 ‘복수’의 선행사와 결속관계를 가

질 수 있다(Madigan & Yamada 2007, Hoe to appear). 

 ‘그들’= {철수, 영희, 수지} 

[그들 (모두)]i-가 자기i-에게 투표했다.  (배분 해석만 가능) 

 (23)에서 보이듯이 배분 해석(distributed reading)이 강제되기는 하지만, 단수형인 

‘자기’는 복수의 선행사와 결속할 수 있다(Madigan & Yamada 2007, Hoe to appear). 

즉 (23)은 ‘철수가 철수에게’, ‘영희가 영희에게’ 그리고 ‘수지가 수지에게’ 투표한 

의미로만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배분 해석이 ‘자기’가 단수이기 때문에 

생긴다는 증거가 있다. 

 ‘그들’= {철수, 영희, 수지} 

[그들 (모두)]i-가 자기들i-에게 투표했다. (Hoe to appear) 

 (24)처럼 ‘들’ 표지가 붙은 ‘자기들’의 형태가 사용되었을 때에는 (23)과 달리 다

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23)과 동일하게 배분 해석이 가능하고 집단 해석

(collective reading)도 가능해진다. 즉 ‘철수, 영희, 수지’로 이루어진 집단이 투표권

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집단이 자신들의 집단에 대해서 투표를 했다는 의미로 해

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해서 상호 해석(reciprocal reading)도 가능하다. 철수는 영희

에게 투표하고, 영희는 수지에게 투표하고, 수지는 철수에게 투표했다’는 의미도 

허용되는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상호 해석과 배분 해석이 섞인 해석도 가능하다. 

즉 ‘철수는 영희에게, 영희는 철수에게, 수지는 수지에게 투표했다’는 해석도 가능

하다.17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이유는 ‘자기’가 단수이고 ‘자기들’이 복수라는 것

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Cable (2012)은 재귀사가 사용되었을 때에 ‘상

                                                        
17 이와 관련한 논의는 Hoe (to appear)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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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해석’은 누적적 해석(cumulative reading)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누적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결되는 두 명사구가 모두 복수여야 하

므로(Landman 2000, Cable 2012 등), 이는 ‘자기들’이 의미상으로 복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23)에서 ‘자기’가 배분 해석만을 허용하는 것이 의미상

으로 단수라는 것과 관련 있을 것이고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선행사와 그에 결속한 결속 변항(bound variable)은 파이-자질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하지만 몇몇 언어에서 ‘수(number)’에 있어서 이들이 일치하지 않

는 모습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현상이 부분 통제 해석과 분열 결속(split binding; 

Heim 2008, Kratzer 2009 등) 문장이고, 이렇게 선행사가 ‘단수’일 때 이에 결속된 

결속 변항이 ‘복수’로 나타나는 단수-복수 불일치의 경우는 범언어적으로 잘 나타

난다.18  

 하지만 이와 반대로 선행사가 복수일 때 결속 변항이 ‘단수’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이러한 복수-단수 불일치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이때는 꼭 배분 해석

이 나타나야만 한다고 지적되어 왔다(Madigan & Yamada 2006, Collins & Postal 2012). 

특히 Collins & Postal (2012)은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영어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Theyi voted for them-selfi.  (배분 해석만 가능) 

 그리고 이러한 강제적인 배분 해석은 결과적으로 각 결속관계가 단수-단수 관계

의 합으로 해석되어서 복수-단수 불일치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강제된다고 설명

하였다.19 이러한 설명은 (23)에서 나타나는 강제적인 배분 해석이 한국어의 ‘자기’

                                                        
18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부분 통제 해석을 논의하면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19 Hoe (to appear)에서는 복수-단수 불일치가 단수-복수 불일치보다 더 어려운 이유를 각 인

칭 자질의 의미적 유표성(semantic markedness; Heim 2008, Sauerland 2008)을 이용하여 설명

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의미적으로 덜 유표적인 자질은 특별한 경우에 더 유표적인 자

질이 지칭하는 대상을 지칭할 수 있지만 의미적으로 더 유표적인 자질은 어떤 경우에라

도 덜 유표적인 자질이 지칭하는 대상을 지칭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의

미적 유표성의 관점으로 보면 형태적 유표성(morphological markedness)와 다르게 ‘복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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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미상으로 단수이기 때문에 나온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20  이러한 입장에서 

다시 (22)의 예문을 살펴보자. 

 ‘그들’= {철수, 영희, 수지}  (=22) 

 a. [그들 모두]i-가 나j-를 자기i-에게 투표하-도록 설득했다. 

 b. ??[그들 모두]i-가 나j-를 내일 자기i-에게 투표하-도록 설득했다. 

 (26a)는 (23)과 같이 배분 해석만이 가능하지만 문장이 정문으로 느껴진다. 즉 

‘철수’, ‘영희’, ‘수지’가 각각 ‘나’에게 자기 자신을 뽑아 달라고 설득했다는 의미가 

가능하다. 그리고 (26b)는 이러한 문장에 ‘내일’이 들어가서 사용되면 매우 어색해

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문법성의 차이를 단순히 ‘내일’의 존재 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내일’이라는 시제 요소가 ‘자기’의 결속관계를 막을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다. 이는 다음과 같이 복수형인 ‘자기-들’이 사용되면 결속관계가 좋아진다는 측면

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그들’= {철수, 영희, 수지} 

[그들 모두]i-가 나j-를 내일 자기들i-에게 투표하-도록 설득했다. 

                                                                                                                                                        
‘단수’보다 덜 유표적이다 (Sauerland 2008). 즉 ‘복수’의 결속 변항이 ‘단수’의 선행사를 지

칭할 수는 있지만 ‘단수’의 결속 변항이 ‘복수’의 선행사를 지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 

자세한 설명은 Hoe (to appear)에서 다루고 있다. 
20 한국어의 경우 일반 명사의 경우는 표지 ‘들’이 없다고 해도 복수의 개체를 지칭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들’을 과연 복수 표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

개되어 왔다 (Kang 1994, Kim 2005, Jun 2007, Park 2008 등). 하지만 Hoe (to appear)에서 다루

고 있듯이 3인칭 대명사의 경우는 ‘들’이 없이는 절대 복수의 개체를 지칭하지 못한다.  

 (i) *그가 선생님들이다.   

 1인칭/2인칭 대명사의 경우는 ‘들’ 없이 복수를 지칭하는 형태가 ‘우리’, ‘너희’와 같이 존

재하기는 하지만 단수 대명사인 ‘나’, ‘너’의 경우는 3인칭과 유사하게 절대 복수의 개체를 

지칭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대명사의 경우는 ‘단수형’이 절대 복수의 개체를 지칭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고, 3인칭 대명사와 재귀 대명사의 경우 ‘들’이 붙어야지만 복수의 개

체를 지칭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본고에서는 적어도 ‘자기’에 

붙은 ‘들’을 일종의 복수 표지로 보아야 한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Hoe to 

app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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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은 (24)처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이는 배분적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26)에서 ‘내일’이 있으면 차이가 나타나는지 설명이 필요

하다. 

 이와 관련해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시간 부사 ‘내일’이 사용되면 이것이 

해석을 위해 ‘단문’과 ‘복문’의 차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즉 

‘내일’이 사용되지 않은 (26a)는 ‘단문’의 형성이 가능하지만, ‘내일’이 사용된 (26b)

의 경우 문장의 외형은 (26a)와 유사하나 ‘복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간

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설명 방식이 있다. 

 첫 번째로 ‘자기’가 복수의 선행사와 결속하기 위해서는 배분 의미가 강제되어

야 하는데, 이러한 의미가 복문에서는 나타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23)의 의

미에서 알 수 있듯이, (26a)나 (26b)가 정문이 되려면 ‘투표하는’ 사건 자체도 모두 

주절의 동사에 따라 배분 해석이 일어나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장거리 배분 

해석(long-distance distributed reading)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이때의 해석도 

아주 완벽한 문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27)처럼 배분 해석을 강제하는 ‘들’ 

표지가 내포절에 없는 경우, 문법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6b)의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26b)가 복문이라면 이때 ‘자기’와 선행사의 관계는 장거리 결속(long-distance 

binding)으로 바뀌게 되므로,21  이 경우 ‘자기’의 인허 방식이 국부적인 관계로 이

루어지는 (26a)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재귀사 ‘자기’는 장거리 결속이 

일어날 때 필수적인 de se 해석을 가지는 등 특이한 성격을 보이는데 이를 설명하

기 위해서 장거리 결속에서의 ‘자기’를 일반적인 국부적 재귀사와 구분하고 일종

                                                        
21 중국어의 ‘ziji’는 장거리 결속이 일어날 때 선행사와 ‘ziji’사이에 1/2인칭 대명사가 있으

면 문장이 비문이 된다(Huang & Liu 2001 등) 하지만 한국어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

는다. 특히 이러한 제약이 없다는 것은 (27)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26b)에서 

‘나’의 존재가 문장을 비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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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담화대용어(logophor)’로 보는 설명 방식이 존재한다(Hoe to appear 등).22   

 문맥: 파바로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려오는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저 

친구는 천재야’라고 친구인 빌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지만 그 노래는 

파바로티 자신이 녹음한 레코드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a. *파바로티i-는 빌에게 [자기i-가 천재라]-고 말했다. 

b. 파바로티i-는  빌에게 [그i-가 천재라]-고 말했다. 

 위의 예문은 잘 알려진 Chierchia (1989)의 예문을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28)은 

‘자기’가 장거리 결속 되는 경우는 내포절의 문장을 말한 화자가 ‘자기’가 지칭하

는 대상이 바로 화자 자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

한 해석을 de se해석이라고 부르고(de se reading; Chierchia 1989, Schlenker 2003, Anand 

2006 등), 이러한 de se 해석이 강제되는 것은 담화대용어의 특성이라고 알려져 왔

다(Huang & Liu 2001, Schlenker 2003, Anand 2006 등).  

 이와 더불어 한국어에서 ‘자기’가 장거리 결속이 될 경우, ‘자기’는 언제나 간접 

대화 문맥에서 ‘화자’와만 연결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왔다. 

 철수i는 영희j에게 [철수k가 자기i/*j/k의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의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기’는 장거리 결속의 경우에 간접 대화 문

맥의 화자인 ‘철수’와만 결속될 수 있고 청자인 ‘영희’와는 결속되지 못한다. 이러

한 특징은 ‘자기’의 주어 지향성 속성으로 많이 알려져 왔으며(Lee 1989, Kim 2000 

등), 이는 담화대용어의 속성과 일치한다.  

 담화대용어의 경우는 오직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나 청자와만 연결될 수 있고, 

각 담화대용어들은 두 대화 참가자 중 누구와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22 비슷한 방식으로 Huang & Liu (2001)와 Anand (2006)은 중국어의 장거리 재귀사 ‘ziji’를 

담화대용어로 보았다. 그리고 Hoe (to appear)에서는 ‘자기’가 가지는 1/2인칭 선행사에 대

한 결속제약이 국부적 ‘자기’와 장거리 결속 ‘자기’가 서로 다르다는 관찰을 바탕으로 이 

둘이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담화대용어와 ‘자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4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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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고 다양한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다(Anand 2006, 2009, Sharvit 2008 등). 

한국어의 장거리 결속 ‘자기’가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와 공지시 하도록 결정지

어진 담화대용어라고 보면, 위에서 본 특징을 모두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한국어의 경우 ‘국부적 자기(local caki)’ 와 ‘장거리 결속 자기’가 있고, 

전자는 일반적인 재귀사로 후자는 담화대용어로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면, 왜 장거

리 결속 ‘자기’일 때에 복수-단수 불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지를 설명할 수 있다. 

Anand (2006)은 담화대용어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담화대용어는 특별한 운용

소(OP)에 의해서 결속되는 것이지 선행사와 직접적인 결속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다음의 예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지적

하였다. 

 a. 존i-이 [CP1 메리-가 그k/*i-에게 [CP2 자기i-가 천재]-라고 말했다]-고  

  생각했다. 

b. 존i-이 [CP1 메리-가 그i/k-의 엄마-에게 [CP2 자기i-가 천재]-라고 말했다]-고 

  생각했다.  

 위의 예문은 Anand (2006)에서 논의한 일본어에 대한 논의를 한국어로 바꾸어 

본 것이다. 이 중 (30a)을 보면 ‘존’과 ‘자기’ 사이에 ‘존’과 공지시 되는 일반 대명

사 ‘그’가 존재하고, 이 대명사가 ‘자기’를 성분통어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존’과 

공지시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0b)에서 보이듯이 ‘그’가 ‘존’과 

‘자기’와 공지시 하더라도 ‘자기’를 성분통어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제약은 사라진

다. 

 Anand (2006)은 담화대용어가 비해석성 자질인 [log] 자질을 가지고 있고, 이 자

질은 적절한 운용소(OP)에 의해서 점검(checking)되어야 한다고 보면 이러한 현상

을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0a)와 같이 ‘자기’와 공지시 하는 일반 대명사가 

존재하는 경우 규칙 H(Rule H, Fox 2000)에 의해서 운용소와 ‘자기’ 사이의 점검이 

일어나지 못하고 이를 통해 비 문법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de re blo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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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Anand 2006). 

 규칙 H  (Fox 2000) 

a. 동일한 두 지시체가 어떤 결속 변항의 잠재적인 선행사가 될 수 있을 때,  

  결속 변항은 두 잠재적인 선행사 중 가까운 선행사에 의해서 결속되어야 

  한다. 

b.  거리는 성분통어가 일어나는 논항들 사이에서만 측정이 가능하다. 

 즉 절 경계를 넘어서 ‘존’과 공지시 하는 ‘자기’를 담화대용어로 본다면, 이는 

적절한 운용소(OP)에 의해서 공지시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때 ‘존’과 동일한 지

시체를 가지면서 담화대용어의 [log]자질을 점검해 줄 수 없는 대명사인 ‘그’가 운

용소 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서 ‘자기’를 성분통어 하기 때문에, (30a)가 비문이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장거리 결속 ‘자기’의 인허와 H 규칙 (Fox 2000) 

   OP(log)i             그i              LD 자기i  [log] 

 

 

 (32)에서 보이듯이 장거리 결속 ‘자기’는 운용소와의 관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

며, 필수적인 de se 해석을 받고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 지향성을 지니는 등 담화

대용어의 속성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Anand (2006)의 입장에서 보면 장거리 결속 ‘자기’는 운용소에 

의해서 결속되어서 인허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때 ‘자기’와 선행사와의 실질적인 

결속 관계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운용소와 ‘자기’와 공지시 하는 대상 간에도 

결속 관계 등 어떠한 통사/의미적 연결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때 운용소는 주어와 

직접적으로 공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와 연결되는 것

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6b)의 경우 장거리 결속이 일어난다면 다음과 같은 결속 관계가 이

결속(binding) 
결속(binding) 

성분통어 성분통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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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질 것이다.  

 주어(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 1 V(명제태도 동사)  [CP  OP1     LD caki1] 

 

 

 이 경우 장거리 결속 ‘자기’와 연결된 운용소는 ‘단수’의 화자를 지칭해야 한다. 

만약 운용소가 ‘복수’ 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의해서 인허되는 ‘자기’는 ‘자기

들’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 남은 가능성은 운용소와 

주절의 선생사의 관계에서 복수-단수 불일치가 인허된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여전히 운용소와 선행사 사이에는 아무런 변항 결속 관계가 일

어나지 않으므로, 이 경우 ‘단수’의 ‘자기’를 인허하는 운용소가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를 포함한 복수 집단을 지칭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33)은 이 경우 

‘자기들’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고 ‘자기’의 형태가 사용된 (26b)가 왜 비문인지 설

명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타당하다면 위의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관계

없이 [ACC1]의 경우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내일’이 사용되면 복문이 되어야 

하고 ‘내일’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는 단문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전술하였듯이 ‘내일’은 언제나 발화 시점 이후의 미래만을 지칭할 수 있다. 그

러나 이때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면 ‘내일’은 주절의 동사가 야기하는 사건과는 

절대 연결될 수 없다. 그렇다면 ‘내일’이 해석되기 위해서는 발화 시점 이후에 일

어나는 ‘사건’이 필요하며, ‘도록’ 통제 구문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복문’의 

형태가 필요하다.  

 다음 소절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도록’ 통제 구문의 변이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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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도록’ 통제 구문의 변이형의 구분과 단/복문성의 차이 

 3.1.2.1절에서는 ‘도록’ 통제 구문이 가지는 시제와 관련된 제약으로 이 구문이 

단문과 복문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관

련 예문을 살펴보고, 이러한 차이가 ‘도록’ 통제 구문의 변이형과 어떠한 상관 관

계가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앞에서 다룬 예문을 다시 살펴보자. 

 문맥: 오늘(2014년 1월 31일) 아침 영수는 철수가 영희에게 그녀가 학교를 떠

나야 한다고 일주일 전에(2014년 1월 24일) 설득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하지

만 영수는 언제 영희가 떠나야 한다고 철수가 설득했는지는 알지 못해서 이

를 순희에게 물었다. 그러자 순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a. 일주일 전에, 철수가 영희-를 내일 떠나-도록 설득했어.    [ACC1?] 

b. 일주일 전에, 철수가 영희-가/-에게 내일 떠나-도록 명령했어.  [NOM/DAT] 

c. 일주일 전에, 철수가 내일 떠나-도록 영희-를 설득했어.    [ACC2]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것은 3.1.2.1절의 논의를 따르면 (34a)를 복문으로 보아야 한

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절에서 ‘내일’이 사용되지 않은 구문은 단문으로의 형

성이 가능하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일주일 전에. 철수는 영희-를 그 다음날 떠나-도록 설득했다.  [ACC1]  

 그렇다면 이때 (34a)를 [ACC1]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은 다음과 같은 예문을 확인하면 더 확실해 진다. 

 문맥: 오늘(2014년 1월 31일) 아침 영수는 철수가 영희에게 그녀가 학교를 떠

나야 한다고 일주일 전에(2014년 1월 24일) 명령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하지

만 영수는 언제 영희가 떠나야 한다고 철수가 명령했는지는 알지 못해서 순

희에게 물었다. 그러자 순희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a. *일주일 전에, 철수가 영희-를 내일 떠나-도록 명령했어.    [ACC1] 

b.  일주일 전에, 철수가 영희-가/-에게 내일 떠나-도록 명령했어. [NOM/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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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a)는 ‘명령하다’가 사용된 문장을 (34)와 동일한 문맥에서 사용한 것이다. ‘명

령하다’는 ‘설득하다’ 이외에도 [ACC1]을 허용하는 동사 중 하나로서 3.1.1.2절에

서 분석했던 동사이다. 하지만 이 경우,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내일’이 사용되

면 필수 통제 해석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36a)에서 ‘영희’는 절대로 ‘철수’의 

대화 상대자, 즉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로 해석되지 않는다. ‘철수’가 ‘영희가 내

일 떠나기를 원한다고’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명령했다는 해석이나, 또는 ‘철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희’에게 내일 떠나라고 명령했다는 해석(각주 14 참

조)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는 (36)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

러나 [NOM]과 [DAT]는 이 논문에서 비-필수 통제 구문으로 보기는 하지만, (36b)

에서 보이듯이 ‘영희’가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에 대응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러한 차이는 설명이 필요하다. 

 3.1.1.2절에서 논의한 대로 [ACC1]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대격을 

지닌 논항이 간접대화 문맥의 ‘청자’에 대응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진다면 (36a)는 

[ACC1]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구문은 ‘설득하다’가 사용된 (34a)와도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 (34a)는 (35)와 달리 ‘복문’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는 하지만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에 ‘영희’가 대응되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34a)의 

분석에 있어서 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36a)를 [ACC1]도 아니고 

(34a)에 대응되는 구문도 아닌, 또 다른 유사 구조로 보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

한 입장에서 (36a)를 ‘도록’ 절이 일종의 부가어23로 사용된 ‘목적 구문(purpose con-

struction, Nissenbaum 2005)’이라고 보려고 한다. 즉, (36a)는 우연히 여격을 지니는 

‘청자’에 대응하는 논항이 pro로 나오고 ‘도록’ 절이 일종의 목적절로 사용된 예라

                                                        
23 한국어의 경우 ‘도록’ 절은 결과 구문에서의 ‘결과’절 등 부가어로 많이 사용될 수 있으

므로(Kim & Mailing 1997, Wechsler & Noh 2001, Ko 2011 등) 일종의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가어로의 사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크게 무리가 있는 주장은 아닐 것이다.. 



3. 한국어 완전 통제 구문  87 

 

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24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어느 

정도 증명될 수 있다. 

 a. ?(?)철수는 (관리자-에게) 영희를 내일 떠나-도록 명령했다. 

b. ?철수는 (관리자-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영희를 내일 떠나도록  

   명령했다. 

 위의 예문은 ‘도록’ 절이 대격을 가진 논항과 연결이 되고, 이때 간접 대화 문맥

의 ‘청자’에 대응하는 논항이 별도로 존재하는 구문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구문은 (36a)와 매우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우선 ‘명령하다’가 사용되었을 

때 대격을 지닌 ‘영희’는 간접 대화문맥의 ‘청자’에 대응하는 논항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설명이 가능하고, 또 (37b)에서 보이듯이 ‘영희’에 강한 대조 초점이 가면 더 

문장이 좋아지는 모습도 (36a)의 해석과 동일하다. 25  이렇게 (36a)가 이 논문에서 

다루는 ‘도록’ 통제 구문과 달리 ‘도록’ 절이 부가어로 기능하는 구문인 것으로 보

면, 왜 (36a)가 [ACC1]이 아니면서 (34a)와도 다른 모습을 보이는지 설명할 수 있

                                                        
24 Nissenbaum (2005)은 목적을 나타내는 구문은 주절의 주어와 연결되어야 하는 근거 구문

(rationale clause)과 일종의 목적어와 관련된 결과 상태와 연결되는 목적 구문으로 구분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들의 구문을 ‘목적절’이 병합하는 위치의 차이로 설명하려고 시

도했다. 이 논문은 이러한 Nissenbaum의 논의를 따라 ‘도록’ 절이 일종의 목적 구문을 형

성할 수 있다고 보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하지만 목적 구문 자체에 대한 논의는 이 논

문의 연구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더 자세히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25 이때 ‘영희를’이 ‘명령하다’의 논항인지 ‘도록’ 절 내부의 논항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논

의가 필요하다. ‘명령하다’와 같은 동사는 일반적으로 대격을 가지는 논항을 가지지는 못

하지만 다음과 같은 구문은 형성이 가능하다. 

(i) 철수는 영희에게 집에 갈 것-을 명령했다. 

즉 (i)은 ‘명령하다’와 같은 동사의 경우에도 완전히 대격 논항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영희를’이 ‘도록’ 절 내부의 논항일 수도 있다. 물론 

이 경우 ‘도록’ 절 내부의 동사가 ‘떠나다’라는 비대격 동사이므로 대격을 부여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다. 하지만 (37)에서 보이듯이 꼭 강한 대조 초점이 강제되어야 한다면 이 

경우에 ‘영희’가 ‘도록’ 절 내부에서 좌측 주변부(left-periphery)에 기저 생성되고 이 경우

에 특별하게 주절에서 격을 부여받게 되는 구문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각주 

24에서 보이듯이 이에 대한 논의는 이 논문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후속 연구로 남

겨두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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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26 

 이렇게 (36a)를 구분하고 나면 남은 문제는 (34a)와 (35)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

리고 이에 대해서 이 논문은 이를 단/복문성의 차이에 기반하여 [ACC1]과 [ACC2]

로 구분하려고 한다. 이러한 구분의 가장 큰 근거는 다음과 같다. 

 a. 사장님이 [사표를 쓰도록] 영희-를 설득했다.        [ACC2] 

b. *사장님이 [사표를 쓰도록] 영희-를 명령했다/요청했다    [ACC2] 

  /요구했다/제안했다/권했다/부탁했다/권고했다. 

 (38)에서 보이듯이 ‘설득하다’가 통제 동사로 사용되면 [ACC2]가 가능하지만, ‘설

득하다’를 제외하면 (11)에서 언급되었던 나머지 동사에서는 모두 불가능하다. 특

히 어느 정도 [ACC1]의 구성이 가능하다는 통제 동사들이 사용된 경우에도 (38b)

처럼 ‘대격’을 지는 통제어(에 대응하는) 논항과 ‘도록’ 보어 사이에는 어순 변화

가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숨겨진 청자 논항 해석’ 

만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때의 구조는 [ACC1]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37)과 관

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이는 왜 [ACC2]가 (37)인 ‘목적 구문’과 구분되어야 하는지도 설명해 줄 수 있

다. [ACC2]는 ‘목적 구문’과 달리, 확실하게 대격을 지닌 논항이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와 대응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도록’ 절은 부가어가 아니라 

통제 동사에 의해서 선택되는 보어라고 해야 한다.27 

 이러한 방식으로 (36a)와 [ACC2]를 구분할 수 있다면, [ACC2]의 형성과 관련하

여 (38)에서 확인한 통제 동사의 제약은 통제 동사가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에 

                                                        
26  이와 유사하게 필수 통제 구문과 유사 목적 구문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Wurmbrand 

(1998)에서 독일어의 ‘empfehlen (recommend)’ 동사를 통한 연구에서도 다루어지고 있다. 특

히 Wurmbrand는 이러한 구문을 어휘적 재구조화와의 관련성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 더 

자세한 논의는 Wurmbrand (1998)을 참조하기 바란다. 
27  이러한 차이는 왜 (38b)의 수용성이 (37)보다 많이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가어는 어순뒤섞기에 의한 이동이 일어나기 힘들다고 논의되어 왔으므로 

(38b)가 (37)과 관련된 구조에서 생성된다면 어순뒤섞기가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다. 



3. 한국어 완전 통제 구문  89 

 

대응하는 논항에 ‘대격’을 부여할 수 있느냐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설득하다’만이 보문절의 성격과 상관없이 대격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관관계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다음 예문에서 보이듯

이 [NOM]이나 [DAT]는 ‘통제 동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러한 주장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한다. 

 a. 사장님이 영희-가 사표를 쓰도록 설득했다/명령했다/요청했다   [NOM] 

  요구했다/제안했다/권고했다/충고했다/부탁했다. 

b. 사장님이 영희-에게 사표를 쓰도록 설득했다/명령했다/요청했다  [DAT] 

  요구했다/제안했다/권고했다/충고했다/부탁했다. 

 그렇다면 [ACC2]와 [NOM]이 [ACC1]과 아예 다른 기저 구조를 가지고 형성이 

된다고 주장한 Polinsky et al. (2007)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1.1.1절에

서 살펴보았듯이 Polinsky et al. (2007)은 [ACC2]나 [NOM]을 ‘도록’ 절이 통제 보어

의 지정어 위치에 기저 생성하는 구조로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이 참이라면 

왜 [ACC2]는 통제 동사의 종류에 있어서 제약을 받고, [NOM]은 받지 않는지 설명

할 수 없게 된다. 또 [DAT]와의 관계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ACC2]가 동사가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

에 대응하는 논항에 ‘대격’을 부여할 수 있는 동사에서 형성되는 ‘복문’이라고 보

면, 이러한 제약은 해결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a. [ACC1]은 단문으로 청자’에 대응하는 논항에 ‘대격’을 부여하는 구조이다.. 

b. [ACC2]는 복문으로 청자’에 대응하는 논항에 ‘대격’을 부여할 수 통제  

  동사에서만 형성될 수 있다. 

 고 [ACC1]이 형성될 수 있는 통제 동사가 [ACC2]의 경우보다 더 많다는 것은, 

[ACC1]이 특별한 격 부여를 허가하는 단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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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P1 TP1 철수가   영희를     집에 가-도록  설득했다].   [ACC1] 

b. [C21 TP2 철수가  영희를 [CP1 TP1  집에 가]-도록 설득했다].   [ACC2] 

 즉, [ACC2]는 복문이며, [ACC1]은 ‘청자’에 대응하는 논항에 ‘대격’을 부여할 수 

없는 동사의 일부도 대격 부여가 가능해 지는 특별한 단문 구조를 이룰 때 형성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논문에서는 Polinsky et al. (2007)의 주장과 다르게 

[ACC1]과 [ACC2]는 기조 구조에서 야기되는 어순 상 구분이 어려운 구조이고, 단

지 단/복문으로서의 차이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 이러한 가정은 왜 (34a)와 (36a)이 복문이 되어야 하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문’과 복문의 구분은 시제(T)의 수로 구분된다(Wurmbrand 2001, 

Cinque 2006, Grano 2012 등). 즉, (34a)와 (36a)가 단문이라면 이때의 시제는 과거이

고, 문장에 이 과거 시제 하나만이 존재해야 한다. 그렇다면 언제나 발화 시점의 

이후만을 지칭할 수 있는 ‘내일’이 인허되기 위해서는 ‘미래’ 시제와 연결되는 사

건이 존재해야 하지만 단문의 경우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면 (42)에서 보이듯이 그

러한 사건은 존재할 수 없다. 

 

  

 

 물론 [ACC1]의 경우 ‘도록’ 보어의 사건이 통제 동사의 사건보다 후행해야 하기

는 하지만,28 이 경우에 이 두 사건이 모두 ‘과거’ 시제에 영향을 받는다면 (42)에

서 보이듯이 절대 발화 시점 이후의 사건이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미

래를 나타내는 시제인 ‘will’이 과거 시제와 연결되어 ‘would’의 형태로 사용되면, 

어떤 과거 시점의 이후의 시간 구간을 지칭하기는 하되 절대 발화 시점은 넘을 

수 없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28 단문에서 이러한 비-동시적 시간 관계가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3.3.3.2절에서 더 자세

하게 다룰 것이다. 

발화 시점 (현재)단문 내 사건이 위치 가능한 시제 구간

 주절 시제(과거) ‘내일’이 지칭하는 시점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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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록’ 보어의 사건이 발화 시점 이후와 연결

될 수 있는 시제가 따로 필요하다. 이는 ‘도록’ 절이 적절한 의미를 가진 독립적인 

T를 가지고 있는 복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29 즉, ‘내일’이 인허되기 위

해서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면 복문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의 이러한 주장은 (34a)와 (36a)가 왜 단문이 되지 않고 복문이 되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예문에서 ‘내일’이 모두 정상적으로 인허되고 

있으므로,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 하더라도 발화 시점 이후의 시점에 대응되는 사

건이 정상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41)은 또 (34a)가 왜 Polinsky et al. (2007)이 주장하는 어순을 보이지 않으면서도 

‘복문’이 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ACC2]는 형성될 수 있기만 하다면, 기본적으로 

[ACC1]과 동일한 어순을 가지고 외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는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단서(cue)가 없는 한, 외현적으로는 이 둘을 쉽

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내일’이 

적절하게 해석되려면 복문이 필요하므로, 이것은 둘 사이의 차이를 확실하게 드러

내는 단서로 기능할 수 있다.30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면 (38)의 대조를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가능

성이 생긴다.  

 a. *[CP1 철수가    집에 가-도록  영희를 설득했다].  [ACC1] 

b.  [CP2 철수가 [CP1  집에 가]-도록 영희를 설득했다].  [ACC2] 

                                                        
29 이때 복문 구조, 즉 (41b)의 내포절이 가지는 시제의 특성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보

아야 한다. Park (2011)이 가정한 것처럼 ‘미래화 시제’와 같은 특별한 시제를 가정해야 하

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때의 시제가 가지는 제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3.4.2절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30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면 왜 [ACC1]이 언제나 필수 통제 해석을 야기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ACC2]가 [ACC1]과 외현적으로 구분이 안 된다면 모든 [ACC1]의 구조는 

[ACC2]로도 해석될 수 있는 구조적 중의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3.4.3절에서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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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에서 보이듯이 복문인 [ACC2]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대격을 지닌 통제어와 

‘도록’ 보어가 바뀐 어순을 자유롭게 허용한다. 그러나 특별한 구조를 가진 단문인 

[ACC1]은 어순뒤섞기를 통해서 ‘[ACC2]의 어순’이 나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

이다.31 

 또한 (34b)와 (36b)에서 아무 문제없이 ‘내일’이 해석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시제와 관련된 제약은 [NOM]과 [DAT]도 일종의 복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살펴본 [NOM]과 [DAT]의 유사성과 연관성, 그리고 

이들이 모두 비-필수 통제 구문이라는 점과도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또 [ACC2]와 이들의 관계 역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모

두 ‘복문’이고 ‘비-필수 통제 구문’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설명하기 위해서는 Monahan (2003)이나 Park (2011)에서 주

장하듯이 [NOM]과 [ACC1]을 동일한 구조로 볼 수 없고, 또 Polinsky et al. (2007)처

럼 [NOM]과 [ACC2]의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NOM]에서 ‘도록’ 절이 통제 보

어의 지정어 위치에 기저 생성한다고 보아서도 안 될 것이다. [DAT], [NOM], 

[ACC2]가 모두 유사한 성격을 공유하고 있고, 다른 점은 단지 [ACC2]가 통제 동

사가 가지는 격부여 유형에 따라 제약되는 점이라고 보는 것이 이들의 공통점을 

더 잘 포착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ACC1]이 유일하게 단문이라는 것은 [ACC1]이 

필수 통제 구문이면서 완전 통제 구문이라는 점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그렇다면 ‘도록’ 통제 구문의 변이형에 대한 관계는 우선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31 이는 왜 [ACC2]가 (38b)보다 문법성이 좋은지 설명할 수 있다. 각주 27에서도 논의하였

듯이 (38b)가 (37)의 구조에서 생성된다면 부가어의 어순뒤섞기는 쉽게 일어날 수 없지만 

[ACC2]의 경우 ‘도록’ 절이 보어라면 이러한 제약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ACC1] 단문 완전 통제 구문 

[ACC2], [DAT], [NOM] 복문 비-필수 통제 구문 



3. 한국어 완전 통제 구문  93 

 

 이렇게 ‘단문성’에 바탕을 둔 설명은 바로 Grano (2012)의 논의를 연상시킨다. 

Grano (2012)는 기능적 재구조화에 의해서 단문이 형성되는 경우에 필수 통제 구

문이 형성되면, 이때 독립적인 영주어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완전 통제 해석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Grano (2012)의 설명은 왜 ‘도록’ 통제 구문이 목적

어 통제 구문이면서 명제태도 동사와 같이 형성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ACC1]의 단문성을 설명하면서 또 기존에 부분 통제 

동사로 분류되어온 동사들과 ‘도록’ 통제 구문이 형성될 수 있는 이유를 모두 설

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3.1.3. 정리 및 제안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첫 번째로 ‘도

록’ 통제 구문은 다양한 변이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이고 이 중 [ACC1]의 경우

에만 필수 통제 구문이고 나머지 변이형은 비-필수 통제 구문이라는 것을 보였다. 

 다음으로 [ACC1]은 다른 변이형과 달리 시제상의 제약과 ‘도록’ 보문과 통제어 

사이의 어순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특히 이러한 제약은 [ACC1]만

이 단문이라는 특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ACC1]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에 대응하는 통

제어에 대격을 부여할 수 있는 특별한 구조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였

다.  

 이 모든 ‘도록’ 통제 구문의 변이형들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설명하고, 이 중 

[ACC1]만이 단문으로서 완전 통제 구문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다. 이 

이론은 [ACC1] 구문이 왜 부분 통제 동사로 분류되던 몇몇 명제태도 동사에서도 

형성될 수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관 관계를 모두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도록’ 통제 

구문이 어휘적 재구조화(Wurmbrand 2001, 2004, Cardinaletti & Shlonsky 2004, Bh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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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등)에 의해서 도출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먼저 주장을 받아들이면 

‘도록’ 통제 구문이 완전 통제 구문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2장에서도 간단히 

언급하였듯이 많은 연구들이 완전 통제 구문이 어휘적 재구조화에 의해서 도출된

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Wurmbrand 2001, Bianchi 2003; Cf. Cinque 2006, Grano 

2012 등).  

 하지만 기능적 재구조화로 완전 통제 구문을 설명하려고 했던 Grano (2012)와 달

리, 이 논문에서는 전술한 ‘도록’ 통제 구문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어휘적 재구

조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단문성과 수의성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보일 것이

다. 

 특히 [ACC1]이 부분 통제 동사로 여겨지는 ‘설득하다’와 같은 동사와 형성이 가

능한지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휘적 재구조화의 이론을 제시하겠다. 또 이를 

통해서 왜 ‘설득하다’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명제태도 동사들과 형성된 

[ACC1]의 문법성이 떨어지는지, 왜 ‘명령하다’나 ‘요구하다’와 같은 일부의 동사들

만이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지에 대해 [ACC1]과 관련된 어휘적 재구조화 환경이 

가지는 구조적인 특성을 통해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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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어휘적 재구조화와 완전 통제 구문 

 2장에서 Grano (2012)의 입장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Wurmbrand (2001)를 포함한 

다양한 연구들은 Grano (2012)와 달리 재구조화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가정하였다(Wurmbrand 2001, Cardinaletti & Shlonsky 2004, Bhatt 2005,cf. Cinque 2006, 

Grano 2012). 이들은 우선 재구조화 동사가 기능핵과 연관되는 의미, 즉 양상, 시상, 

이동, 함축 등 일종의 기능핵의 의미와 관련되는 기능적 재구조화(functional re-

structuring)가 있고, 한편으로 재구조화 동사가 일반적인 어휘 동사(lexical verbs)의 

성격을 더 가지는 어휘적 재구조화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Wurmbrand (2001)는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서 어휘적 재구조화가 일어날 때 

어휘적 재구조화 동사(lexical restructuring verb, 이후 LRI-동사로 지칭)는 비-재구조

화 구문에서 사용된 동사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어휘 동사여야 하고, 이때 LRI-동

사의 보어는 vP가 아니라 VP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 … dass  der Traktor   zu  reparieren versucht wurde   

  … that   the tractor-Nom to  repair   tired   was 

   ‘They tried to repair the tractor.’     (Wurmbrand 2001, (19)) 

b. … *dass  der Traktor   zu  reparieren geplant  wurde 

  …  that   the tractor-Nom to  repair   planned was 

    ‘They planned to repair the tractor.’    (Wurmbrand 2001, (36)) 

 (45a)는 주절의 동사가 피동화가 된 경우에 내포절의 논항이 ‘주격’을 가지게 되

는 구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피동 구문은 (45b)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인 복문

에서는 쉽게 나타날 수 없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Wurmbrand (2001)는 이때 

‘versuchen (try)’이 LRI-동사이면서 VP를 보어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선 어떻게 ‘reparieren (repair)’의 논항인 ‘Traktor’가 주격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자.  

 ‘reparieren’은 전형적인 타동사로 vP를 형성하므로 내부 논항인 ‘Traktor’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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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versuchen’이 피동화된다고 해서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피동에 의해서 통사 구조가 바뀐다고 해도 ‘versuchen’이 투사된 

vP의 구조에 변화가 생길 뿐 ‘versuchen’의 보어에 속한 ‘reparieren이 이루는 동사

구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reparieren’과 ‘Traktor’가 이루는 동사구가 VP라면 이야기가 달라진

다. 만약 어떤 동사가 이러한 VP를 보어로 선택할 수 있고, 동시에 피동화가 가능

하다면 이때 선택된 VP 내부의 ‘Traktor’는 주절의 T에 의해서 주격을 받을 수 있

다.  

 Wurmbrand (2001)는 이러한 구조가 (45a)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았다. 그렇다면 이때 ‘versuchen’은 VP를 보어로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Wurm-

brand는 이러한 특성이 LRI-동사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고 보았다. 이에 더해서 

이때 ‘versuchen’이 피동화하기 위해서는 LRI-동사는 단순히 기능핵이 될 수 없다

는 점을 지적하면서 LRI-동사는 일반적인 어휘 동사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try’나 이에 대응하는 동사가 Grano (2012)나 Cinque (2006)가 주장하는 것처럼 기

능핵이라면 피동화가 일어날 수 없으므로 기능적 재구조화로는 (45a)를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32 

 (45a)에 대해 Wurmbrand (2001)의 이러한 분석을 따르면 LRI-동사는 어휘 동사로 

VP를 자신의 보어로 가져야 한다. 그리고 Wurmbrand (2001)는 이러한 구조가 바로 

                                                        
32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장거리 피동(long-passive)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장거리 피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나고(Cinque 2006), 한국어는 피동과 관

련한 논의에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Cinque 

(2006)는 이러한 장거리 피동이 재구조화 동사보다 피동과 관련된 기능핵이 더 상위에 있

는 언어에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하였고 3.3.2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논문은 LRI-동사 위

에 태(voice)를 결정하는 기능핵이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피동과 관련한 

기능핵이 적절한 위치에 존재할 수 있다면 장거리 피동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는 통사적 피동에 대한 논의로 적절하지 않고, 이 논문에서 다루는 [ACC1]의 LRI-

동사는 Wurmbrand (2001)가 다룬 LRI-동사와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에 대해서 성급한 결론

을 내릴 수 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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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적 재구조화 구조의 핵심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Wurmbrand 

(2001)는 어휘적 재구조화는 기능적 재구조화와 달리 수의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

하였다. 즉,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어휘적 재구조화

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의 구문, 즉 비-재구조화 구문이 언제나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Wurmbrand (2001)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이들의 구조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a.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 

 [C1P  C1 [T1P T1 [v2P DP3 [v2' v2 [V2P LRI-V2 [V1P V1 DP1]]]]]]]  

b. 비-재구조화 구조 

 [C2P  C2 [T2P T2 [v2P DP3 [v2' v2 [V2P V2 [C1P..C1. [T1P .. T1 [v1P DP1.[v1’ …]]]]]]]]]] 

 (46a)는 어휘적 재구조화의 구조를 간략히 나타낸 것이다. 주절의 동사가 VP를 

직접 보어로 취하며, 그 결과 CP와 TP 각 하나만이 존재하는 단문 구조로 이루어

져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서 비-재구조화 구조는 (46b)에서 보이듯이 주

절의 동사가 CP를 보어로 취하는 복문이다. 그리고 어휘적 재구조화의 ‘수의성’은 

어휘적 재구조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언제나 (46a)와 (46b)가 공존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어휘적 재구조화의 수의성은‘도록’ 통제 구문에서 다양한 변이형이 어떻

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ACC1]이 어

휘적 재구조화가 일어난 구문으로 ‘완전 통제 구문’이고 나머지 변이형들이 비-어

휘적 재구조화 구조로 일반적인 CP로서의 ‘도록’ 절을 가진 비-통제 구문으로 설

명될 수 있다면 변이형이 왜 존재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Wurmbrand (2001)나 Bianchi (2003)는 Grano (2012)처럼 기능적 재구조화만 

완전 통제 구문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완전 통제 구문이 어휘적 재구조

[ACC1] 단문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 완전 통제 구문 

[ACC2], [DAT], [NOM] 복문 비-재구조화 구조 비-필수 통제 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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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어휘적 재구조화를 통한 설명은 

‘도록’ 통제 구문을 설명할 때 많은 장점이 있다. 그리고 왜 목적어 통제 구문이 

형성되는 경우 완전 통제 구문이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다음의 구조가 쉽게 설명

할 수 있다.  

 a. 목적어 통제 구문의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 

 … T1 [v2P DP3 [v2' v2 [V2P DP2 [V2’ V2 [V1P V1 DP1]]]]  

b. 비-재구조화 구조 

 … T2 [v2P DP3 [v2' v2 [V2P DP2 [V2’ V2 [C1P..C1. [T1P pro T1 [v1P .[v1’ DP1…]]]]]]]] 

 만약 Wurmbrand (2001)의 주장대로 목적어 통제 구문에서 만약 LRI-동사의 보어

가 VP라면 일반적으로 내부 사건의 행동주가 통제어에 대응되므로 이 VP 내부에

는 통제어(DP2)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이때 통제어가 LRI-동사의 논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과 함께 영주어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

면 이때 부분 통제 해석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2.2.3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통제어

가 동시에 단수이자 복수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은 불가능하므로 

완전 통제 해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Wurmbrand (2001)가 제시한 (46a)의 구조는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지만, 이 구조

로 [ACC1]의 모든 특징을 설명할 수는 없다. 우선 어휘적 재구조화가 일어난 경

우에 통제어(혹은 통제어에 대응하는 논항)가 대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3.1.2절에서 통제어에 ‘대격’을 부여할 수 없는 구문이더라도 [ACC1]에서

는 어느 정도 ‘대격’을 부여할 수 있는 구문으로 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문에

서 만약 대격을 지닌 통제어가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에 대응한다면 완전하게 

필수 통제 구문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ACC1]이라는 단

문이 구성되었을 때 어떻게 복문 구성에서 부여할 수 없던 격을 ‘통제어’에 부여

할 수 있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Wurmbrand가 제시한 구조에서 LRI-동사는 일반 어휘 동사로 어휘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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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화 구조와 비-재구조화 구조의 차이점은 보어가 전자는 VP이고 후자는 CP라

는 차이밖에 없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ACC1]과 같은 목적어 필수 통

제 구문이 형성되는 경우에 Wurmbrand의 구조에서 통제어는 LRI-동사의 논항이어

야 한다. 이러한 구조로 [ACC1]에서 대격이 부여되는 것을 설명하려면 LRI-동사

는 대응되는 어휘 동사와 다르게 갑자기 자신의 내부 논항에 대격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어야 한다. 하지만 LRI-동사가 완전한 어휘 동사라면 대응

되는 어휘 동사의 특징을 유지하면서 격부여와 관련된 특성만 바뀌게 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33 

 또 Wurmbrand (2001)식의 구조는 왜 명제태도 동사 중 일부의 동사들만이 

[ACC1]을 형성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즉, 어휘적 재구조화를 

이용해서 완전 통제 구문을 설명하는 것은 Grano (2012)가 가진 문제점, 즉 어떻게 

기능적 재구조화가 일어날 수 없는 동사에서 완전 통제 구문이 형성되는지를 설

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장점을 가지지만 Wurmbrand처럼 LRI-동사가 일

반 어휘 동사라고 단순히 가정한다면 왜 특정 동사들과만 어휘적 재구조화가 일

어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ardinaletti & Shlonsky (2004)의 주장

을 받아들여서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를 논의하려 한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부

분에서 Cardinaletti & Shlonsky (2004)의 이론을 벗어나 목적어 통제 구문에서 어휘

적 재구조화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

고 이를 통해서 ‘도록’ 통제 구문의 특성과 ‘도록’ 통제 구문이 형성될 수 있는 동

사 부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33 Wurmbrand (2001)는 LRI-동사의 보어로 vP가 나타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며 

이를 ‘축소된 비-재구조화 구조(reduced non-restructuring structure)’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

러한 구조를 가정하더라도 Wurmbrand의 구조에서 통제 해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통제어

는 LRI-동사의 논항이어야 할 것이고, 오히려 vP 보어의 외부 논항에 영주어가 필요해 지

면서 왜 이때의 구조가 완전 통제 구문이어야 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축소된 비-재구조화 구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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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어휘적 재구조화에 대한 새로운 제안 

3.3.1. 어휘적 재구조화 동사의 특성 

3.3.1.1. 어휘적 재구조화 동사의 구조적 위계와 내부 논항 

 Cardinaletti & Shlonsky (2004)는 Cinque (2006)의 기본 입장을 받아들여서 재구조

화를 일종의 기능핵이 대응되는 어휘 동사와 동일한 PF 형태와 의미를 가지는 구

조로 파악하였다. 하지만 Cinque (2006)나 Grano (2012)와 다르게 외부 논항을 부여

하는 기능핵 아래에 있는 일종의 준-기능핵(quasi-functional head)에 의해서도 재구

조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준-기능핵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재구조화가 어휘적 재구조화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Cardinaletti & Shlonsky (2004)

의 주장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ardinaletti & Shlonsky (2004)는 우선 재구조화 동사로 기능할 수 있는 기능핵 중 

외부 논항에 대한 ‘정보’를 가진 기능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외부 

논항에 대한 정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은 외부 논항을 부여할 수 있는 기

능핵의 아래, 즉 일종의 어휘 영역(lexical domain)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고 가정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Cinque (2006)나 Grano (2012)와 다르게 재구조화 동사이면

서 어느 정도는 어휘 동사로서의 기능을 하는 기능핵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기능핵을 준-기능핵이라고 부르고 따로 구분하였다. 

즉 이러한 준-기능핵은 어휘 영역에 존재하면서 외부 논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외부 논항에 대한 정보가 더 상위의 기능핵에 의해서 충족되어야 한

다고 가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준-기능핵에 어휘 동사가 삽입(insertion)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34  이 경우에 어휘적 재구조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4 정확하게 말하면 실질적으로 어휘 동사가 기능핵에 통사부에서 삽입된다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어휘 동사가 준-기능핵으로 변하는 

과정을 가정하고 있고, 이때 이러한 과정을 일반적인 병합이나 부가로 설명할 수 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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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삽입이 자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 어휘 동사가 

의미상으로 양립가능(compatible)하면 준-기능핵에 삽입될 수 있어서 어휘적 재구

조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a. 비-재구조화 구조      b.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 

             

                                  수의적 삽입  

 Cardinaletti & Shlonsky (2004)의 입장은 LRI-동사가 지니는 몇 가지 특징을 잘 설

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Cardinaletti & Shlonsky (2004)는 우선 적절한 외부 

논항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핵 아래에 LRI-동사로 기능하는 준-기능핵이 있기만 

하면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Wurmbrand (2001)의 가정과 다

르게 vP도 LRI-동사의 보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vP보다 더 상위의 위치

에서 외부 논항을 부여할 수 있는 기능핵이 존재하고, 그 바로 밑에 LRI-동사로 

기능할 수 있는 준-기능핵이 위치할 수 있다면, 이러한 준-기능핵은 vP를 자신의 

보어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Cardinaletti & Shlonsky (2004)는 일반 동사가 의미적으로 대응하는 준-기능핵

에 삽입되는 ‘어휘적 재구조화 작용’은 필수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

는 일반 동사가 ‘어휘 동사’로서 V에서 실현될 수도 있고 준-기능핵에 삽입되어 

‘LRI-동사’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왜 어휘적 재구조화가 수의성을 

                                                                                                                                                        
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삽입이라는 표현을 유지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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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지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Cardinaletti & Shlonsky (2004)의 이론은 기존의 이론들과 몇몇 부분

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Cinque-Grano의 v와 T 사이의 기능핵에만 재구조화가 일

어난다는 입장과는 차이를 보인다. Cardinaletti & Shlonsky (2004)는 Cinque-Grano의 

입장 중 많은 부분을 공유하면서도 재구조화가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좀 더 확

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또 Wurmbrand (2001)의 방식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결

과적으로 LRI-동사를 완전한 ‘어휘 동사’가 아니라 일종의 기능핵의 실현으로 보

고 있다는 점이다. 즉 LRI-동사는 외부 논항에 대한 일종의 정보를 가질 수는 있

지만 그 스스로가 자신의 내부 논항을 가지지는 못하는 기능핵이라는 것이다. 그

리고 이러한 설명은 재구조화 동사가 그 자신의 논항 구조나 사건 구조를 가지지 

못한다는 기존의 연구들(Napoli 1982, Rosen 1989, Rochette 1991, Hacquard 2006, 2008)

과도 잘 어울리며, 이는 [ACC1]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Cardinaletti & Shlonsky (2004)의 이론을 따르면 LRI-동사는 일종의 준-기능

핵으로 오직 외부 논항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으므로 대응되는 어휘 동사가 내

부 논항을 가진다 하더라도 Wurmbrand (2001)의 주장과 달리 내부 논항을 가질 수 

없게 된다.  

 a. 비-재구조화 구조        b. [ACC1]의 구조 

                  

 이는 위의 그림에서 보이듯이 [ACC1]의 경우 통제어가 LRI-동사의 논항이 될 

삽입

통제어

통제어에 

대응하는 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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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비-재구조화 구조와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가 

대응되려면 다음과 같이 통제어가 LRI-동사의 보어의 외부 논항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50)의 구조는 왜 [ACC1]에서 통제어가 대격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3.1.1절에서 발화 동사로 기능하는 명제태도 동사는 자

신의 내부 논항, 즉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에 대응하는 논항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명제태도 동사가 만약 대응되는 준-기능핵에 삽입

되어서 LRI-동사가 된다면 이 경우 LRI-동사는 더 이상 발화 동사로서의 속성을 

유지할 수 없고 또 자기 자신의 내부 논항도 가질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통제어

에 대응되는 논항은 (50b)에서처럼 LRI-동사의 보어의 논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항 관계는 어휘적 재구조화에서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50a)에서 

명제태도 동사의 보어인 CP가 주절 동사의 내부 논항에 공지시 되는 외부 논항을 

pro이던 외현적 명사구던 간에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논항이 (50b)에

서 외현적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재구조화 구조와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의 차이 

a. 비-재구조화 구조   : 일반 동사 +  CP 보어 

 

b.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 : LRI-동사  +  vP 보어 

 (50a)와 (50b)가 다른 것은 단지 (50a)의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주절의 명제태도 

동사의 내부 논항과 CP 내부 술어의 외부 논항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

지만 (50b)의 경우는 이 둘의 관계가 어휘적 재구조화를 통해서 하나로 통합되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왜 어휘적 재구조화가 일어났을 때, 즉 (50a)가 아

니라 (50b)의 경우에서만 왜 통제어 논항이 대격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3.1.1절에서 보았듯이 발화동사로서의 명제태도 동사는 자신의 내부 논항

에 대격을 부여할 수 없고 여격만을 부여할 수 있었다. 

  

대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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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장 선생님-은 선생님-에게/*를 [영희가 집에 가-야 한-다]-고 명령했다 

/제안했다/요청했다/요구했다. 

 다음 예문은 이 경우에 부여되는 여격은 일종의 후치사구와 같은 성격을 가진

다는 것을 보여준다.35 

 *교장 선생님-은 선생님들i-에게 세 명i [영희가 집에 가-야 한-다]-고  

 명령했다/제안했다/요청했다/요구했다. 

 이처럼 유동 양화사(floating quantifier)가 인허될 수 없다는 것은 이때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에 대응하는 논항이 격을 직접적으로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

다(Miyagawa & Tsujioka 2004 등). 그렇다면 이는 ‘도록’ 통제 구문에 사용될 수 있

는 동사 중 ‘설득하다’를 제외한 다수가 내부 논항에 직접적으로 격을 부여하지 

못하고 일종의 후치사구만을 논항으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가 타당하다면 왜 (50b)에서 통제어 논항이 절대 후치사구가 될 수 

없는지 설명할 수 있다. 3.1.1.2절에서 확인하였듯이 이때의 후치사구는 언제나 간

접 대화 문맥의 청자와만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명제태도 동사의 의미에 기

반하여 인허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50b)에서 보았듯이 LRI-동사는 명제태도 

동사에 대응하기는 하지만 이 자체는 일종의 준-기능핵이고 내부 논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에 대응하는 논항을 꼭 후치사구로 가져야 한다

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50b)에서는 절대로 통제어가 ‘여격의 

형태’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에서 통제어는 대격만을 받

을 수 있다.  

 . [v2P [LRI-VP  [v1P DP(통제어) V1P ] LRI-V]] v2] 

               ACC 

 격여과(case filter) 이론을 따라서 모든 논항이 꼭 격을 가져야 한다면 이 경우 

                                                        
35 만약 이때의 ‘-에게’가 후치사라면 이를 ‘격’으로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형태를 따라 계속 ‘여격’이라고 표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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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어에 격을 줄 수 있는 것은 LRI-동사를 선택하는 주절의 v2뿐이다. 그리고 

(50b)와 (54)에서 보이듯이 v1P의 외부 논항은 v2와 일치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국

부적인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으므로 v2로부터 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LRI-

동사의 보어의 논항이 LRI-동사의 상위에 있는 v에 의해서 격을 부여받을 수 있

는 것은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고(Wurmbrand 2001, 

Boeckx 2004, Bhatt 2005 등), [ACC1]은 이러한 특징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50b)의 구조는 이와 함께 왜 [ACC1]이 완전 통제 구문이 되는지 설명해 줄 수 

있다. 이 구조는 LRI-동사와 보어가 일종의 유사-인상 구문(raising-like structure)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준다.36 이는 다음과 같이 절대 통제 보어에 PRO와 같은 영주

어가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a. *선생님이 영희를 6시에 학교에 모이-도록 설득했다.37 

b. [v2P 선생님 [LRI-VP  [v1P 영희  6시에 학교에 모이]-도록 설득했다]] v] 

                     ACC 

 이때 ‘영희’가 복수의 집단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단수 명사인 ‘영희’ 자체가 

통제어로서 단수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복수 명사로 해석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

한 해석은 불가능하다(Wurmbrand 2001). 그러므로 (50b)의 구조는 왜 어휘적 재구

조화가 일어나는 [ACC1]이 완전 통제 구문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서 이러한 유사 인상 구조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다. 

한국어의 ‘그렇-’38은 일종의 대체어(pro form)로 다음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특

정 동사구를 대용할 수 있다.  

                                                        
36  이러한 유사 인상 구문에서 어떻게 통제 해석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3.3.2.1절에서 자

세히 논의할 것이다. 
37 이 경우 왜 [ACC2] 구조가 선택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3.4.3절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38 대용어 ‘그렇-’은 사건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그래-’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 논문에서

는 Chung (2013)에서 가정한 것처럼 ‘그렇-’과 ‘그래-’를 동일한 대용어의 이형태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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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는 집을 새로 지었고, 영수도 그랬다. 

 (56)에서 보이듯이 대용어 ‘그렇-’은 ‘집을 새로 지었다’라는 동사구를 대신하여 

사용되면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대용이 일어나는 경우 단순히 대체어

가 동사구 대신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용되는 동사구의 내부 구조가 존재한

다는 증거가 있다. 다음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구 내부의 논항이 ‘대체 영

역(replace domain)’ 밖으로 이동하여 살아남는 경우도 존재한다. 

 ?철수는 자기 집을 새로 지었고, 영수는 어머니의 집을 그랬다. 

 Chung (2013)은 이렇게 ‘대용 영역’ 내부의 논항이 ‘대용 영역’ 밖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용이 일어나는 문장은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 이 내부 구조 중 

‘대체 영역’에 대응하는 부분이 PF에서 생략이 된 후 ‘그렇-’으로 대치된다고 설명

하였다.39  

 철수는 집을 새로 지었고, 영수도 어머니의 집을1 [ t1 새로 지]-었다. 

                         ‘그렇(그래)-’ 삽입 →  ‘대체 영역’  

 즉, Chung (2013)은 ‘그렇-’ 대체 현상을 PF-삭제에 기반한 생략 현상(Merchant 

2001)의 일종으로 본 것이다. 특히 Chung (2013)은 ‘그렇-’의 ‘대체 영역’이 생략이 

가능한 영역 중 vP에 대응한다고 주장하였다.40 이런 입장에서 ‘도록’ 통제 구문의 

변이형들을 살펴보면 [ACC1]의 특이성을 확인할 수 있다. 

  

                                                        
39 Chung (2013)은 ‘그렇-’ 대용에서 대용 되는 동사구가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양한 논항 이동(비대격 동사, 피동 구문) 등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40 엄 히 말하면 Chung (2013)은 ‘그렇-’이 (소)절을 대체하는 경우는 TopP를 ‘대체 영역’으

로 삼고 ‘그렇-’이 동사구를 대용하는 경우는 vP를 ‘대체 영역’으로 삼는다고 지적하면서 

이 두 영역은 모두 일종의 주술관계 영역(predication domain)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후자의 경우만이 상관 있으므로 전자에 대해서는 더 논의 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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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철수는 영희를 회사를 관두도록 ?명령했고/설득했고        [ACC1] 

 ??존은 메리를 그랬다.                   

b. 철수는 영희에게 회사를 관두도록 명령했고/요구했고/설득했고,   [DAT]    

  존은 메리에게 그랬다.                   

c. 철수는 회사를 관두도록 영희를 설득했고,               [ACC2] 

  존은 메리를 그랬다. 

 (59)의 경우와 같이 ‘그렇-’ 대체어가 주절의 통제 동사를 대체하는 경우를 가정

해 보면 이때 대체 영역은 주절의 vP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대체 영

역의 내부에 있는 논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절의 vP 밖으로 이동해 나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때 (59a)의 경우에서 보이듯이 [ACC1]의 경우, 통제어가 ‘대체 

영역’을 넘어서 살아남으면 문장이 많이 어색하다.41  

 ‘명령하다’가 사용된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이 경우 [ACC1]의 수용성은 조금 떨

어지지만 이와 상관 없이 ‘그랬다’로 대용된 문장도 많이 어색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는 ‘설득하다’가 사용된 구문에서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ACC1]이 가지

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특히 다른 변이형에서는 이러한 

어색함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으로 더 확실하게 뒷받침된다. (59b)에서 보이듯

이 [DAT]의 경우는 문장이 훨씬 더 자연스러우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설득하다’

가 사용된 문장에서도 (59c)처럼 단순히 어순이 바뀌어 보이는 경우에도 문장의 

수용성이 (59a)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는 점이다. 하지만 (59a)와 (59c)의 차이를 단

순한 어순의 변화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차이는 설명이 필요하다. 

즉, ‘도록’ 통제 구문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을 위해서는 왜 대체 영역의 내부의 논

항이 살아남는 데 있어서 [ACC1]과 나머지 변이형의 차이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

어야 하는 것이다.  

                                                        
41 이러한 문장이 비문이라는 것은 3.1절에서 간단히 언급하였듯이 Landau (2000)에서 제시

한 필수 통제 구문의 판단 기준 중 비-엄  해석에 대한 논의가 [ACC1]에서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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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설명하는 방법은, 이 논문에서 가정했듯이 (59)에서 [ACC1]의 경우는 통제

어가 ‘대체 영역’과 관련되는 동사의 논항이 아니라 이러한 동사의 보어의 논항이

지만 [DAT]와 [ACC2]의 경우에 통제어에 대응하는 논항은 대체 영역인 vP의 논항

이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59)의 차이는 살아 남는 논항이 ‘그렇-’ 

대체가 이루어지는 ‘동사’의 논항이냐 아니냐의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은 다음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인상 구문의 경우에도 주절

의 vP가 대체 영역인 경우에 [ACC1]과 동일한 문법성이 발견된다는 것을 통해서 

그 타당성을 검증 받을 수 있다. 

 ??철수가 영희를 똑똑하다고 믿었고, 존은 메리를 그랬다.  [ECM] 

 (60)에서 보이듯이 인상 구문(ECM)의 경우에도 주절의 인상 동사가 대체될 때 

내포절의 논항이 살아남으면 문장이 어색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

한 차이는 다음과 같이 일반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강한 대조의 의미와 같이 특별한 문맥적인 정보가 없는 경우에 ‘그렇-’에  

의해 대체되는 동사의 보어가 가지는 논항은 ‘대체 영역’을 넘어서 이동할 

수 없다. 

 이러한 설명은 지금까지 가정한 어휘적 재구조화의 성격과 정확히 일치한다. 

[ACC1]에서는 살아남는 논항이 대체되는 동사의 보어의 논항이지만 나머지 비-재

구조화 구조에서는 살아남는 논항이 대용되는 동사의 논항이다.  

 다만 왜 (61)과 같은 일반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답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이러한 일반화가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59a)의 [ACC1]에서 통제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국면

(phase)를 이동해야만 한다. 하지만 [DAT]나 [ACC2]에서는 이와 달리 한 번의 이

동만으로 ‘대용 영역’을 쉽게 이동해서 벗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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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존2도 메리1를 [v2P t2 [v’ [LRI-V2P [v1P t1 [v1’ V1P  v1]]  LRI-V2]  v2 ] ] 

                    ‘대체 영역’ 

        phase2   phase1 

b. .., 존2도 메리1를 [v2P t2 [v’ [V2P  t1 [V2’ [CP [TP pro [T’  v1P T]]] V2] v2]] 

                    ‘대체 영역’ 

        phase1      

 (62a)는 어휘적 재구조화 된 [ACC1]의 구조이다. 이때 ‘메리’는 LRI-동사의 보어

의 논항이고 이때 LRI-동사는 vP인 국면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는 ‘메리’가 ‘대

체 영역’을 넘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 개의 국면을 넘어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62b)와 같은 비-재구조화 구조에서는 살아남는 논항인 ‘메

리’가 주절 동사의 내부 논항이므로 하나의 국면을 넘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왜 [ACC1]에서 특별한 초점(focus) 해석을 강하게 받지 않은 통

제어가 살아 남기 어려운지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제보자들이 (59a)의 

경우에 강한 대조 초점과 쉬는 구간(pause)를 주면 문장이 조금 나아진다고 동의

했다. 이는 특정한 의미 해석과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 대체에서 살아 남는 

논항이 이유 없이 두 개의 국면을 넘어서 이동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주 강한 대조 초점(contrastive focus)을 ‘메리’에 주면, 이러

한 강한 대조 초점으로의 해석이 통제어가 굳이 이동을 해서 주절까지 가야 하는 

이유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59)의 예문에서 나

타나는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면 이는 어휘적 재구조화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

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어휘적 재구조화의 특징은 [ACC1]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다. 우선 왜 [ACC1]이 단문이고 통제어 논항이 대격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다. 또 이에 더해서 통제어가 LRI-동사의 보어의 외부 논항이어야 한다는 

것도 LRI-동사가 내부 논항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통해서 설명해 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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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ACC1]이 보이는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의 특성을 모두 설

명해 주지는 못한다.  

 우선 첫 번째로 어떻게 준-기능핵이 또 다른 외부 논항과 연결될 수 있는지 설

명할 수 있어야 한다. [ACC1]은 통제어 이외에 태도 담지자에 대응하는 외부 논항

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서 Cardinaletti & Shlonsky (2004)를 따르면 일반 동

사와 이에 대응하는 준-기능핵이 의미상 서로 양립가능해야 어휘적 재구조화가 일

어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어떻게 [ACC1]의 경우 LRI-동사가 대응되는 발화 동

사로서의 명제태도 동사의 의미와 양립가능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내부 논항이 결여되어 있는 LRI-동사가 어떻게 발화 동사의 의미와 양립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또 [ACC1]이 일종의 유사 인

상 구조를 가진다면, 어떻게 통제어가 LRI-동사의 논항이 아니면서도 통제 해석이 

가능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 소절부터 LRI-동사의 특징을 중심으로 이

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의해 가도록 하겠다. 

3.3.1.2. [ACC1]에서의 어휘적 재구조화 동사의 의미: 양상의미를  

   중심으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ACC1]의 어휘적 재구조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LRI-동

사와 이에 대응하는 명제태도 동사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때 가장 중요

한 것은 준-기능핵은 명제태도 동사와 의미적으로 양립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명제태도 동사와 의미상으로 양립가능하기 위해서는 준-기능핵이 

명제태도 동사의 양상(modal)의미와 대응된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다양한 연구에서 명제태도 동사와 양상소가 가능 세계(possible world)를 양화한

다는 점에서 유사한 의미를 가진다고 논의해 왔다(Hinttika 1969, Lewis 1979, Hac-

quard 2006, 2009, Stephenson 2007, Anand & Hacquard 2013 등).  

 이번 소절에서는 이러한 유사성을 중심으로 일종의 기능핵으로서의 양상소의 

의미와 이에 대응하는 명제태도 동사의 의미를 살펴보고, 명제태도 동사와 일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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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기능핵으로의 양상소가 의미적으로 양립가능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3.3.1.2.1. 기능핵으로서의 양사소의 양상 의미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양상소는 인지적 의미(epistemic meaning)과 비-인지적 의미

(non-epistemic meaning)를 모두 가질 수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Kratzer 1981, 1991). 

예를 들어서 (63)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의 ‘have to’는 인지적 의미인 ‘확신’과 비-

인지적 의미인 ‘당위’의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이다. 

 a. John had to be home. <인지적 양상소(epistemic modal)>: 

  화자가 발화 시점에 가진 ‘John이 집에 있다는’ 확신 

b. John had to go to jail. <뿌리 양상소(root modal)>:  

  주어인 ‘John’이 감옥에 가야만 하는 시점에서 이를 정당화 하는 당위 의미 

 Kratzer (1981, 1991)는 이러한 중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 양상소의 중의적 의

미는 기본적으로 대화상의 배경(conversational background)을 통해서 순수하게 문맥

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Kratzer는 이를 위해서 양상소의 어휘 

의미에는 단지 가능 세계(possible world)에 대한 ‘양화’와 관련된 의미, 즉 전체 양

화(universal quantification)인지 존재 양화(existential quantification)인지에 대한 의미만 

어휘적으로 명세되어 있다고 보고 나머지 의미는 두 가지의 대화상의 배경에 의

해서 문맥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즉, (63a)의 경우 ‘이 시간에 ‘John’은 

보통 집에 머무른다는 나의 지식에 따르면’과 같이 ‘화자’의 인지적 판단의 근거

와 관련된 의미가 문맥에 의해서 제공되고, (63b)는 ‘John이 감옥에 가야 하는 법적

인 근거’와 같은 이유가 그 때의 문맥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양상소가 양화하는 가상 세계가 특정한 접근 가능 세계(accessible world)만으로 제

한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Kratzer (1981, 1991)의 이론을 따르면 동일한 양상소가 인지적 양상 의미

와 비-인지적 양상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각각의 상황에서 연결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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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의 배경, 즉 문맥을 통해서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중의성도 다음과 같이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a. 인지적인 대화상의 배경: 인지적 양상소 

b. 비-인지적인 정황적인 대화상의 배경: 뿌리 양상소 

 하지만 Hacquard (2006, 2010)는 양상소가 중의적 의미를 가지는 경우 각 상황에

서 양상 의미와 연관되는 개체와 양상 의미의 판단(evaluation) 시점이 서로 달라진

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러한 차이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63a)에서 

볼 수 있듯이 인지적 양상소는 문장의 화자와 연결되어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아니라 화자의 판단 시점에서의 인지적 상태를 통해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인

지적 의미가 나타나는 시점은 화자의 판단 시점이지 존이 집에 있는 사건이 일어

난 시점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비-인지 양상소들은 화자와 

관련 없이 문장의 주어와 관련된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대한 정황(circumstantial) 

의미가 도출되어야 한다. (63b)에서 감옥에 가는 행위가 일어나야만 하는 당위의 

의미가 도출되는 시점은 화자의 발화 시점과 상관 없이 ‘John’이 감옥에 가는 사

건이 일어나는 시점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Hacquard (2006, 2010)는 양상소의 구조적 

위치가 양상소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Kratzer식의 순수한 문맥에 의한 설명은 양상소의 중의성을 잘 설명할 수 있지

만 인지/비인지 양상 의미가 가지는 태도 담지자와 시제와의 연관성까지 설명하려

면 구조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를 위해서 Hacquard (2006, 2010)는 양상소가 가능 세계를 직접적으로 양화한다

는 Kratzer (1981, 1991)의 입장에서 벗어나 가능 세계에 대한 양화가 사건(event)과

의 관계에 의해서 중재된다고 보면서 양상 의미는 ‘사건’에 기초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계보다 더 작은 단위인 사건을 통해서 양상 의미가 도출이 

되어야지 개체-시간의 관계까지 동시에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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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어떻게 사건과 관련된 가능 세계가 해석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양상 

의미의 형성이 ‘접근 가능성 관계(accessibility relation)’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주

장하였다. 접근 가능성 관계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양샹소에 의해서 양화된 가능 

세계와 이러한 가능 세계에 연결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는 데 기준

이 되는 현실 세계(actual world)간의 관계를 나타내어 주는 기제이다. 즉 현실 세계

에서 화자의 인지에 기반해서 인지적 접근 가능성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인지적 양

상 의미가, 현실 세계의 법칙과 관련된 접근 가능성 관계가 형성이 되면 비-인지

적 양상 의미가 도출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Hacquard (2006, 2010)는 접근 가능

성 관계가 통사적으로 표상되어 있어야 한다고 가정하면서 이러한 접근 가능성 

관계 내부에 양상 의미 도출의 근거가 되는 ‘사건 변항(event variable)’이 명세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의 이론적 함의를 가진다. 우선 ‘변항’이라는 표현은 사건 

변항이 적절한 ‘사건 논항(event argument)’에 의해서 통사적으로 결속되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접근 가능성 관계: F(ex)의 속성 (Hacquard 20006) 

a. F: 사건 변항인 ex를 결속하는 사건의 속성에 의해서 속성이 인지적인지  

   비-인지적인지 결정된다. 

b. 태도 담지자: 사건 변항인 ex를 결속하는 사건과 연결된 개체로 결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결속이 일어나는 경우 사건 논항의 성격에 의해서 사건 변항의 

속성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사건 논항과의 결속을 통해서 사건 변항을 포

함하고 있는 접근 가능성 관계의 성격 자체도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Hacquard는 접근 가능성 내부의 사건 변항을 결속하는 사건 논항과 관련 있는 개

체(individual)가 양상소와 연결이 되어 양상소가 가지는 양상 의미의 주체로 기능

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보면 사건 논항과의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양상소

가 자신의 태도 담지자와 연결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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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quard (2006, 2010)는 접근 가능성 관계에 명세되어 있는 사건 변항의 결속자

로 기능할 수 있는 사건 논항이 단언 사건(assert event), (v)VP사건 논항에 대한 술

어(predicate)인 시상핵(Aspect head), 명제태도 동사의 보어인 CP 내부에 존재하는 

내용 사건(contentful event)42 이렇게 세 가지로 한정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이러

한 사건 논항들과 구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단언 사건은 주절의 T 위, 즉 문장의 가장 상위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단언 사건은 ‘직접 대화 문맥’과 연결이 되면서 문장의 화자, 

청자 그리고 ‘발화 시점’에 대한 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특성을 가진 기능핵이 존재한다면 이는 문장의 가장 상위에 위치해야 하고(Cinque 

1999, 2006, Hacquard 2006, 2010, Tenny 2006 등) 이러한 예측은 Cinque의 위계와도 

합치된다.  

  MoodSpeechAct  >  Moodevaluative  >  Moodevidential  >  Modepistemic  >  Tense 

 그리고 이는 주절의 경우 T 위에 위치하는 양상소는 모두 단언 사건에 의해서 

결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Hacquard (2006, 2010)는 이와 다르게 T 바로 아래에 존재하면서 사건 변항을 

결속할 수 있는 사건도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Hacquard는 시상핵이 사건과 시제

를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시상핵이 술어가 나타내는 사건

과 주술관계를 맺고 있다가 T의 바로 밑으로 이동하여 사건과 T를 연결한다고 주

장했다. 즉, 시상핵의 이동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 어떤 기준 시간에서 

일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타당하다면 시상핵은 

당연히 T 바로 밑에 위치하게 될 것이고 T 밑에 존재하는 양상소는 국부성 원리

에 따라 모두 시상핵과 연관된 사건과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42 명제태도 동사 보어의 사건을 ‘내용 사건’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후에 명

제태도 동사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더 다양한 논의는 

Hacquard (2006)과 Anand & Hacquard (2008, 2013)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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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양상소가 실현되는 구조적인 위치 차이를 통해 인지 양상소와 뿌리 양

상소가 왜 서로 다른 개체와의 관계를 가지는지 설명할 수 있다. 

 a 인지적 양상소의 위치와 결속 관계   b. 뿌리 양상소의 위치와 결속 관계 

      

(67a)에서 볼 수 있듯이 T 위에서 생성된 인지 양상소는 T 위에 있는 결속자인 

화자와 연결되어 있는 단언 사건과 결속관계를 가져야 하므로 화자와 연결되어야 

하고, (67b)에서처럼 T 아래에서 생성된 비-인지 양상소는 T 바로 밑에 있는 시상

핵에 의해서 결속되므로 주어와 연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Hacquard (2006, 2010)는 인지적 접근 가능성 관계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속자인 사건 논항이 일종의 명제적인 속성을 가진 믿음(doxastic)과 관

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Hacquard는 단언 사건의 

경우는 내용 함수(CON(tent))의 도움을 받아 믿음과 관련된 정보를 유지할 수 있

고 이를 통해서 인지적 접근 가능성 관계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명제적인 속성이 결여된 시상핵에 의해서 결속되는 사건 변항을 지닌 접근 가능

성 관계는 비-인지적 속성을 가질 수 밖에 없고 접근 가능성 관계의 차이가 구조

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이에 덧붙여서 왜 인지적 양상 의미를 가지는 경우와 비-인지적 양상 의미를 

가지는 경우 왜 서로 다른 시간과 연관되어 의미가 나타나는지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단언 사건은 일종의 대화 문맥과 연관되어 있는 단언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시상핵은 T와 연결되어 기준 시점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자신들이 결속한 

접근 가능성 관계가 야기하는 양상 의미가 어떤 ‘시점’에 연결되어야 하는지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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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명시해줄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전자의 경우는 화자의 발화 시점에, 

후자의 경우는 주어에 의해서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에 양상 의미가 결정이 되어

야 한다는 것이 결속하는 사건 논항의 속성에 의해서 주어지게 된다. 즉, Hacquard 

(2006, 2010)식의 양상 의미는 양상소가 어느 시점에 어떤 가능 세계를 양화하고, 

어떤 태도 담지자를 가지게 되는지를 모두 구조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3.3.1.2.2. 명제태도 동사의 양상 의미 

 3.3.1.2.1절에서 논의한 Hacquard (2006, 2010)식의 논의는 양상소가 기능핵으로서 

어떻게 의미를 문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지 잘 설명하고 있지만 명제태도 동사

로 쉽게 확장될 수 없다. 이 중 가장 큰 문제는 명제태도 동사는 어휘 동사이므로 

T의 아래에 존재하지만 이때 명제태도 동사의 태도 담지자는 인지적 태도 담지자

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존은 영희가 감옥에 가야 한다고 믿었다. 

 위와 같은 문장에서 명제태도 동사 ‘믿다’의 태도 담지자는 화자가 아니라 주어

인 ‘존’이고 이때 존은 인지적 접근 가능성 관계의 주체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다. 그렇다면 명제태도 동사는 태도 담지자인 주절의 주어가 가지는 믿음 세계를 

기반으로 해석이 되므로, 내포절인 CP는 믿음 세계와 관련된 일종의 명제여야 하

는 것이다. Hacquard(2006)는 이러한 명제태도 동사의 의미를 사건과의 관계를 통

해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명제태도 동사의 보어인 CP는 태도 담지자인 주어의 믿

음에 기반한 명제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 이때의 사건은 앞에서 살펴본 단

언 사건과 유사하게 내용 함수(CON)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명제태도 동사의 보어로 기능하는 사건을 단언 사건과 구분하여 ‘내용 사건

(contentful event)’라고 지칭하였다.  

 [[believe]] =  λe.λp.λx.λw. Holder(x,e) & belief'(e,w) & ∀w'∈∩CON(e)  

            [p(w')=1], where ∩CON(e) = DOX(ιx Holder(x,e),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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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는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Hacquard (2006)가 기술한 명제태도 동사 ‘believe’

의 의미이다. 명제태도 동사는 특별한 의미를 지는 CP 보어와 그 자신만의 접근 

가능성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 경우 ‘믿다’라는 명제태도 동사는 위치에 상관 없

이 인지적 접근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믿다’와 같은 명제태도 동사가 가지는 양상의미가 인지적 양상소

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다. 인지적 양상소와 동일하게 명제태도 동사의 믿음 세

계를 양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명제태도 동사의 경우는 양상소와 다르게 중의성도 

가지지 않고, 또 구조적으로 보면 모두 T 밑에 있는 어휘 동사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연구에서 명제태도 동사는 기능핵인 양상소와 다

르게 접근 가능성 관계를 자신의 어휘 의미 내부에 일종의 ‘전제(presupposition)’로 

명세하고 있다고 보았다(Hacquard 2006, Anand & Hacquard 2013 등).  

 이러한 양상소와 명제태도 동사의 의미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ACC1]의 경우 명

제태도 동사와 LRI-동사가 의미적으로 양립가능한지 설명할 수 있다. LRI-동사의 

경우, 대응되는 명제태도 동사와 동일한 양상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의미적으로 

양립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ACC1]에 대응되는 명제태도 동사들은 

모두 일종의 ‘의도(intend)/소망(bouletic)’의 의미와 관련된 명제태도 동사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모두 유사한 양상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소망/의도’

의 양사의미를 가지는 준-기능핵이 존재한다면 [ACC1]의 어휘적 재구조화를 설명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43  

                                                        
43 사실 대화상의 배경은 연결가능성 관계와 함께 순서화 근원(ordering source)이 존재한다. 

순서화 근원은 접근 가능한 가능 세계의 집합을 적절한 기준으로 순서지워 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인지 양상소로서 ‘might’와 ‘must’는 둘 다 인지적 접근 가능성 관계를 가

지며 전체 양화를 가진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 의미차이는 존재하므로, 이때 어떤 가능 

세계가 어떻게 순서지워지느냐에 차이로 이들의 의미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Kratzer 

1991). 이 논문은 이러한 입장에서 ‘설득하다’, ‘명령하다’와 같은 동사들의 의미 차이가 

‘순서화 근원’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가정할 것이다. 즉, 어떠한 가능 세계가 더 선

호되는지의 차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명령’아니 ‘설득’의 의미가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순서화 근원의 정확한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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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3. LRI-동사의 양상 의미와 명제태도 동사의 양상 의미 

 3.3.1.2.2절에서 Hacquard (2006)의 이론을 바탕으로 [ACC1]의 LRI-동사와 대응되

는 소망 기반 명제태도 동사들이 양상 의미의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의미상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면 한가지 문제가 생

길 수 있다.  

이 논문이 가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는 LRI-동사인 준-기능핵을 일종의 양

상소로 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이러한 준-기능핵은 T보

다 아래에 있는 v보다도 밑에 존재해야 하므로 Hacquard (2006)가 제안한 양상핵의 

위치와 상충된다. 아무리 ‘소망/의도’와 관련된 양상 의미라 하여도 이때의 소망 

세계(bouletic world)의 태도 담지자도 어느 정도 인지적 접근 가능성 관계와 유사

한 속성을 가진다고 논의되어 왔기 때문이다(Heim 1992 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명제태도 동사에 대응하는 LRI-동사가 순수한 기능핵이 

아니라 준-기능핵이므로 대응되는 명제태도 동사가 가지고 있는 접근 가능성 관계

에 대한 전제를 동일하게 전제로서 유지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

한 가정이 타당하다면 어떻게 LRI-동사가 구조와 상관 없이 접근 가능성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왜 LRI-동사가 외부 논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도 설명

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CC1]의 경우 명제태도 동사나 이에 대응되는 

LRI-동사의 경우 모두 외부 논항은 태도 담지자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태도 

담지자에 대한 정보는 Hacquard (2006, 2010)를 따르면 접근 가능성 관계에 사건 변

항으로 명세되어 있어야 할 것이므로, LRI-동사가 대응되는 명제태도 동사의 접근 

가능성 관계를 유지한다면 태도 담지자인 외부 논항에 대한 정보를 가지게 된다

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Cardinaletti & Shlonsky (2004)의 준-기능핵에 대한 정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기능(다양한 역설(paradox)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von Fintel & Heim (2012)을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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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ACC1]의 LRI-동사가 대응되는 명제태도 동사의 양상 의미에 대응하는 

준 기능핵이라면 어떻게 vP와 병합될 수 있는지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LRI-동사가 태도 담지자와의 연결되기 위한 기본 구조 

  

위의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LRI-동사는 자신의 보어(vP 또는 VP)와 일반적인 

내포 함수 적용(Intentional Functional Application, IFA44; von Fintel & Heim 2012)를 통

해서 연결된다면 vP에 대한 양상의미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LRI-동사는 대응되는 명제태도 동사가 가진 것과 동일한 접근 가능성 관계를 가

지고 있고, 이 안의 사건 변항을 결속하는 사건 논항과 연결된 개체가 태도 담지

자로 결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대응되는 비-재구조화 구조에 대응되는 양

상 의미는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타당하다면 [ACC1]의 LRI-동사의 양상 의미와 어떻게 이러

한 준-기능핵이 외부 논항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다음 소절에서 논의하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하도록 하겠다. 

                                                        
44 Intensional Functional Application (IFA): If α is a branching node and {β, γ} the set of its daughters, 
then, for any possible world w, if [[β]]w is a function whose domain contains λw. [[γ]]w’, then  

[[α]]w= [[β]]w (λw’. [[γ]]w’)  (von Fintel & Hei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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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3. 어휘적 재구조화 동사의 의미적 양립가능성과 제약 

 지금까지 [ACC1]의 LRI-동사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

을 가지면 한가지 큰 문제가 생긴다.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왜 명제 태도 동사 중 

일부만이 [ACC1]과 어울릴 수 있느냐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의미의 양립가능성이 어휘적 재구조화에 중요하고, 명제태도 동사의 의

미에서 가장 중요한 양상 의미와 관련된 의미인 접근 가능성 관계가 그대로 준-기

능핵에 유지될 수 있다면, 이론상으로 모든 종류의 명제태도 동사는 어휘적 재구

조화를 겪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지적 의미를 가진 명제태도 동

사(believe, think, 등)등은 절대 어휘적 재구조화를 겪지 못한다고 알려져 왔고, 

[ACC1]을 보면 ‘소망’의 양상 의미를 가지는 동사 중 일부만이 어휘적 재구조화

를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의미의 양립가능성 그 자체만으로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어 

보인다. 이 논문의 입장에서 보면 명제태도 동사의 경우 보어가 CP지만 이 동사

가 준-기능핵에 삽입된 LRI-동사는 보어로 v(V)P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앞에서 

잠시 설명했듯이 명제태도 동사의 내포절은 ‘명제 내용’, 즉 내용 함수가 적용된 

사건이어야 한다. 하지만 LRI-동사의 보어인 v(V)P는 명제가 될 수 없으므로 명제 

내용과 대응 가능한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이는 LRI-동사가 대응하는 명

제태도 동사가 가지는 접근 가능성 관계에 대한 의미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두 

구문의 양상 의미가 정확하게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의

미의 양립가능성을 바탕으로 설명을 시도한 이 논문의 입장에 큰 문제를 야기하

게 된다. 하지만 이때 인지적인 명제태도 동사와 다르게 ‘소망’의 양상 의미를 가

지는 명제태도 동사는 명제 내용이 아닌 어느 정도 vP와 양립가능한 의미를 가지

는 CP를 가진다고 보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존재한다. 

Anand & Hacquard (2008, 2013)는 ‘소망/의도’의 의미를 가진 명제태도 동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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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어절은 명제 내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Anand & Hacquard 

(2013)는 명제태도 동사들이 두 부류로 나뉜다고 보았다. 이 중 한 부류는 일종의 

믿음(doxastic) 세계와 관련된 명제태도 동사로서, 이들은 보어로 내부에서 인지적 

정보를 양화할 수 있는 절을 가진다고 보았다. 하지만 ‘소망/의도’의 의미를 가진 

명제태도 동사들은 이와 다르게 ‘인지적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내포절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내포절 속에 인지 양상소가 인허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a. John thinks that Paul has to be innocent.      (deontic/epistemic) 

b. John said that Mary had to be the murderer.    (deontic/epistemic) 

c. John discovered that Mary had to be the murderer . (deontic/epistemic) 

                   (Anand & Hacquard 2013, (1)) 

 a. John wishes that Paul had to be innocent.     (deontic/*epistemic) 

b. John wants Paul to have to be the murderer.    (deontic/*epistemic) 

c. John demanded that Paul have to be the murderer.  (deontic/*epistemic) 

                   (Anand & Hacquard 2013, (2))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어의 ‘have to’는 인지적 의미와 의무의 의미로 모두 나

타날 수 있고 (71)은 이러한 중의적인 해석이 명제태도 동사의 내포절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72)에서 보이듯이 주절의 명

제태도 동사가 ‘소망/의도’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내포절의 ‘have to’가 인지적

인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인지 양상소가 명제태도 동사의 

내포절의 속성에 따라서 인허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

다.  

 이에 대해서 Anand & Hacquard (2013)는 인지 양상소가 명제태도 동사의 보어가 

명제태도에 대한 내용, 즉 ‘명제 내용’에 기반한 인지적 정보(epistemic informational 

state)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이에 조응되어서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명제 내용이 존재한다는 것은 보어에 내용 사건이 존재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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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Anand & Hacquard 2008, 2013). 그렇다면 (71)과 같은 

명제태도 동사가 사용된 경우만 내포절이 이러한 명제 내용을 만족시킨다고 볼 

수 있고 (72)에서 인지적 양상소가 인허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때의 내포절이 더 

이상 ‘명제 내용’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and & Hacquard (2013)는 이러한 입장에서 (72)와 같은 명제태도 동사의 의미

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망/의도’의 의미를 가지는 명제 태도 동사가 나타나는 경

우는 그 내포절은 직설법 내포절이 되지 못하고 언제나 접속법 내포절이어야 하

며, 이때 접속법 내포절의 특징을 따라 내포절의 의미는 단순히 문맥상으로 결정

지어진 대체항(alternatives)의 집합일 뿐이지 명제 내용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하

였다(Villalta 2008).45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한국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a. 철수는 [영희가 무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판단했다 (추측, 당위) 

  /믿었다. 

b. 철수는 [영희가 집에-있어야 한다]-고 빌었다/설득했다 (*추측, 당위) 

  /요구했다/요청했다. 

 위의 예시에서 보이듯이 양상소인 ‘야 하’의 경우 일반적인 양상소와 마찬가지

로 인지적 양상소로서의 ‘추측’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고, 뿌리 양상소로서 ‘당위’

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 추측의 의미는 ‘소망’과 연관된 명제태도 

동사가 사용되었을 때 나타나지 못한다. 

이를 이용해 왜 ‘소망’의 양상 의미를 가지는 명제태도 동사만이 어휘적 재구조

화를 겪을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명제 내용’을 포함한 CP는 대응되는 어휘

적 재구조화 구조의 vP와 의미상 양립가능하지 않지만 명제 내용이 없는 접속법 

내포절인 CP는 vP의 의미와 양립가능하다. 특히 LRI-동사는 대응되는 명제태도 

                                                        
45  Villalta (2008)은 이때 각 대체항들은 일종의 선호도(preference)를 따라 비교 구문

(comparatives)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순서 지어 진다고 가정 하였고, 특히 이러한 의미

가 ‘접속법 내포절’의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명제태도 동사와 접속법 내포절

과의 관계는 4장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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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와 동일한 접근 가능성 관계를 가지지만 전통적인 의미의 명제태도 문맥 자

체는 잃어버리게 되는데, 후자의 경우는 이러한 상황에도 의미적으로 양립가능하

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명제태도 동사들만이 이 논문에서 이야기한 방식

으로 어휘적 재구조화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46 

 그러나 이러한 설명도 여전히 왜 ‘소망’의 양상의미를 가진 동사 중 일부만이 

[ACC1]과 양립가능한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소망’의 의미에 대응하는 

LRI-동사가 있다고 해서 이 어휘적 재구조화 동사가 일종의 발화 동사로서의 명

제태도 동사의 의미를 완전히 포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전통적인 의미의 

명제태도 문맥이 사라진다는 것은 발화 동사로서의 특성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ACC1]이 대응되는 비-재구조화 구조의 의미

와 양립가능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더 필요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가 

[ACC1]에서 LRI-동사가 어떻게 외부 논항을 도입할 수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풀

릴 수 있다고 보고 내용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3.3.2. 어휘적 재구조화 동사의 사건 통합과 핵이동 

3.3.2.1. 어휘적 재구조화와 사건 통합 

 Cardinaletti & Shlonsky (2004)는 어휘적 재구조화를 논의하면서 LRI-동사가 그 

스스로 ‘외부 논항을 도입할 수도 있다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가정한 

것처럼 LRI-동사가 대응되는 명제태도 동사의 양상의미에 대응하는 일종의 양상

                                                        
46 Stephenson (2007)이나 Pearson (2013)은 인지적 양상소인 경우는 de se/te 해석을 인허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인지적 양상소도 일종의 명제태도 문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설령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러

한 의미가 가능한 것은 인지적 양상소 자체가 주절의 단언 사건과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

이지 vP 보어와는 명제태도 문맥을 형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이 가정한 

것처럼 LRI-동사로 기능하는 준-기능핵이 어휘 영역, 즉 외부 논항을 도입할 수 있는 v의 

아래에 존재한다면 명제태도 문맥을 유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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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면 이때 이러한 준-기능핵이 외부 논항을 직접 도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된다.47 그리고 직접 외부 논항을 도입할 수 있다는 설명은 아무리 LRI-동

사가 준-기능핵이라고 하여도 받아들이기 쉬운 개념은 아니다. 특히 생각해 보아

야 하는 것은, [ACC1]의 경우 준-기능핵에 삽입되어 LRI-동사가 되는 명제태도 동

사 자체가 어휘 동사일 경우에도 자신의 외부 논항을 스스로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Kratzer (1996) 이후로, 많은 연구자들이 어휘 동사는 자신의 내부 논항만을 

가지고 있고, 외부 논항은 독립적인 기능핵(v or voice; 이하 v로 통일)에 의해서 ‘도

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ratzer (1996)는 모든 어휘 동사는 내부 논항만 도입할 수 있고, 외부 논항은 별

도의 기능핵인 v에 의해서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일반 어휘 동사

와 외부 논항을 부여하는 기능핵은 사건 일치(event identification)를 통해서 연결이 

된다고 보았다. Kratzer (1996)는 신-데이비드슨(neo-Davidsonian)의 입장을 따라서 사

건이 술어의 논항이라고 보고, 이를 중심으로 개체 논항이 모두 포화(saturation)되

어 있는 VP와 외부 논항이 아직 포화되지 않은 기능핵(v)을 연결해 주는 해석 규

칙을 설정한 것이다. 

 사건 일치: <e, <s, t>>, <s, t> → <e, <s, t>> (e=개체, s=사건)  (Kratzer 1996)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John killed Mary’와 같은 문장에서 어휘 동

사 ‘kill’은 (75a)에서 보이듯이 내부 논항만을 가지고 태어나고 이는 ‘Mary’에 의

해서 포화된다. 그렇다면 이때 이 사건에 대한 행동주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는 

(75b)에서 보이듯이 행동주성을 지닌 v에 의해서 주어진다.  

  

                                                        
47  Hacquard (2006, 2008)는 이탈리어어의 volere (want)의 어휘적 재구조화를 논의하면서 

volere가 LRI-동사로 기능하는 경우 대응되는 명제태도 동사와 다르게 직접적으로 외부 

논항을 도입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이 논문에서 가정한 것처럼 

어떻게 양상소가 직접 외부 논항을 도입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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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ll’과 ‘agent v’의 의미명세 

a. [[KILL]] = λe. λx. kill (x)(e) 

b. Agent v = λe. λx. Agent (x)(e) 

 하지만 이때 (75a)와 (75b)는 서로 유형이 맞지 않아서 일반적인 함수 적용

(Functional Application; Heim & Kratzer 1998)으로는 서로 결합될 수 없으므로 v와 

VP 보어를 연결해 주는 기제가 바로 사건 일치인 것이다. 그리고 사건 일치에 의

해서 의미가 합성되고 외부 논항이 도출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 

 ‘John killed Mary’의 도출 과정 

  

 그렇다면 일반 어휘 동사로 사용된 명제태도 동사의 경우도 그 자신이 태도 담

지자에 대한 정보는 전제로서 가지고 있지만 태도 담지자 그 자체를 직접 문장에 

도입하지는 못하고 외부 논항을 도입하는 기능핵과의 관계를 통해서 태도 담지자

와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Hacquard 2006, Moulton 2009 등).  

 이러한 논의가 타당하다면 외부 논항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일반 동사’가 준-기

능핵에 삽입되었을 때 어떻게 갑자기 준-기능핵이 외부 논항을 가질 수 있게 되는

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 만약 준-기능핵 자체가 외부 논항을 가지고 있다면 일

반적으로 재구조화 동사가 자기 자신만의 논항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기존

의 논의와 어울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LRI-동사가 준-기능핵이라 논

항 구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LRI-동사는 ‘내부 논항’을 가질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LRI-동사와 외부 논항에 대해 논의하는 경우는 LRI-동사가 

‘외부 논항’을 스스로 도입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LRI-동사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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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항과 사건 일치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에는 아직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우선 어떻게 v2와 

LRI-V2가 사건 일치를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앞에서도 간략하게 언급

하였지만 일반적으로 재구조화 동사는 그 자신의 논항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과 

동시에 그 자신의 사건 논항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Napoli 

1982, Hacquard 2006 등). 예를 들어 Hacquard (2006, 2008)는 이탈리아어의 volere 

(want) 동사가 어휘적 재구조화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이면서 LRI-동사인 

volere와 volere의 보어인 동사구는 서로 다른 ‘사건’으로 분리되지 못하고 단 하나

의 사건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예시를 통해 보여 주었다. 

  *Una settimana fa  Gianni è voluto    partire il giorno dopo.  (Italian) 

 A week ago,     Gianni  wanted-pfv leave the next day. 

                       (Hacquard 2008, (30)) 

 Hacquard (2006)는 (77)을 통해서 LRI-동사인 volere가 사건 논항을 결여하고 있어

서 독립적인 사건으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시간 부사 중 하나가 대응

하는 사건을 가지지 못해 비문이 된다고 보여준 것이다.  

 이러한 LRI-동사의 특징을 받아들인다면, [ACC1]에서 준-기능핵으로서의 LRI-동

사도 대응되는 비-재구조화 동사인 명제태도 동사의 ‘양상’ 부분과 대응해서 ‘소망

/의도’의 양상의 의미를 가지는 준-기능핵일 것이고 이러한 양상 의미만을 가지는 

준-기능핵은 ‘사건 논항’을 결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양

상소의 일반 의미를 생각하면 쉽게 도출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must’와 같은 

동사가 인지 양상소로 사용된다면 단순히 어떤 사건을 적절한 믿음 세계로 양화

해주기만 할 뿐이지 ‘믿음 사건’을 따로 형성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

다면 ‘소망’과 관련된 양상 의미를 가진 준-기능핵이 있다면 이러한 기능핵이 꼭 

어떤 일을 소망하는 사건으로 해석되지 않고, 보어 사건을 적절한 소망 세계로 양

화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즉 Hacquard (2006)

가 논의한 volere의 경우 명제태도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독립적인 소망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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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지만 LRI-동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단순히 양상소의 의미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따르면 왜 (77)에서 ‘소망 사건’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을 받아 들이면 LRI-동사가 사건 논항을 결핍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LRI-동사가 적절한 사건 논항을 가지지 못한다고 

본다면 적절한 사건 일치가 일어날 수 없을 것이고, 외부 논항을 도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가 사건 통합(event unification)을 통해서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사건 통합은 재구조화 동사와 그 보어의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합쳐져야 한

다는 것으로 재구조화 동사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연구되어 왔다

(Napoli 1982, Hacquard 2006; cf. Wurmbrand 1998, 2001). 이러한 사건 통합이 필수적

으로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LRI-동사는 사건 논항을 결여하고 있지만 

일종의 어휘 영역에 위치한 준-기능핵이므로 자신의 사건 논항을 필요로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LRI-동사가 제대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결핍된 사건 논항’

이 완전해져야만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결핍된 사건 논항이 보어의 사건 논항과

의 관계를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LRI-동사의 사건 논항을 채워주기 위해서 ‘보어’의 동사가 LRI-동

사로 핵이동(head movement)을 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다시 말해 동사의 핵이동

을 통해서 LRI-동사가 적절한 사건 논항을 가지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48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48 이러한 핵이동을 통한 설명은 초창기의 재구조화에 대한 분석(Rizzi 1978, 1982, Choe 1988 

등)의 기본 발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논문의 구조는 복문은 단문으로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초창기의 이론과는 차이가 있다. 또 이러한 설명은 재구

조화 구조가 핵 이동을 통한 일종의 ‘복합 동사’라고 주장한 논의들과도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논문의 주장은 핵이동을 통해 ‘복합 동사’를 이룬 후에 이 ‘복합 동사’가 

자신의 내부 논항을 스스로 ‘도입’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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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RI-동사의 사건 통합과 핵이동 

  

 (78)에서 보이듯이 우선 V1이 LRI-V2로 핵이동을 하고 V1이 가진 사건 논항을 

LRI-V2가 이어 받는다면 두 술어가 하나의 사건으로 통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 통합이 이루어진 ‘e1’과 적절한 기능핵 (v)이 

사건 일치를 이룰 수 있다면 어떻게 외부 논항이 부여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서 적절한 ‘소망/의도’를 가진 준-기능핵의 의미는 다

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고 이는 (77)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소망/의도’의 의미와 관련된 LRI-동사의 의미 

 [[LRI-verb]](ec)(P) = 1 iff ∀w compatible with x’s bouletic state at τ(ec) 

              which are maximally desirable: p(w) = 1 

         = 1 iff ∀w∈DES(ex): p(w) = 1 where τ(ec) is the 

              bouletic state of x at τ(ex) 49 

 우선 (79)에 기술된 LRI-동사의 의미는 ‘소망/의도’의 의미를 가진 명제태도 동

사의 의미와 잘 어울린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의미를 가진 준-기능핵에 어휘적 재

구조화를 위해 명제태도 동사 volere가 삽입된다면, 이때 LRI-동사로서의 volere는 

자신이 가지는 보어(P)의 핵이동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된 사건 논항(ec)을 ‘e1’으로 

채울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이 외부 논항을 도입하는 기능핵과 사건 일치를 통해 

                                                        
49 이러한 기술은 Hacquard (2006)의 volere에 대한 의미 기술을 약간 변형하여 준-기능핵으

로서의 양상소의 의미를 살리면서, 준-기능핵으로서 어휘 동사처럼 외부 논항과 연결될 

수 있다는 특징을 살려 기술한 것이다. 이와 달리 각주 47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Hacquard

는 LRI-동사인 volere의 의미를 기술하면서 외부 논항을 LRI-동사 자체가 도입하는 것으로 

보고 이 외부 논항이 태도 담지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LRI-동사인 volere만을 

위한 특이한 접근 가능성 관계를 가정하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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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사건 일치를 통해 외부 논항과 연결된 사건의 시상핵은 

이동을 통해 T와 연결될 것이고, 이 경우 ‘접근 가능성 관계’ 내부에 있는 사건 

변항(ex)를 결속할 수 있게 되므로 태도 담지자가 외부 논항이 된다는 것을 설명

할 수 있다.50  

 이에 더해서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지에 대한 정보(τ)는 시상핵과 주절의 시

제 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으므로 이때 ‘T와 연결된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에 외

부 논항의 모든 소망 세계에서 LRI-동사의 보어(P)는 참이고 이는 외부 논항이 가

장 소망하는 상태에 부합한다’라는 적절한 양상의 의미가 도출된다. 

이러한 논의가 타당하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ACC1]의 구조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ACC1]의 동사들에 대응하는 LRI-동사의 

의미가 (79)와 매우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volere의 도출 

구조와 [ACC1]의 구조가 어느 정도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ACC1]의 

경우는 LRI-동사의 보어가 vP이므로 (78)과 다르게 다음과 같은 구조가 성립될 것

이다. 

 [ACC1]에서의 사건 통합51 

 

 이때 LRI-V2의 보어는 vP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LRI-동사

                                                        
50 LRI-동사가 대응되는 명제태도 동사의 접근 가능성 관계를 유지하므로 명제태도 동사와 

같이 τ(ex)과 τ(ec)가 후자의 사건 논항은 결핍되어 있지만 따로 분리되어 명세될 수 있다

고 가정하였다.  
51 정확하게 표시하자면 V1이 v1으로 이동하고 이 V1-v1이 LRI-V2로 핵이동 한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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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부 논항을 가질 수 없으므로 당연한 것일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LRI-동사의 

보어가 vP가 되는 구조를 가정하면, 앞에서 살펴본 volere의 경우와 다른 통사/의

미적 현상이 야기된다. 우선 v1의 핵이동으로 인해서 사건 통합이 일어난다는 것

은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다.52 하지만 이렇게 일종의 통사/의미적으로 발현된 핵

이동이 일어난다면, 이러한 핵이동은 일종의 ‘국면 확장(phase extension; den Dikken 

2006, 2007a, b)’을 일으킨다. den Dikken (2006)은 국면핵(phase head)이 상위의 비-국

면핵으로 이동하는 경우 상위의 비-국면핵이 투사된 최대 투사 범주가 국면으로 

변하게 되고 이전의 국면은 국면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만

약 이러한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80)에서 LRI-V2P는 국면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건 통합은 [ACC1]의 해석에 있어서 또 다른 장점을 가진다. 이 논문

은 [ACC1]에서 통제어인 DP2가 LRI-동사의 논항이 아니라 보어인 v1P의 논항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구조는 한가지 큰 문제점을 가

진다. 통제어와 LRI-VP의 관계가 일종의 유사 인상 구문이 되므로 이때 LRI-동사

와 통제어인 DP2 사이에 아무런 의미적인 연관 관계가 없다면 [ACC1]에서 어떻게 

통제 해석이 나타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사건 통합은 이러한 문제

를 해결해 줄 수 있다. 만약 국면핵의 이동이 이동의 대상이 되는 핵의 ‘사건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한 이동이라면 이때 확장된 국면은 이전 국면이 보유하고 있

는 논항과 모두 의미적으로 ‘주술관계(predication)’를 가지게 될 것이다. 즉, (80)에

서 LRI-동사의 e1의 사건과 통합되면서 e1의 논항과 의미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 국면의 논항이 어떻게 확장된 국면과 연관된 사건 논항과 직접적

인 관계가 없으면서도 일종의 통제 해석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간단

히 말해서 사건 통합한 의미적 주술관계를 통해서 왜 유사 인상 구조에서 통제 

해석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52 한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핵이동으로는 LRI-동사의 ‘접근 가능성 관계’안의 사건 

변항을 결속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Hacquard (2006)는 이러한 ‘사건 변항의 결속’은 시상

핵의 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므로 이러한 핵이동은 이들 관계에 아무런 영향

을 끼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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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den Dikken (2006)식의 국면 확장의 이론은 [ACC1]의 분석에 있어

서 한가지 문제점을 야기한다. den Dikken (2007a, b)은 (80)과 같이 국면이 확장된 

경우에는 이전 국면의 외부 논항은 국면의 가장자리(edge)에서 국면의 보어에 있

는 논항으로 그 위계가 바뀌게 되므로 ‘국면 불침투 원리(Phase Impenetrability Con-

dition; Chomsky 2001, 2008)’에 의해서 확장된 국면의 상위에 있는 기능핵과 어떠한 

통사적 관계도 가지지 못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den Dikken (2007a, b)은 확장되기 

전의 국면의 가장자리에서 확장된 국면의 가장자리로의 이동도 불가능하다고 가

정하였다. den Dikken은 국면핵인 연결 기능핵(Relator)의 핵이동이 일어나면 확장되

기 전의 국면과 확장된 국면이 완전히 동일한 최대 투사 범주로 인식된다고 지적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전 국면의 가장자리의 있는 논항이 확장된 국면의 가장자

리로 이동하게 되면 이러한 이동은 동일한 지정어에서 동일한 지정어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제약(Ko 2005, 2007, Chomsky 2008)을 어기는 허용될 수 없는 이동이 된

다고 보았다.  

  

  [FP=RP  DPk  [FP=RP   [F=Relatori  [RP  tk  [ ti  DPj ]]]]]  

                        

 그러므로 이전 국면의 가장자리의 논항은 그 위치에 갇혀서 확장된 국면 상위

의 영역과 어떠한 통사/의미적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den Dikken (2007a, b)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ACC1]에서는 한가지 문제가 

생긴다. [ACC1]의 구조에서 통제어가 대격을 받으려면 확장된 국면인 LRI-V2P보다

도 더 상위의 기능핵(v)에 의해서 부여받아야 하는데, den Dikken의 이론을 따르면 

이러한 관계는 국면 불침투 조건에 의해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den 

Dikken (2007a, b)의 설명은 [ACC1]의 도출에 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80)에서 가정하고 있는 국면 확장은 den Dikken (2007a, b)의 기본 가정과 

다르게 두 국면이 사건 통합이 일어나고 이 경우 사건 논항이 술어, 즉 국면핵의 

‘논항’으로서 통사구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즉 사건 통합을 통해서 주술

complement of the extended p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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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새로 정립된다면 (80)의 경우에서는 이전의 국면과 확정된 국면을 완전히 

통사적으로 동일한 최대 투사 범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논

문은 den Dikken (2007a, b)과 다르게 국면 확장이 일어나는 경우에 확장된 국면이 

이전 국면의 논항과 의미상의 주술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는 이전 국면의 가장

자리에 있는 논항도 확장된 국면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러므로 (80)에서 확장된 

국면의 가장자리로 통제어가 이동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53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이 타당하다면 [ACC1]에서 어떻게 LRI-동사구가 사건 논

항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고, 동시에 어떻게 (80)과 같은 구문이 

‘통제 구문으로의 해석’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 통

합을 위한 핵이동이 실재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LRI-동사의 실현과 관련해서 LRI-동사는 단순히 준-기능핵이고 PF 형

태만 대응되는 명제태도 동사와 동일하므로 다양한 문젯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다음 소절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핵이동이 존재하

는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특히 이와 함께 사건 통합을 위한 핵이동은 왜 

[ACC1]에서 통제어와 ‘도록’ 통제어 사이의 어순이 변할 수 없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로 한다. 

3.3.2.2. 핵이동과 ‘도록’ 표지, 그리고 [ACC1]의 어순 제약 

 지금까지 어떻게 LRI-동사가 준-기능핵이면서 자신만의 사건 논항을 가질 수 있

게 되는지 핵이동을 통해 설명하려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형태론적 문제

                                                        
53. 한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den Dikken (2007a, b)에서 이전 국면의 가장자리에서 확

장된 국면의 가장자리로의 이동이 불가능 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 현상은 

‘술어 도치(predicate inversion)’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 국면 확장이 일어났을 때 이전 국

면의 가장자리에서 생성된 의문사는 확장된 국면의 보어 위치에서 갇히게 되므로 인허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Son (2014)은 den Dikken이 제시한 술어 도치 구문

에서도 이전 국면의 가정자리의 위치에 있는 의문사가 인허될 수 있는 문장을 들어 den 

Dikken (2007a, b)의 설명은 약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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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야기한다. LRI-동사로의 핵이동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 ‘가도록 설득하

였다’와 같은 두 동사가 하나의 핵에 위치해야 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V1-v1-도록 LRI-V2’이 하나의 핵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다음의 구조를 살펴보자. 

 [ACC1]에서 핵이동과 동사 실현 

 

 위의 구조는 v1P에서 LRI-V2로 핵이동이 일어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

도록’ 표지의 실현을 무시하고 이 구조를 살펴보자. 만약 이러한 구조가 타당하다

면 이때 LRI-V2는 형태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보이는 두 형태가 하나의 핵으로서 

일종의 ‘음운론적 단어(phonological word)’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범 언어적으로 드문 일은 아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일본어 복합 동사의 핵이동에 대한 증거  

 [John-ga    ringo-o   2-tu]  to  [ Mary-ga    banana-o    3-bon]  

  John-Nom apple-Acc 2-Cl  and  Mary-Nom  banana-Acc  3-Cl   

  tabe-wasure-ta (koto). 

  eat-forget-Past-Decl 

 ‘(lit.) [[John two apples] and [Mary three bananas]] forgot to eat.’ 

      (John forgot to eat two apples, and Mary three bananas.)  (Koizumi 2000, (81)) 

 이와 관련하여 Koizumi (2000)는 위와 같은 예문을 통해서 일본어에서 복합 동

사의 경우에도 하나의 핵이 되어서 C로의 핵이동을 겪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3)은 외부 논항과 내부 논항이 모두 부여된 복합 동사를 가진 두 문장이 동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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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채 연접문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

접문이 되기 위해서는 두 연결된 구문이 동사적으로 동일한 구성성분이어야 한다

고 여겨져 왔으므로 이를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외부 논항과 내부 논항

만을 포함한 상태로 어떻게 구성성분을 이룰 수 있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oizumi (2000)는 (83)이 정문이 되기 위해서는 두 

문장의 ‘복합 술어’인 ‘tabe-wasure-ta’가54 두 접속절에서 동시 이동(across the board 

movement)을 통해서 C까지 핵이동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빈 동사를 가진 두 TP의 연결 구조55 (Koizumi 2000) 

 

 즉, 복합 술어의 경우 아래에 존재하는 술어가 상위의 술어로의 핵이동을 통해

서 하나의 핵으로 통합되어 하나의 구성단위(unit)로 기능하게 되고 이 하나의 구

성단위가 주절의 C위치까지 이동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히 Koizumi (2000)는 

일본어의 경우 동사의 C로의 핵이동은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므

로 이러한 핵이동은 (83)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54 흥미롭게도 (83)의 복합술어를 Wurmbrand (2001)에서는 어휘적 재구조화로 설명한다. 
55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유동 양화사는 제외하였고, 또 v-T-C로의 순환적 핵이동도 생략하

고 V-v가 C로 직접 이동하는 것으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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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이동을 통해서 복합 술어가 주절의 C까지 이동하여 C의 위치에서 실현이 된

다면 이때 원래의 동사구는 외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빈(vacuous) 동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빈 동사를 가진 두 TP가 접속사에 의해서 연결이 

된다면 동사를 제외한 채로 외부 논항과 내부 논항이 연접되는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Koizumi (2000)의 주장은 (82)에서 보여주는 [ACC1]의 특징을 설명해줄 

수 있다. 즉 외현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어 보이는 동사들도 하나의 핵으로 나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타당하다면, 이는 [ACC1]에서도 유사한 구문

이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고 예측하게 된다. 그리고 다음의 예문에서 보이듯이 

[ACC1]의 경우에 유사한 구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는 영희를 민주당에] 그리고 [어머니는 철수를 공화당에]  [ACC1] 

 투표하-도록 ?설득했다/?(?)명령했다. 

 (85)는 LRI-동사의 외부 논항과 ‘도록’ 보어의 외부 논항과 내부 논항을 포함한 

두 통사체가 LRI-동사와 ‘도록’ 보어의 동사를 포함한지 않은 채로 연접사에 의해

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문장은 ‘도록’ 보어의 동사와 LRI-동사가 하나의 구성단

위를 이루고 C0까지 이동해서 C0에서 발음되고 이러한 핵이동의 결과로 발음되지 

않는 빈 주절의 vP를 포함하고 있는 두 통사체가 연결되었다고 보아야만 설명이 

가능한 문장이다. 그리고 이때는 ‘숨겨진 청자 논항 해석’ 없이 ‘영희’나 ‘철수’가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에 대응되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85)에서 ‘v1-도록 LRI-V2’가 하나의 구성단위로서 하나의 핵을 이루고 C까

지 이동해 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사건 통합이 핵이동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위의 문장은 비-재구조화 문장에서는 성립될 수 

없는 문장이라는 것이다. 만약 비-재구조화 문장에서 (85)를 형성하려면 내포절의 

동사가 내포절인 CP를 넘어서 주절의 C까지 핵이동을 해서 가야 하지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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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이동은 허가되지 않는다. 이는 다음의 문장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아버지는 영희가 민주당에] 그리고 [어머니는 철수가 공화당에]  [NOM] 

   투표하도록 설득했다/명령했다. 

(86)은 확실히 (85)보다 문법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56 그렇다면 이

는 복문과 단문에서 나타나는 핵이동의 가능성을 통해서 이 두 문장의 문법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가 타당하다면, 이제 [ACC1]에서 ‘도록’ 표지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82)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의 설명이 타당성

을 가지기 위해서는 ‘도록’이라는 표지가 v1P에 붙는 것이 아니라 V1-v1, 즉 핵에 

붙어야 한다. 이 논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국어의 동사는 어근(Root)형태로 

단독으로 실현되거나 다른 동사 어근에 직접적으로 결합하지 못하는 ‘형태론’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받아들일 것이다. 즉 한국어의 동사 어근은 다른 접

미사(suffix)의 도움이 없이 단독으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a. *철수는 영희를 집에 가도록 설득하-. 

b. *철수는 영희를 집에 가- 설득했다. 

 그리고 이는 (82)와 같이 핵이동이 일어나는 경우 ‘가- 설득하-’의 형태는 형태

적으로 비문을 야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82)의 경우 ‘설득하-’ 부분은 

                                                        
56 (i)은 [DAT]에서도 이 구문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문이다.  

(i) ??[아버지는 영희에게 민주당에게] 그리고 [어머니는 철수에게 공화당에게]  [DAT]  

      투표하-도록 설득했다/명령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여격’이 연달아 나와서 문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문장도 살펴보아야 한다. 

(ii) ?(?)[아버지는 영희에게 민주당-을] 그리고 [어머니는 철수에게 공화당-을]  [DAT]  

      투표하-도록 설득했다/명령했다. 

하지만 이 경우 몇몇 제보자는 (ii)는 [NOM]보다 문법성이 나아진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그리고’ 사이에 휴지 기간을 길게 주거나 ‘영희에게’와 ‘철수에게’에 강한 액센트를 주는 

경우에 문장이 좋아진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NOM]의 문법성 만으로도 비

-재구조화 구문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므로 이러한 차이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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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동사는 적절하게 실현되기 위해서 ‘시제’나 ‘보

문소’와 연결되어서 실현된다. 그리고 만약 Koizumi (2000)의 논의처럼 한국어의 

경우 동사가 핵이동을 통해 C까지 이동해야 한다면 이러한 이동의 가장 큰 동인

은 동사의 형태론적인 제약과 관계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이때 ‘설득하-

‘는 주절의 T와 C의 도움으로 ‘설득했다/설득한다’와 같은 적절한 형태를 C로의 

이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57 하지만 (82)에서 ‘가-’는 위에서 가정한 형

태적인 제약을 만족시킬 방법이 없다. 사건 통합을 위한 핵이동으로 형성된 핵인 

‘가- 설득하-‘가 C까지 이동한다고 해도 ‘설득하-’ 부분에서만 형태론적 제약이 만

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ACC1]에서 이러한 형태론적인 제약을 해소하

기 위해서 ‘도록’ 표지가 ‘마지막 대안(last resort)’으로서 PF에서 삽입된다고 가정

할 것이다. 

 [ACC1]에서 ‘도록’ 표지의 PF 삽입 

 

 이러한 논의를 따르면 어떻게 ‘도록’ 표지가 하나의 핵이 이루어진 ‘가- 설득하-’ 

사이에 삽입될 수 있고, 왜 삽입되어야 하는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즉, [ACC1]

에서 ‘-도록’ 표지는 의미가 없는 단순 PF 삽입형으로 ‘동사’가 ‘어근’의 형태로 실

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PF에서 삽입 되었다는 것이다. 58  그리고 이때 왜 다른 

                                                        
57  이 논문은 이러한 형태적인 제약에 의한 핵이동이 PF에서 일어나는 것인지(Chomsky 

1995, Boeckx & Stjepanović 2001 등) 아니면 통사부에서 일어나는지(Matushansky 2006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때의 핵이동이 PF에서 일어난다

면 일반적인 통사적인 핵이동에 대한 제약에는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다

르게 이 논문은 사건 통합을 위한 핵이동은 통사부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가정할 것이다. 
58  로망스어의 경우는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에서 동사 원형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영어나 

독일어에서는 LRI-동사의 보어는 ‘zu’나 ‘to’와 같은 표지와 함께 실현된다. Wurmb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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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가 아니라 꼭 ‘도록’ 표지가 삽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비-재구조화 

구조에서 사용된 보문소 ‘도록’과 동일한 PF-형태를 V1-v1의 형태론적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는 비-재구조화 구조와 어휘적 재구

조화 구조의 연관성을 생각하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가정은 아닐 것이다.  

 아니면 이와 달리 PF-삽입이 일어나는 경우 가장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형

태가 사용된다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가정은 Grano (2012)가 가정한 FRI-동

사 형태를 설명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Grano (2012)는 FRI-동사로 기능하는 기능핵

이 결과적으로 의미상 가장 어울리는 동사의 PF 형태와 동일하게 실현된다고 보

았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개념은 이 논문에서 가정하고 

있는 LRI-동사의 PF 실현도 설명해 줄 수 있다. 즉 LRI-동사의 ‘설득하다’의 형태

는 이에 대응하는 명제태도 동사 ‘설득하다’와 PF 형태는 동일하지만 단지 ‘설득

하다’의 양상 의미에 대응하는 준-기능핵일 뿐인 것이다.  

 이렇게 기능적 재구조화이든 어휘적 재구조화이든 기본적으로 재구조화 동사의 

PF 실현형이 의미적으로 유사한 어휘 동사의 PF와 동일하게 실현된다면, 이와 유

사한 입장에서 [ACC1]의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에서도 마지막 대안으로 특별한 표

지가 선택될 때 의미적으로 [ACC1]의 의미와 가장 어울리는 어휘소가 선택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많은 연구에서 ‘도록’ 보문소는 결과 상태나 시간적인 도달

점, 사동과 관련된 의미를 가진다고 여겨져 왔으므로(서정수 1993 등), 이러한 의

미에서 보면 ‘도록’ 보문소는 [ACC1]의 의미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보문소로서의 ‘도록’의 PF 형태가 [ACC1]의 형태론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01)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zu’나 ‘to’가 v아래에 존재하는 표지라고 가정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ACC1]의 경우는 LRI-동사의 보어가 vP이므로, ‘도록’ 표지는 v보다는 위에 

존재하는 어떤 기능핵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기

능핵을 쉽게 찾기는 어렵고 또 어떤 기능핵이 LRI-동사의 보어가 될 수 있는지도 판단하

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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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88)과 같이 두 동사의 형태가 하나의 핵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왜 ‘[ACC2] 

어순’, 즉 통제어와 ‘도록’ 보어의 어순 변화가 [ACC1]에서 실현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다. 

  *회장님이 [사표를 쓰도록] 영희-를 명령했다/요청했다.    [ACC2 어순] 

 위의 두 동사는 ‘설득하다’보다는 수용성이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ACC1]의 구

조에서 필수 통제 해석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동사 중 대표적인 것들이다. 하지

만 이 두 동사가 사용된 구문에서 모두 [ACC2]의 어순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사건 통합을 위해 핵이동이 일어난다면 [ACC1]에서는 ‘V1-v1-도록 LRI-V2’의 형태

가 ‘하나의 핵’이 되어 서로 분리될 수 없으므로 이 둘은 언제나 붙어서 실현되어

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59  [ACC2] 어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도록’ 

보어와 LRI-동사가 사이에 통제어가 끼어들어와 서로 분리되어야 하므로 이는 형

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어순인 것이다. 

 또 이러한 동사는 비-재구조화 구조에서는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에 대응하는 

논항에 대격을 부여하지 못하므로 [ACC2]가 형성되어 ‘도록’ 절의 이동을 통해서 

[ACC2] 어순을 형성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주장은 왜 ‘설득하다’와 같

은 동사를 제외하고 ‘도록’ 통제 구문과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동사들이 모두 

[ACC2] 어순을 나타내지 못하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다.60 

                                                        
59 이와 관련해서 Hiraiwa (2010)의 적절 결속 조건(PBC), Ko (2011)의 순환적 어순화 이론

(cyclic linearization)을 통한 설명, 그리고 Park (2011)에서 제안한 통제어의 착점(target) 위치

에 따란 국면(phase)의 문자화 시점 등 다양한 이론이 [ACC1]의 어순 제약과 연관이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논문에서 제시한 [ACC1]의 구조에서 생기는 어순 제약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에 대해서는 Hoe (in preparation)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다. 
60 이러한 논의는 ‘설득하다’가 통제 동사로 사용된 경우에 이를 가지고 필수 통제 구문으

로서의 ‘도록’ 통제 구문을 설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이러한 예문

으로 ‘도록’ 통제 구문에서 통제 보어와 통제어 간의 어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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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어휘적 재구조화와 국면 선택 사동핵 

3.3.3.1. 국면 선택 사동핵과 외부 논항 도입 

 지금까지 살펴본 [ACC1] 구조는 어떻게 LRI-동사가 어떻게 사건 논항을 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통해서 통제 해석과 [ACC2] 어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건 통합에 의해 도출되는 구조는 한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LRI-VP의 구조를 다시 살펴보자. 

 [ACC1]에서의 사건 통합 

 

 위의 구조에서는 LRI-동사의 보어가 vP라는 점에서 한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ACC1]은 LRI-동사의 보어가 vP이므로 이 vP의 외부 논항이 LRI-동사의 논항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이는 (90)의 LRI-VP는 이미 외부 논항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

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명제태도 동사와 사용되는 ‘경험자’ 논항이나 

‘행동주’ 논항을 부여하는 기능핵인 v가 LRI-동사에는 사용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서, LRI-동사의 보어가 VP라면 일반적인 v에 의해서 외부 논항이 부여될 수 

있지만 [ACC1]처럼 사건 통합 후 LRI-VP가 vP의 속성을 이어받아 이미 vP의 외

부 논항과 의미상의 주술관계를 맺었는데 다시 행동주를 도입하는 v가 사용된다

면 일종의 ‘유형 불일치(type mismatch)’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 불일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적절한 외부 논항 즉, LRI-동

사의 태도 담지자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기능핵이 필요해진다. 그리고 이를 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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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능핵이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Pylkkänen (2008)은 사동 구문의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종류의 사동핵이 존재한

다고 주장하고, 이 중에 ‘국면을 선택하는 사동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

고 ‘국면 선택 사동핵(phase selecting Caus)’은 우선 행동주를 가지고 있는 동사인 

국면을 선택하고 이 동사구가 가지는 사건 변항을 ‘사동을 당하는 사건(caused 

event)’에 연결한 후 ‘사동을 일으키는 사건(causing event)’과 ‘사동을 당하는 사건’ 

사이에 일종의 사동 관계 사슬(casual chain)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이때 사동주(causer)는 외부 논항을 결여하고 있는 국면 선택 사동핵을 보

어로 선택하는 상위의 기능핵 v에 의해서 부여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61 그렇다

면 ‘국면 선택 사동핵’에 의해서 확장된 국면인 LRI-V2P가 선택이 될 때 상위의 

기능핵 v에 의해서 부여되는 사동주를 LRI-동사가 태도 담지자로 인식한다면 앞

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ACC1]의 도출과 ‘국면 선택 사동핵’ 

 

                                                        
61 Pylkkänen (2008)은 사동핵이 직접 사동주를 ‘도입’하는 언어와 사동핵과 분리된 다른 기

능핵이 사동주를 부여하는 두 가지 언어가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박소영(2012)

은 한국어의 ‘국면 선택 사동핵’의 경우 더 상위의 기능핵(v)에 의해서 ‘사동주’가 도입되

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박소영(2012)의 주장을 받아들여 논의를 전개

할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박소영(2012)을 참조하기 바란다. 

: 접근 가는성 관계: bouletic(ex) 

bouletic(소망) 순서화 근원 

결속(bi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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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국면 선택 사동핵’이 확장된 국면인 LRI-V2P를 선택한다. 그리고 LRI-V2P

의 사건논항을 ‘사동을 당하는 사건’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국면 선택 사동핵’의 

의미에 의해서 ‘사동을 일으키는 사건(e2)’과 ‘사동을 당하는 사건(e1)’ 사이의 ‘사

동 관계’가 형성된다. 그 후 e2를 이용하여 ‘사동주’를 부여할 수 있는 기능핵인 v2

와 사건 일치 관계를 통해서 의미가 합성되고 이 v2는 ‘사동주’로서 DP3을 구조에 

‘도입’한다. 그렇다면 사동주 DP3은 TP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고 LRI-동사가 가진 

접근 가능성 관계 내의 사건 변항을 e2가 결속할 수 있으므로 ‘소망/의도’의 양상 

의미를 가진 LRI-동사의 ‘태도 담지자’로 연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에

서 나오는 의미를 (79)에서 기술한 LRI-동사의 의미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ACC1]에 대응하는 명제태도 동사가 가지는 양상 의미와 양립가능한 의미가 도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건 통합 이후 (91)에서 LRI-동사의 의미 

  [[LRI-verb]](e1)(P) = 1 iff ∀w compatible with x’s bouletic state at τ(e1) 

               which are maximally desirable: p(w) = 1 

          = 1 iff ∀w∈DES(e2): p(w) = 1 where τ(e1) is the 

              bouletic state of x at τ(e2) 

 (91)의 구조처럼 LRI-동사가 v1P를 자신의 보어로 가지게 된다면 우선 LRI-동사

가 결여하고 있는 사건 논항인 ec는 v1P와 관련된 사건 논항인 e1에 의해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이때 LRI-동사가 ‘국면 선택 사동핵’에 의해서 선택이 된다면 이때 

이 ‘사동을 일으키는 사건’인 ‘e2’가 ‘접근 가능성 관계’의 사건 변항(ex)을 결속할 

수 있을 것이다.62 그렇다면 ‘사동을 당하는 사건(e1)이 일어나는 순간에 모든 ‘사

                                                        
62 이때 (92)의 τ(ec)의 사건 논항은 ‘사동을 당하는 사건(e1)’이고 ‘접근 가능성 관계’내의 사

건변항 τ(ex)는 ‘사동을 일으키는 사건(e2)’이 결속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τ가 언제 사건

이 일어나는 지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두 개의 별도의 시상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하지만 사동을 두 사건 사이의 관계로 정의한다며 이러한 두 시상핵이 존재한다는 것

이 당연할 것이다. 이때 생기는 문제 중 하나는 왜 ‘사동을 당하는 사건(e1)의 시상핵이 

‘접근 가능성 관계’안의 사건 변항을 결속하지 못하느냐이다. 이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동일한 영역(여기에서는 T)에 있는 시상핵은 잠재적으로 모두 사건 변항을 결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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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소망 세계’에서 LRI-동사의 보어(v1P)가 참이고 이는 ‘사동을 일으키는 사

건(e2)’이 일어나는 시점에 ‘사동주’가 가장 바라는 상태와 부합한다’라는 해석이 

도출된다. 그리고 이는 [ACC1]에서 양상소로서의 LRI-동사가 가져야 하는 해석을 

정확하게 보여준다. 다음의 예문으로 이를 확인해 보자. 

 철수가 영희를 집에 가도록 설득했다.  [ACC1] 

 (93)에서 사동을 당하는 사건인 e1은 ‘영희가 집에 가는 사건’이 될 것이다. 그리

고 이때 사동을 일으키는 사건인 e2가 존재할 것이고, 이때의 사동주는 ‘철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92)의 의미를 통해 살펴보면, 이때 LRI-동사의 의미는 

‘영희가 집에 가는 사건’인 e1이 일어나는 시점에 ‘철수’의 모든 소망/의도 세계에

서 e1은 참이고, 이는 ‘철수’에 의해서 e1에 대한 사동을 일으키는 행위인 e2가 실

행하는 순간에 철수가 가장 바라는/의도하는 상태와 부합한다는 의미가 도출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의미 기술은 e1이 ‘철수’의 소망 세계에서 어떠한 양상 기저와 

순서화 기반에 의해서 정의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있으므로 완전한 의미를 보

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명제태도 동사로의 ‘설득하다’가 지니는 양상의 의미를 

잘 포착하고, 국면 선택 사동핵의 의미를 이에 더하면 ‘설득하다’가 가지는 양상

과 사동의 의미를 모두 포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따르면 [ACC1]과 같이 어휘적 재구조화를 통해서 목적어 

필수 통제 구문으로서의 완전 통제 구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구조적 

제약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91)의 구조는 부분 통제 동사로 알려진 명제

태도 동사가 통제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 목적어 필수 통제 구문, 즉 LRI-동사의 

보어가 vP인 경우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국면 선택 사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국면 선택 사동핵이 없는 언어는 소망의 의

                                                                                                                                                        
수 있지만 이때 문맥상으로 보면 시간 관계상 선행하는 사건이 사건 결속에 있어서 우위

를 가진다고 가정할 것이다. 즉 ‘접근 가능성 관계’를 보면 τ(ex)이 지시하는 시점에서 나

타나는 소망 상태에 τ(ec)가 참이어야 하므로 이 관계를 더 정확하게 만족시켜주는 것은 

시간 관계상 더 앞서는 사건이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하고 정확한 연구는 후

속 연구로 남겨 두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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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가진 명제태도 동사로부터 목적어 통제 구문으로서의 완전 통제 구문을 형

성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91)의 구조는 또 하나의 조건을 보여주는데, 만약 국

면 선택 사동핵이 영형태가 아니라 외현적으로 드러날 경우 명제태도 동사가 사

용되었을 때 목적어 필수 통제 구문으로서의 완전 통제 구문이 형성될 수 없다.63 

3.3.3.2. [ACC1]의 시제상의 제약과 비-동시적 시간 관계 

이 논문이 가정하고 있는 [ACC1]의 구조는 왜 [ACC1]의 경우 주절의 시제가 과

거인 경우 ‘내일’이 사용될 수 없는지를 설명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어떻게 완전 

통제 구문이면서 비-동시적 시간 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 다

음은 3.3.3.1절에서 제시한 [ACC1]의 구조를 간략히 도식화 한 것이다. 

  CP  TP  phase selecting CausP (e2, e1)   LRI-VP(e1)   vP (e1)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가 

가지고 있는 단문성은 일견 두 개의 동사 형태가 보인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 하나의 T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3.1.2.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면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건이 이 과

거 시제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94)의 e1과 e2가 모두 주절의 T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구조는 두 개의 사건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이때 사동

을 당하는 사건인 e2가 과연 사동을 야기하는 사건 e1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시

간적인 관계를 가지는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계는 국면 선택 

                                                        
63 이는 예를 들어 국면 선택 사동핵이 예를 들어 이탈리아어의 ‘faire’나 영어의 ‘make’와 

같은 형태가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이를 완전 통제 구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남긴다. 지금까지 다양한 논의에서 ‘사동’ 구문과 필수 통제 구문의 연관 관계를 

논의해 왔고, 이러한 논의는 이 논문에서 제시한 [ACC1]의 구조와 유사성을 가질 수 있

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사동 구문과 국면 선택 사동핵 아래에 양상의 의미를 가진 

LRI-동사가 있는 구문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논의

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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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동핵이 사용된 통사적 사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일반적으로 ‘사동’의 의미를 기술할 때 ‘사동을 일으키는 사건’과 ‘사동을 

당하는 사건’을 비교하면 항상 ‘사동을 당하는 사건’이 배타적으로 후행해서 일어

나야 한다고 논의되어 왔다.64 특히 이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두 사건이 존

재할 때 두 사건의 선후 관계가 확실히 구분되는 것이 이 둘을 하나의 ‘사동 관계’

로 볼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하였다(김윤신 2001, Pustejovsky 

1995 등). ‘사동’의 이러한 시간적 특징은 왜 [ACC1]가 단문으로 하나의 시제만이 

존재하면서도 두 사건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는지를 쉽게 설명

해 줄 수 있다. 국면 선택 사동핵과 관련 있는 ‘통사적 사동’ 구문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a. 일주일 전에, 철수가 영희-에게 그 다음날 집에 가-도록 했다. [통사적 사동] 

b. 일주일 전에, 철수가 영희-를 그 다음날 집에 가-도록 명령했다.   [ACC1] 

 이러한 특징은 [ACC1]이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로 완전 통제 구문이면서 어떻게 

비 동시적 시간 관계를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해 준다. [ACC1]은 적절한 외부 논항

을 도입하기 위해서 국면 선택 사동핵이 있어야 하고, 이때 국면 선택 사동핵이 

두 사건 사이의 사동 관계를 만들어 주므로 어휘적 재구조화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65 하지만 이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통

                                                        
64 Shibatani & Chung (2001)은 ‘사동 사건’과 ‘사동을 당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 는 경우

도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i) 어머니가 아이에게 책을 읽혔다. 

 이때 ‘어머니가’ 직접 책을 잃어 줌으로써 아이가 책일 읽게 되는 행위를 이끌어내는 일

종의 ‘사동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어휘 사동에서만 

가능하고 ‘통사적 사동’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면 선택 

사동핵’이 통사적 사동과 관계가 있다면 [ACC1]의 두 사건에 언제나 선후 관계가 성립되

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이 논문의 설명과 일치한다.  
65 이러한 점에서 [ACC1]은 Hacquard (2006)이 제시한 volere의 구조와 다르다. volere의 경우

는 LRI-동사의 보어가 VP여도 상관 없으므로 이 경우 국면 선택 사동핵이 필요 없이 v에 

의해서 외부 논항이 도입될 수 있으므로 사건 통합에 의해서 단 하나의 사건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ACC1]의 경우 LRI-동사와 그 보어 사건은 사건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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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사동의 경우 [ACC1]과 같이 사동을 당하는 사건이 주절의 시제가 과거인 경

우 발화 시점을 넘어서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다음의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a. *일주일 전에, 철수가 영희-에게 내일 집에 가-도록 했다.  [통사적 사동] 

b. #일주일 전에, 철수가 영희-를 내일 집에 가-도록 명령했다. [ACC1] 

 즉,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면 ‘사동을 당한 사건’이 발화 시점 이전에 현실 세계

에서 일어났다는 해석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물론 (96a)가 정문으로 판단될 수

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동’의 의미가 아니라 ‘허락’이나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해석만이 가능하다. 즉 ‘하다’가 단순한 사동의 의미가 아니라 ‘허락하

다’, ‘조치하다’와 같은 의미로 전성되어 해석되는 경우에만 ‘내일’이 ‘가는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가 나타나는 경우에 ‘도록’ 보어는 ‘도

록’ 절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이때의 문장을 단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순수한 ‘사동’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96a)는 정문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통사적 사동’에서의 시간 관계는 왜 [ACC1]의 

경우에도 LRI-동사의 보어 사건이 ‘내일’과 연결될 수 없는지 설명해 줄 수 있다. 

어휘적 재구조화의 단문성에 의해서 주절의 T가 과거라면 이때 국면선택 사동핵

과 관련된 두 사건이 모두 발화 시점을 넘어서서 해석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ACC1]과 ‘통사적 사동’은 그 의미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Park (2011)은 통사적 사동의 경우는 사동을 당하는 

사건이 꼭 실현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지만 ‘도록’ 통제 구문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이 둘의 유사성을 부정하고 ‘도록’ 통제 구문을 일종의 사동 구문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cf. Madigan 2008b). 

 a. 철수는 영희에게 집에 가-도록 했지만, #영희는 가지 않았다. 

b. 철수는 영희를 집에 가-도록 명령했지만, 영희는 가지 않았다. 

                                                                                                                                                        
에 의해서 하나의 사건이 되지만 국면 선택 사동핵에 의해서 새로운 사동 사건이 도입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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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둘의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해서 ‘도록’ 통제 구문과 통사적 

사동이 서로 다른 어순에서의 제약을 가진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철수는 집에 가도록 영희를 설득했다.   [ACC2 어순] 

 a. 철수는 영희를 예쁘다고 생각한다.    [인상 구문] 

b. *철수는 예쁘다고 영희를 생각한다.   [인상 구문] 

c. 철수는 영희를 집에 가도록 했다.    [통사적 사동] 

d. *철수는 집에 가도록 영희를 했다.    [통사적 사동] 

 Park (2011)은 [ACC2]의 구조에 대해서 따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ACC2]의 어순

이 [ACC1]에서 어순뒤섞기를 통해 도출되었다고 가정하고 이를 통해 ‘도록’ 통제 

구문이 외현상으로 유사해 보이는 인상 구문이나 통사적 사동 구문과 구조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Park (2011)은 (97)의 차이와 함께 ‘도록’ 통

제 구문은 ‘통사적 사동’구문과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위의 대조를 통해 보이려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살펴보았듯이 [ACC1]은 [ACC2] 어순을 가질 수 없으므로, 

Park (2011)의 이러한 설명은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설득하다’ 동사만이 

가지는 특징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ACC2] 구조의 존재를 간과하고 논의를 전개

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97)의 차이도 이 논문이 제시하는 [ACC1]의 구조로 쉽게 설명할 수 있

다. 이 둘의 차이는 사동을 당하는 사건이 양상소의 영향권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통사적 사동과 다르게 [ACC1]은 양상소로 기능하는 LRI-동사의 

영향권 내에 사동을 당하는 사건이 존재한다. 이는 단지 ‘사동을 당하는 사건’이 

실제 세계에서 평가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가능 세계에서 평가되어야 하는가 정도

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 즉, (97b)에서 [ACC1]에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 하더라도, 

‘도록’ 보어의 사건이 꼭 일어나는 사건으로 해석되지 않는 이유는 이 사건이 ‘태

도 담지자의 소망/의도 세계’와 연결된 사건이지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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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CC1]에 사동을 당하는 사건이 ‘내

일’과 연결될 수 없는 제약이 존재하는 이유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면 ‘사동을 

당하는 사건’도 ‘가능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은 꼭 ‘발화 시점’ 이전으로 인지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간적 속성은 통사적 사동 구문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유사성은 [ACC1]의 시제 제약은 국면 선택 사동핵과 연관되어 있

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는 왜 ‘완전 통제 구문’인 [ACC1]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3.3.3.3. 어휘적 재구조화 동사와 국면 선택 사동핵의 위치 

 지금까지 [ACC1]이 어휘적 재구조화로 도출되기 위해서는 ‘영 국면 선택 사동

핵’ 아래에 ‘소망/의도’의 의미를 가지는 일종의 준-기능핵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이 논문의 주장은 개념적으로 보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

니다. 기존의 다양한 연구에서 목적어 필수 통제 구문과 일종의 ‘사동’ 의미의 관

계는 많이 포착해 왔다(Kayne 1989, Cinque 2006 등). 그러나 기존의 논의와 비교해

서 이 논문의 구조는 사동의미의 실현과 각 기능핵의 위치에 있어서 장점을 가진

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inque (2006)는 Kayne (1989)의 분석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예문을 다루면서 

목적어 필수 통제 구문에서도 접어 인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목적어 통제 

구문이 완전 통제 구문이 될 수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a. Me permitió tocarla.  

 b. Me la permitió tocar  

   ‘She allowed me to play it'  (Luján 1978: 123 from Cinque 2006, (44), p. 23). 

 a. Nos ordenaron verla. 

 b. Nos la ordenaron ver   

   ‘They ordered us to see it'  (Suñer 1980: 318 from Cinque 2006, (45), 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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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Cinque (2006)는 재구조화는 기능적 재구조화만 가능하다고 보았고, 이 

경우 FRI-동사는 단순한 기능핵이므로 스스로 외부 논항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

다. 이러한 가정에서 보면 2.2.3절의 Grano (2012)의 주장과 동일하게 목적어 필수 

통제 구문은 기능적 재구조화에 의해서 형성될 수 없다. ‘목적어 통제 구문에서’ 

주절의 외부 논항이 통사 구조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100)과 (101)에서 보이듯이 목적어 필수 통제 구문에서 ‘접어 인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든 기능적 재구조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

어 필수 통제 구문에서의 재구조화를 설명하기 위해 Cinque (2006)는 (100)과 (101)

의 경우 주절의 외부 논항은 FRI-동사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사동 구조가 존재

하기 때문에 도출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Cinque (2006)의 이러한 설명은 이 논문의 이론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 ‘명

령하다’, ‘허락하다’ 등의 동사 형을 일종의 양상의 의미를 가진 기능핵의 실현으

로 보는 것과 사동 관계로 두 사건 논항의 존재를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

로 입장이 동일하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재구조화의 성격과 사동핵과 재구조화 

동사의 위치가 다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Cinque (2006)의 설명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사동핵이 FRI-

동사의 아래에 존재하면 적어도 [ACC1]의 경우에는 원하는 해석이 나올 수 없다. 

 

 C  T  FRI-동사  DP3  Silent Caus  DP2  v   V  DP3 

 전술한 바와 같이 [ACC1]에서 재구조화 동사는 적어도 대응되는 명제태도 동사

의 양상의 의미를 담당해야 한다. 대응하는 명제태도 동사의 ‘소망/의도’의 양상소

로서 태도 담지자와의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의미를 담당할 수 있는 것은 재구

조화 동사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Cinque식의 설명에서는 한가지 문제가 생긴

다. Pylkkänen (2008)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일반적으로 사동

핵은 단순히 어떤 사역의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동을 일으키는 사건’

FRI-동사(양상소)의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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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사동을 당하는 사건’ 간의 두 사건 사이의 사동 관계를 결정지어 주어야 한다

(bi-eventive, Pylkkänen 2008). 하지만 이러한 전제 하에서 Cinque (2006)의 주장대로 

사동핵이 재구조화 동사의 영향권 안에 있다면 ‘사동을 일으키는 사건’과 ‘사동을 

당하는 사건’이 모두 현실 세계에서 평가(evaluate)될 수 없게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a. 철수는 영희를 집에 가게 할 수 있다.  

 b. 철수는 영희에게 책을 읽혀-야 한다. 

 (103)과 같이 사동핵이 다른 양상소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 이때는 ‘사동을 일으

키는 사건’과 ‘사동을 당하는 사건’이 모두 가능 세계에서 일어나야 한다. (103a)의 

경우, 영희를 집에 가게 할 수 있는 철수의 ‘사동 행위’가 ‘가능’하다는 해석만이 

가능하고 실제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분석될 수 없다. 또 (103b)의 경우

도 ‘철수가 영희가 책을 읽게 하는 사동 행위가 꼭 당위적으로 일어나야 한다’처

럼 ‘사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양상소의 영향권 안에 있는 해석만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Cinque가 가정한 사동핵의 위치로는 왜 [ACC1]의 경우 주절 사건은 

현실 세계에서 평가되어야만 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ACC1]에 대응하는 명제

태도 동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소망/의도’과 연결되는 사동 행위는 현실세계에서 

일어나야 하고, 오로지 ‘도록’ 보어와 관계되어 있는 사건만이 가능 세계로 연결되

어야 한다. 그러나 Cinque의 구조에서는 FRI-동사가 ‘양상’의 의미를 담당할 때 어

떻게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사동 관계를 나타내는 두 사건 중 ‘사동 사건’만 현실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FRI-동사 아래의 사동핵이 특별한 의미 규칙에 의해서 사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아니라 사동을 당하는 사건만이 가능 세계로 양화될 수 있게 의미 합성이 일어나

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특별한 의미 규칙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피할 수 있다. 국면 

선택 사동핵은 양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LRI-동사보다 더 상위에 있고, 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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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보문은 LRI-동사의 양상 의미와의 관계를 통해서 해석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동핵의 위치가 재구조화 동사보다 상위에 있어야 하고 

사동핵보다 상위에 있는 기능핵이 외부 논항을 부여하므로 Cardinaletti & Shlonsky 

(2004) 식의 분류를 따라 [ACC1]의 재구조화 동사는 LRI-동사여야만 할 것이다. 

한편 일종의 소망과 관련된 재구조화 동사가 사동핵 위의 기능핵이 아니라 일

종의 준-기능핵이어야 한다는 독립적인 논의도 존재한다. Haddican (2005)은 바스크

어(Basque)의 ‘want’에 대해서 논하면서 바스크어의 ‘want’가 Cardinaletti & Shlonsky 

(2004)가 설정한 준-기능핵의 속성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Haddican은 바

스크어의 ‘want’가 접어 인상을 허용하여서 재구조화 동사의 속성을 보이지만, 또 

완전한 기능핵들과 다르게 조동사의 선택 (have vs. be)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

였다.66 이를 통해 Haddican은 바스크어의 ‘want’가 기능핵의 속성과 일반 어휘 동

사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일종의 준-기능핵으로 보아야 한다

고 본 것이다. 이러한 사실도 ‘소망/의도’에 대응하는 준-기능핵이 적어도 일종의 

어휘 영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3.3.4. ‘도록’ 통제 구문의 도출 환경과 동사 제약: ‘소망/의도’ 

양상 의미와 사동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ACC1]에 ‘소망/의도’의 의미를 지니는 준-기능핵과  

‘눈에 보이지 않는 국면 선택 사동핵’이 존재한다고 보면 이는 [ACC1]이 형성될 

수 있는 분포상의 특징을 완전히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다. 3.3.1.2절에서 

왜 [ACC1]에서 LRI-동사가 ‘소망’과 관련된 명제태도 동사와만 어울릴 수 있는지

                                                        
66 이에 더해서 바스크어의 ‘want’와 대응되는 동사 속성과 이들이 보이는 재구조화의 특징

은 Balza (2012)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고 있다. 특히 Balza (2012)는 바스크어의 ‘want’와 

‘need’에 대응하는 동사들의 다양한 통사/의미적 특성을 다루면서 재구조화가 기능적 재구

조화, ‘반-어휘적(semi-lexical) 재구조화’, 그리고 어휘적 재구조화, 이렇게 세 단계로 구별

이 되어야 한다는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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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제태도 동사의 CP의 특성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함께 3.3절에서 

살펴본 국면 선택 사동핵의 존재로 왜 ‘소망’과 관련된 명제태도 동사와 함께 

[ACC1]이 형성될 수 있으며, 또 형성될 수 있는 동사에 관해 강한 제약이 있는지

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이 가능하다면 왜 ‘완전 통제 구문’이 일부의 부

분 통제 동사와 같이 실현될 수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전술하였듯이 Park (2011)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동사들과 ‘도

록’ 통제 구문, 즉 [ACC1]이 실현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제안하다, 충고하다, 명령하다, 권고하다, 설득하다, 부탁하다, 요청하다,  

  요구하다, 등. (Park 2011：152). 

 이러한 동사들은 양상의 의미만을 놓고 보면 모두 ‘소망/의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모두 LRI-동사의 양상 의미와는 양립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실

질적으로 [ACC1]으로 해석이 가능한 동사는 이 중 ‘설득하다’를 제외하면 별로 

남지 않는다. ‘명령하다’나 ‘요청하다’ 등 몇 개 정도가 간신히 가능하고, 나머지 

동사들은 ‘대격’을 받은 논항이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와 대응되지 않아 비문법

성을 야기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사의 제약은 3.3.3절에서 제기된 [ACC1]의 구조

로 설명할 수 있다. [ACC1]이 외부 논항을 가지기 위해서 국면선택 사동핵이 존재

해야 한다면, (104)의 동사들 중 국면 선택 사동핵이 가지는 ‘사동’의 의미와도 양

립가능한 동사들만이 [ACC1]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ACC1]의 구조의 주절의 동사는 LRI-동사, 즉 준-기능핵으로서 더 이상 발

화 동사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가 형성되는 

경우 대응되는 비-재구조화 구조와 의미상의 양립가능성을 보이려면 이러한 차이

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국면 선택 사동핵은 어떻게 어휘

적 재구조화 구문이 대응되는 발화 동사의 의미에 대응되는지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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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철수는 (말로 잘 타일러서) 영희를 책을 읽-도록 했다.  

  b.  철수는 (말로 잘 타일러서) 영희를 책을 읽-게 했다. 

앞에서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한국어에서 국면 선택 사동핵은 통사적 사동, 즉 간

접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105)에서 보이듯이, 이러한 간접 사동의 

의미는 직접 사동과 다르게 어느 정도 발화 동사가 가지는 의미를 채워줄 수 있

다. 물론 이러한 의미가 모든 발화 동사의 의미를 모두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은 아

니다. 국면 선택 사동핵이 가지는 ‘사동’의 의미와 어울리면 어울릴수록 더 의미

적 양립가능성이 만족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CC1]의 LRI-동사는 명제태도 동사가 가

지고 있는 의미 중 발화 동사의 특성은 잃어버리지만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를 통

해서 양상 의미와 일종의 사동 의미와 대응되는 의미는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에서 LRI-동사가 대응되는 명제태도 동사와 동일한 형태를 

가지는 것은 단지 PF-실현형이 같은 것뿐이고 대응되는 명제태도 동사의 의미는 

어휘적 재구조화의 구조를 통해 드러난다.67 그렇다면 [ACC1]의 경우 직접적인 사

동의 의미가 드러나므로 대응되는 명제태도 동사의 보다 더 직접적인 사동의 의

미를 가지게 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현상에 대한 논의

가 존재한다. 

 Polinsky et al. (2007)은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ACC1]의 경우 [ACC2]와 다르

게 ‘도록’ 보어의 사건이 꼭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a. 철수는 영희를 학교를 떠나-도록 설득했다.  [ACC1] 

   #그러나 영희는 떠나지 않았다. 

  b. 철수는 학교를 떠나-도록 영희를 설득했다.  [ACC2] 

   그러나 영희는 떠나지 않았다.   (Polinsky et al. 2007) 

                                                        
67 만약 통사적 사동이 Choe (1988)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사동핵에 의해서 발생하는 재구조

화라면 [ACC1]은 이중 재구조화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54  한국어 필수 통제 구문 연구 

 

(106a)에서 보이듯이 [ACC1]은 ‘영희가 실질적으로 학교를 떠난’ 해석이 더 자연

스럽다는 것이다. 하지만 (97)에서 살펴보았듯이 Park (2011)은 [ACC1]을 ‘사동 구

문’과 비교하면서 오히려 [ACC1]의 ‘도록’ 보어의 사건은 꼭 일어날 필요가 없다

고 주장하기도 하였고, (106a)에서 ‘영희가 학교를 떠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제보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듯 Polinsky et al. (2007)의 주장은 증명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ACC1]에서 다른 변이형 보다 ‘도록’ 보어의 사건이 실현된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

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CC1]이 가지고 있는 ‘국면 선택 사동핵’의 속성은 이러한 경향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한국어의 ‘통사적 사동’이 가지는 

‘사동 행위’에 대한 강제성이 대응하는 명제태도 동사가 자신의 의미에 포함하는 

사동 의미보다는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68 즉 (106b)는 비-재구조화 구조

인 [ACC2]이므로 이때의 ‘설득하다’는 명제태도 동사이다. 하지만 (106a)의 경우 

(106b)의 ‘설득하다’의 어휘적인 의미에서 부여되는 사동의 의미보다 더 직접적인 

사동의 의미가 구조에서 주어지므로 ‘도록’ 보어의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강제

성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Polinsky et al. (2007)의 논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3.3절에

서 제시한 구조가 가지는 의미의 양립가능성을 위해서는 명제태도 동사가 본유적

으로 상당히 강한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는 

                                                        
68 혹자는 Polinsky et al. (2007)의 대조를 재구조화에서 발생하는 사실성 함의(Actuality En-

tailment; Bhatt 1999, Hacquard 2006)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사실성 함의가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i) a. 철수는 정 가운데를 맞출 수 있-었-다. 하지만/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b. 철수는 정 가운데를 맞출 수 이-ㅆ-다. 하지만/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위의 (i)에서 보이듯이 한국어의 뿌리 양상소는 ‘었’과 같이 나온다고 해서 사실성 함의가 

답지되지 않는다. 즉, 한국어의 ‘었’을 과거 시제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완료상’으로 보

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었’이 사실성 함의를 강제하지 않는 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은 후속 연구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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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설득하다’는 이와 관련해서 가장 적합한 동사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석진(1987)은 다양한 발화 동사를 설명하면서 각 발화 

동사가 가지는 의미적인 특징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중 ‘설득하다’는 ‘명령하다’, 

‘요구하다’, ‘권하다’와 같은 동사와 다르게 일종의 사동 동사로 분류하였다. 하지

만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설득하다’가 완전하게 발화 동사의 의미

가 결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또 이를 명제태도 동사로 보지 않을 수는 

없다. 단순히 사동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양상의 의미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명령하다’와 같은 동사들에 개념상 사동의 의미

가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명령하다’가 ‘설득하다’의 의미와 비교

해서 보면 실제로 명령을 받은 대상이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완전히 ‘사동’

의 의미가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69  하지만 명제태도 동사가 가지고 

있는 어휘 의미에서 어느 정도 정도성의 차이는 존재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각 한

국어 화자의 직관도 이러한 정도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면 왜 (104)의 동사들 중 일부의 동사만 [ACC1]과 어울리고, 

또 이에 대한 문법성의 판단이 각 개인마다 다른지 약간이나마 설명할 수 있다. 

대응되는 [ACC1]의 구조가 야기하는 의미와 원래 명제태도 동사가 가지는 의미의 

양립 가능성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문법성이 갈린다면, 각 개인에 따라 

충분히 문법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즉, (104)의 동사들 중 몇몇 동사

는 [ACC1]의 구조의 의미와 양립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더 쉬운 동사들이 있으며, 

또 이러한 차이는 각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다.70  

                                                        
69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3.3절에서 제시한 구조에서 보면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에 대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동사가 다 [ACC1]과 어울린다고 볼 

수는 없다. [ACC1]과 만족하기 위해서는 양상의 의미도 만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설득하다’와 유사한 문법 유형(혹은 격틀)을 만족시키는 모든 동사들이 모두 [ACC1]

을 형성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70 특히 근본적으로 [ACC1]의 구조가 나타내는 의미가 비-재구조화 구조에 사용된 명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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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더불어 이 논문의 구조를 통한 설명은 (104)의 동사 이외에 완전히 사동의 

의미를 배제한 소망 동사들이 [ACC1]과 어울리지 않는 이유도 쉽게 설명할 수 있

다. 

 a. *철수가 영희-를/에게/가 집에 가도록 원했다. 

 b. *철수가 영희-를/에게/가 집에 가도록 말했다. 

 이와 같은 동사들은 ‘양상 의미’와 ‘사동 의미’로 분해(decomposition)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포함하여 ‘도록’ 통제 구문과 어울리지 못하는 동사들은 다음과 같다. 

 원하다, 희망하다, 소원하다, 약속하다, 의도하다71, 갈망하다, 말하다 등.72 

이와 함께 이 논문이 제시한 구조를 통해 ‘소망/의도’와 관련된 양상의 의미가 

없다면 ‘도록’ 절과 양립가능한 동사라도 [ACC1]의 구조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노력하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저희 회사는 더 좋은 아파트를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ee 2009, (56a)) 

 Lee (2009)는 위와 같은 예문을 논의하면서 ‘노력하다’와 같은 동사도 ‘도록’ 절

과 함께 필수 통제 구문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10)은 Lee (2009)

의 판단과 다르게 이 문장이 단순하게 주어 지향 필수 통제 구문으로 볼 수 없다

는 것을 보여준다. 

  

                                                                                                                                                        
도 동사의 발화 동사로서의 의미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 이 부분이 

[ACC1]의 비-문법성에 가장 큰 요인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71 한국어의 ‘의도하다’의 경우는 ‘사동’의 의미가 어휘적 의미에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인

지적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72 물론 이와 같은 논의가 여기에 사용된 동사들, 즉 ‘약속하다’, ‘의도하다’와 같은 동사가 

절대 어휘적 재구조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경우 LRI-

동사의 보어가 vP가 아닌 경우는 volere의 예시와 유사한 구조를 통해서 어휘적 재구조화

를 겪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는 ‘도록’ 표지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Wurmbrand (1998)가 논의한 독일어의 ‘versprechen (promise)’ 동사의 경우도 참고

할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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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는 [저희가 감사하고 있는 건설사가 더 좋은 아파트를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한국어 화자들이 (110)과 같은 예문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때의 구문은 [NOM]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노력하다’의 경우는 다음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

이 [ACC1]이 허용하지 않는다. 

 *저희 회사는 저희가 감사하고 있는 건설사-를 더 좋은  아파트를 [ACC1]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ACC1]의 구조가 가지는 의미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노력하다’는 (108)의 동사와 같이 사동의 의미가 

결여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타인이 어떤 

행위를 완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에 사동의 의미가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기

는 어렵기 때문이다. 즉 완전하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건설사’가 일종의 ‘피사동

주’로서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노력하다’의 경우

는 ‘소망/의도’와 관련된 명제태도 동사로 볼 수도 없다는 점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다. ‘노력하다’와 같은 동사는 Grano (2012)가 다룬 ‘try’와 유사하게 일종의 ‘시상 

동사’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동사의 차이는 왜 이 경우 [ACC1]

이 형성될 수 없는지 설명할 수 있다. ‘노력하다’는 소망/의도의 의미를 가진 LRI-

동사와 의미상 양립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완전 통제 구문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ACC1]의 구조와 양립가능한 동

사로 비-재구조화 동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동사 

구조상의 특징은 (104)의 동사들 중 일부라도 지금까지 Landau (2000, 2004)의 시제 

상의 구분이나 Cinque-Grano식의 위치상의 분류에서 부분 통제 동사로 여겨져 왔

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휘적 재구조화를 통해 완전 통제 동사로 기능할 수 있

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간략히 정리하자면 ‘소망/의도’의 양상 의미와 일종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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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사동의 의미와 양립가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제태도 동사들이 [ACC1]과 

어울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논문의 이러한 주장은, 명제태도 동사가 아닌 동사와 ‘도록’ 절이 사용되는 

경우는 [ACC1]이 도출될 수 없으므로 엄 한 의미에서 필수 통제 구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의미상 어느 정도 ‘필수 통제 해석’이 선호되는 경우

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 논문에서 논의한 것처럼 완전 통제 해석을 강제하면서, 매

우 강한 문맥이 주어지는 경우에도 필수 통제 구문으로서의 특성을 지킨다고 보

기는 어려울 것이다. 

3.3.5. 준-기능핵으로서의 ‘어휘적 재구조화 동사’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ACC1]에 나타나는 LRI-동사는 단지 대응되는 명

제태도 동사와 PF의 형태만 같은 준-기능핵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한국어의 

경우 ‘도록’ 통제 구문의 경우 사용되는 동사는 거의 ‘동사성 명사(verbal noun, 이

하 VN으로 지칭)’와 ‘경동사(light verb) 하다’가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는 동사들이 

대부분이므로 LRI-동사와 대응되는 명제태도 동사의 차이를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만약 [ACC1]에서 주절의 동사가 경동사 구문이 보이는 다양한 특성을 유지

하지 못한다면 LRI-동사가 준-기능핵에 어휘 동사가 삽입된 특별한 형태의 동사인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경동사 구문에서 발견되는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경동사가 구조격을 가진 

VN과 ‘하다’가 분리된 형태로 나타나는 대응 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a. 철수는 열심히 공부했다. ↔ 철수는 열심히 공부를 했다. 

 b. 로마의 군대가 도시를 파괴했다. ↔ 로마의 군대가 도시를 파괴를 했다. 

 (112)의 예시에서 보이듯이 일반적인 ‘경동사’구문은 ‘VN-를 하다’의 형태로 나

타날 수 있다. 그리고 ‘도록’ 통제 구문에서 사용되는 동사들도 모두 이러한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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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ACC1]에서는 VN+를 하다’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

는다. 

 a. #철수는 영희를 집에 가도록 명령을/요구를 했다.         [ACC1] 

  b. 철수는 영희에게 집에 가도록 명령을/요구를/제안을/부탁을 했다.   [DAT] 

  c. ?철수는 집에 가도록 영희를 설득을 했다.            [ACC2] 

  d. 철수는 영희가 집에 가도록 명령을/요구를/제안을/부탁을 했다.   [NOM] 

 (113a)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ACC1]과 같이 사용될 수 있는 동사를 사용한 구문

이다. 하지만 이 경우처럼  [ACC1]에서 ‘VN+를 하다’의 형태가 나오면 ‘숨겨진 

청자 논항 해석’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철수’가 직접적으로 

‘명령/요청/제안’한 사람이 ‘영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의 경우에는 

모두 일반적인 해석이 허용되고 이러한 차이는 어휘적 재구조화된 구조에서만 ‘경

동사’ 구문의 특유의 특성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LRI-동사는 단순히 준-

기능핵으로 원래 어휘 동사였을 때의 특성을 잃어버린다는 이론을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을 전개하기 전에 한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위와 

같은 ‘준-기능핵 삽입 이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VN-하다’의 형태로 나오는 동

사가 순수한 ‘어휘 동사’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준-기능핵에 

삽입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에서 경동사 구문은 

하나의 어휘 동사가 아니라 통사적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복합 동사라고 주장하고 

있다(Saito & Hoshi 2000 등). 경동사 구문은 VN과 독립적인 경동사 ‘하다’가 통사

적으로 결합해서 나타나는 형태이지 ‘설득하다’와 같은 동사 형태가 어휘부

(lexicon)에 등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이 논문에서는 경동사의 경우 ‘VN’ 자체가 어

휘 동사이고 ‘하다’는 음운/형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F-에서 삽입된 결과

로 도출되는 것이라는 이론(Pak 2001, Park 2008 등)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를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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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ark (2008)은 VN이 어휘 동사로 단독으로 주절의 동사로 사용되지만 이 경우 

억양 패턴에 문제가 생겨서 ‘하다’의 형태가 꼭 ‘PF’에서 마지막 대안으로 실현되

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73 이는 한국어에서 ‘경동사’라고 불려온 ‘하다’가 사실은 

단순한 ‘PF-삽입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Park (2008)

은 경동사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세 가지의 형태가 서로 다른 VN의 속성에 따라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양한 연구에서 경동사 구문은 VN이 격을 가질 수 있는

가 없는가, 그리고 VN의 내부 논항의 격이 대격인가 속격(genitive)인가에 따라 다

양한 구문을 형성한다고 여겨져 왔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분류법을 제시한 것이

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다르게 ‘경동사’ 하다는 존재하지 

않고 본동사 ‘하다’와 ‘PF-삽입형’인 ‘하다’만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때 어떤 속성

을 가지는 ‘하다’ 형태와 결합하는지도 VN의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a. 철수가 영어를 공부했다. → VN: 주절 동사, ‘하다’: PF 삽입형 

 b. 철수가 영어를 공부를 했다.  

   VN: 동명사(gerund) ‘[gerund PRO 영어를 공부]-ACC,  

   ‘하다’: 주절 어휘 동사 

 c. ?철수가 영어의 공부를 했다. 

   VN: 도출명사(derived Noun) ‘[derived noun 영어의 공부]-ACC,  

  ‘하다’: 주절 어휘 동사 

 즉, 지금까지 ‘동사성 명사’라고 불려 왔던 VN은 알고 보면 일반 ‘어휘 동사’이

고 ‘경동사’ 구문이라고 불려 왔던 구문들은 모두 (114a)와 같이 어휘 동사인 VN

이 그대로 주절의 동사로 사용되면서 PF에서 ‘하다’의 형태가 삽입된 것이거나, 

(114b)에서 볼 수 있듯이 VN이 동명사로 도출된 후 본동사, 즉 어휘 동사 ‘하다’

에 의해서 선택된 경우이거나, 아니면 (114c)처럼 명사화 된 VN을 어휘 동사 ‘하

                                                        
73  이와 유사하게 한국어의 VN은 그 자체로 ‘시제 형태소’등 다른 문장어미 들과 결합할 

수 없는 형태론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다’가 삽입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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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선택한 구조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타당하다면 한국어에는 전

통적인 의미에서 ‘경동사’로의 ‘하다’는 존재하지 않고 단지 ‘PF 삽입’형으로의 

‘하다’와 본동사 ‘하다’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 동사’인 VN이 준-기능핵에 삽입될 수 있다고 보면 경동사 구문이 

LRI-동사에 대응할 수 있는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단순하게 일반 어휘 동

사가 삽입되듯이 VN이 직접 LRI-동사에 삽입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러한 가정은 어떻게 ‘설득하다/명령하다’와 같은 ‘경동사 구문 형태’가 어

휘적 재구조화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어휘 

동사인 VN이 준-기능핵에 삽입된다고 해서 VN이 가지고 있는 ‘형태/음운’적인 요

구가 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PF’ 삽입은 VN자체의 특성에 의해서 나타

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 형성되기 위한 ‘환경’에 의해서 나타나는 제약과 관련

이 있으므로 VN이 LRI-동사로 바뀌고 ‘어휘 동사’로서의 특성을 잃어버렸다고 해

도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LRI-동사로 VN의 형태가 실현되는 경우에도 

‘하다’ 형태가 ‘PF’에서 ‘삽입’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에서 경

동사 구문 형태가 유지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따를 때 (113)의 대조도 여전히 설명할 수 있다. Park 

(2008)을 따르면 [ACC1]이 도출된 후에 ‘VN-를 하다’의 형태가 도출되기 위해서는 

이 구문이 ‘동명사’로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VN’ 자체가 준-기능핵에 삽입되면서 

‘어휘 동사’로의 기능을 상실하였으므로 ‘동명사’로의 도출이 제한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비-재구조화 구조에서는 VN이 일반 ‘어휘 동

사’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이후에 동명사로 도출되는 것에 제약이 없을 것이고, 

이는 왜 [ACC1]에서만  ‘VN-를 하다’ 형태의 도출이 일어나지 않는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LRI-동사로 사용된 VN이 원래의 성격을 잃어 버리는 또 하나의 특

성이 존재한다. 한국어에서 ‘다시’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접두사 ‘재-’는 특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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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VN’에만 결합될 수 있다.  

 a. 철수는 영희-를 재-수술했다. 

 b. *철수는 문을 재-열었다. 

 c. *철수는 밥을 재-먹었다. 

 ‘열다’나 ‘먹다’와 같은 동사와 ‘재-’가 결합되면 비 문법적인 문장이 형성되고 

이러한 특징은 아무래도 ‘재-’는 유사하게 ‘한자어’에서 유래된 단어와만 어울린다

는 ‘형태론적인’ 특성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은 

어휘적 재구조화가 일어난 [ACC1]가 왜 다른 변이형과 다르게 비문법적인지 설명

해 줄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살펴보자. 

 a. #철수가 영희를 집에 가도록 재-요청했다/재-명령했다.   [ACC1] 

 b. 철수가 영희에게 집에 가도록 재-요청했다/재-명령했다.  [DAT] 

 c. 철수가 집에 가도록 영희를 재-설득했다.         [ACC2] 

 d. 철수가 영희가 집에 가도록 재-요청했다/재-명령했다.   [NOM] 

(116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CC1]에 ‘재-’가 사용되면 ‘철수’가 직접적으로 ‘명

령/요청’한 사람이 ‘영희’가 아닌 ‘숨겨진 청자 논항 해석’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나머지 ‘도록’ 통제 구문의 변이형에서는 일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이는 이때의 

LRI-동사가 나머지 변이형과 다른 특성을 가진 동사라는 주장을 뒷받침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지금까지 논의한 LRI-동사의 특성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116a)의 LRI-동사는 경동사인 어휘 동사가 아니라 단지 PF-형태만 같은 준-기능핵

이므로 VN의 속성을 잃어 버려서 ‘재-’가 붙지 못한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LRI 동사’가 대응하는 일반 어휘 동사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

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는 이 논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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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도록’ 통제 구문의 비-재구조화 변이형 연구 

3.4.1. 어휘적 재구조화의 수의성과 변이형 

 지금까지 이 논문은 [ACC1]이 어휘적 재구조화에 의해서 형성된 완전 통제 구

문이라는 것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도록’ 통제 구문의 변이형, 즉 [DAT], 

[NOM], [ACC2]를 어휘적 재구조화의 수의성에 의해, 즉 어휘적 재구조화를 겪지 

않은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소절에서는 이러한 비-재구조화 구

조를 살펴보고, 이들이 어떻게 구성되며 왜 [ACC1]과 다르게 비-필수 통제 구문으

로 보아야 하는지 설명할 것이다. 

이 논문은 Cardinaletti & Shlonsky (2004)를 따라서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에 대응

하는 비-재구조화 구조는 주절에 LRI-동사에 대응하는 일반적인 어휘 동사가 사용

된 구문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a.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 [ACC1]      b. 비-재구조화 구조: [DAT] 

       

 그렇다면 [ACC1]에 대한 비-재구조화 구조는 주절의 동사로 LRI-동사가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어휘 동사로서의 명제태도 동사가 사용된 구문으로 볼 수 있을 것

PF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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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이때는 주절의 명제태도 동사가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에 대응하는 내부 논

항과 CP를 보어로 가지는 복문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117)의 

구조는 [ACC1]과 [DAT]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인 [ACC1]에 대응하는 비-재구조화 구조인 (177b)를 [DAT]라고 가정하면 이 

구조는 주절의 내부 논항(DP2) 이 외현적으로 실현되고 내포절의 주어가 pro로 실

현된 구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74  

 그리고 이 경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도록’ 통제 구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명

제태도 동사는 ‘설득하다’의 경우를 제외하고 내부 논항에 ‘여격’ 만을 부여할 수 

있다. 이는 (117b)의 경우 DP2는 여격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ACC1]에서 이러한 DP2에 대응되는 논항은 LRI-동사의 논항이 아니라 v1P의 논항

이고 이때 이 논항은 주절의 v2와 일치작용을 통해서 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즉, 이 구조들은 왜 DP2의 격이 서로 다른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또 (177b)에 존재하는 pro는 [DAT]가 왜 비-필수 통제 구문이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도록’ 보문소의 의미에 의해서 강한 제약을 받지만 내포절인 ‘도

록’ 절의 주어가 pro라면 어느 정도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pro가 나오

는 위치에는 일반적인 명사구는 나타날 수 있으므로 [DAT]에서 ‘도록’ 절 안에 어

떻게 외현적인 주어가 나타날 수 있는지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어휘적 재구조화

가 일어나야 필수 통제 구문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통제어가 대격을 

받아야 하므로, 여격 형태의 DP2가 나오는 구조는 비-재구조화 구문이 될 수 밖에 

없고 동시에 비-필수 통제 구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두 구조는 ‘도록’ 표지가 두 구조에서 서로 성격이 다르다는 것

도 보여준다. [ACC1]에서는 동사 핵에 PF에서 삽입된 형태일 뿐이지만, 비-재구조

화 구조에서는 내포절인 CP의 보문소로 기능하는 것이다. 또 이와 유사하게 (117b)

의 명제태도 동사와 동일한 형태를 보이는 (177a)의 LRI-동사는 단지 PF 형태만이 

                                                        
74 왜 비-재구조화 구조에서 내포절, 즉 ‘도록’ 보문의 주어가 pro이어야 하는지는 4장에서 

한국어 통제 구문의 영주어의 성격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3. 한국어 완전 통제 구문  165 

 

같고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 LRI-동사는 양상의 의미만을 준-기능핵으로 사건논항

을 결여하고 있고, (117b)의 명제태도 동사가 가지는 ‘사동’과 ‘발화’의 의미는 

(117a)의 국면 선택 사동핵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대응되는 것이다. 

(177b)의 구조는 다음의 구조에서 보이듯이 왜 ‘설득하다’의 경우에만 [ACC2]가 

나타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줄 수 있다. 

 ‘설득하다’ 동사와 나타나는 [ACC2]의 구조 

a. [ACC2]의 기저 구조         b. [ACC2] 어순의 구조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ACC2]가 비-필수 통제 구문이라면, 이 구조는 기본적으

로는 (177b)와 연관되어야 하므로 DP2는 주절 동사의 내부 논항이어야 한다. 그리

고 이때 ‘설득하다’만이 자신의 내부 논항에 대격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ACC2]

와 관련된 제약이 설명되는 것이다. 75  이러한 설명이 타당하다면 [ACC2] 구조는 

어순과 상관이 없이 기저 구조와 관련된 제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DP2

                                                        
75 물론 대격을 부여하는 [ACC2] 구조와 여격을 부여하는 [DAT] 구조는 주절의 동사구의 

모습은 약간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구조를 가정하던 지금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비-재구조화 구조에서 LRI-동사가 아닌 일반 동사로서의 ‘설득하다’가 나왔을 때 [DAT]와 

[ACC2] 구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므로, 각 상황에서의 구조적 차이는 그리 중

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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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격이 부여될 수 있으므로 기저 구조상에서는 [ACC2]과 [ACC2]가 외현적으

로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a. 철수가   영희를 [CP pro  집에 가]-도록 설득했다.  [ACC2] 

 b. 철수가  [VP 영희를     집에 가]-도록 설득했다.  [ACC1] 

 (119)에서 보이듯이 다른 외현적인 단서가 없다면 이 두 구문은 기저 구조상 구

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설득하다’ 동사가 사용된 경우에만 ‘도록’ 보어가 통제어에 대응

하는 대격 논항을 앞서는 ‘[ACC2] 어순’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3.3.2.2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ACC1]에서 [ACC2] 어순이 나타날 수 없는 이유가 

사건 통합을 위한 핵이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ACC2] 어순은 [ACC2] 구

조가 형성될 수 있으면 도출될 수 있는 어순이라고 볼 수 있다. (188b)의 구조에서 

CP가 DP2보다 위로 이동되는 어순뒤섞기가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타당하다면 [DAT]와 [ACC2]는 근본적으로 동일한 비-재구조

화 구조에서 도출된다고 보아야 한다. 단지 [DAT]는 [ACC1]을 만들 수 있는 모든 

동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재구조화 구문이고 [ACC2]는 ‘설득하다’ 동사가 사용

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구조라는 차이만 있는 것이다. 이는 격 실현만 제외하고 

[ACC2]는 [DAT]와 동일한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왜 [DAT]

가 비-필수 통제 구문으로서의 특징을 보이는지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ACC2]가 Polinsky et al. (2007)이 가정한 것처럼 내포절이 통제어보다 

더 선행해서 기제 생성될 때에만 생기는 특이한 구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ACC2]는 어순과 상관없이 비-재구조화 구조 중 주절의 동사의 ‘격 부

여’ 특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일 뿐이고 [ACC1]와 다르게 ‘[ACC2] 어순’

이 ‘도록’ 절의 어순뒤섞기를 통해서 도출될 수 있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

조는 [DAT]도 [ACC2]와 동일한 어순 변화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그리고 예측한 대로 (120)에서 보이듯이 [DAT]의 경우는 주절의 동사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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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상관 없이 원하는 어순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철수는 [집에 가도록] 영희에게 명령했다/제안했다/권고했다     [DAT] 

 /요청했다/?설득했다.  

 즉, (120)은 [ACC2]와 [DAT]의 유사성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NOM]도 (117b)의 구조로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이 [DAT]의 경우는 내포절의 주어가 외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능하다. 

 철수i는 영희j의 어머니k-에게 [그녀j/k/arb/*i가 집에 가]-도록 설득했다. (=(7c)) 

 이때 (122)와 같이 주절의 내부 논항이 pro로 나타나고 내포절의 주어가 외현적

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NOM]의 구조 

 a. [NOM]: 기저구조        b. [NOM]: ‘도록’절 이동 후의 구조 

     

 그리고 (122a)와 같은 구조가 가능하다면 이러한 구조가 바로 [NOM]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22b)에서 볼 수 있듯이 [NOM]이 [DAT]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구

문이라면 ‘도록’ 절이 pro의 상위의 위치로 가는 어순뒤섞기가 가능하므로 (12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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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DP2와 pro가 공지시될 때 어겨지는 결속조건 C를 피하기 위한 이동이 가능

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76  

 하지만 [NOM]의 경우는 어순 변화와 관련된 두 구성성분 중 주절의 내부 논항

이 외현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실제 어순 변화가 있었는지를 알기가 쉽지 않

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에서 보이듯이 pro를 포함한 DP(혹은 QP)내부에 양화사를 

직접 연계(association)시킨 경우에는 이러한 어순 변화를 쉽게 관찰할 수 있다.  

 a.*선생님i-은 [proj 두 명]-에게 [[학생]j-이 떠나]-도록 명령했다/요청했다. 

 b.?선생님i-은 [학생j-이 떠나]-도록 [proj 두 명]-에게 명령했다/요청했다. 

 (123)에서 pro의 위치는 같이 연계되어 있는 명사구와 하나의 구성성분을 이루

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Watanabe (2006)는 양화사는 우선 [DP [NP QP]]의 

구조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DP [NP QP]]-case/P’의 형태로 실현된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123)의 양화사는 이동 없이 pro와 같은 DP 내부에서 

실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77  

 특히 이러한 구조를 지지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DAT]의 

경우 유동 양화사가 좌초되는 경우에는 명제태도 동사의 내부 논항이 여격으로 

실현되는 경우 절대 연계될 수 없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76 Fox (2000, 2002)는 비-논항 이동으로는 결속 조건 C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다양한 현상

을 통해서 설명하였고, 이는 ‘도록’ 절의 이동으로 (122b)의 문법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이 타당하다면 (122b)의 문법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도록’ 절은 주절 동사의 보어 위치와 지정어의 위치에서 모두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이론 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CP가 동일 절 내부로의 어순뒤섞기를 겪는 경우는 사슬의 꼬리에 

위치한 복사체(copy)가 수의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는 (122b)에서 ‘도

록’ 절의 어순뒤섞기가 논항 이동과 유사한 속성(Lasnik 1999)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77 유동 양화사는 연계되는 명사구가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 인허될 수 없다는 Rezac (2010)

을 받아들이면 이때 ‘두 명’은 어떤 방식으로던 pro와 연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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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교장 선생님은 선생님들i-에게 [영희가 집에 가]-도록 명령했다/설득했다. 

  b.*교장 선생님은 선생님들i-에게 세 명i(-에게) [영희가 집에 가]-도록  

   명령했다/설득했다. 

 3.1.2절에서 논의하였듯이 충분한 권한이 있는 논항이 나오는 경우에는 (124a)와 

같은 구문이 정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여격을 가진 명제태도 동사의 

내부 논항에 유동 양화사가 연계되면 이 문장은 완전히 비문이 된다. 이는 여격의 

형태로 실현된 논항에 연결된 유동 양화사가 좌초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문법성이 보장되지만 좌초되는 경우는 완전히 비 문법적인 문장을 형성한다는 것

을 의미하는 것이다. (123)에서 양화사가 여격 형태를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구조

는 pro와 같은 구성성분을 이루면서 같은 DP 내부에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이때 

양화사의 위치를 통해서 pro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정 하에 (123)을 살펴보면 우선 (123a)의 비-문법성은 pro와 ‘도록’ 보문의 

주어가 공지시할 때 결속 조건 C를 어긴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pro를 포함한 DP(혹은 PP)가 내포절의 주어를 성분통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이때 ‘도록’ 보문이 주절의 pro 위로 이동할 수 있게 되

면 결속조건 C가 위배되지 않게 되므로 문장이 자연스러워져야 할 것이고 이는 

(123b)가 왜 정문인지를 설명하여 준다. 또 이런 입장에서 보면 만약 pro와 ‘도록’ 

보문의 주어가 공지시 하지 않으면 ‘도록’ 보어가 기저 생성된 위치에 있어도 문

장이 정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교장 선생님i-은 [proj 두 분]-에게 [[존과 메리]k-가 떠나]-도록 설득했다 

   /명령했다. 

 그리고 예측한 바와 같이 (125)는 pro와 ‘도록’ 보문의 주어가 공지시하지 않으

면 원래의 어순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25)에서 교장선생님이 설득/

명령한 대상이 ‘존과 메리’가 아니라 ‘두 분의 선생님’이라면 이 문장은 어느 정도 

정문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즉, [NOM]에서 ‘도록’ 보문이 언제나 주절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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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논항보다 선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이는 (122)의 구조가 [NOM]의 

어순과 관련된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어순’과 관련된 논의는 [NOM]의 경우 주절에 내부 논항으로 

pro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NOM]의 경우도 [DAT]와 [ACC2]와 동일하게 주절의 

내부 논항과 ‘도록’ 보문 사이의 어순 변화가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는 근본적으로 [NOM]이 [DAT]/[ACC2]와 동일한 구조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이렇

게 [NOM]이 비-재구조화 구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왜 [NOM]이 비-필수 통제 

구문인지도 설명해 주고, 특히 Polinsky et al. (2007)가 [NOM]이 [ACC2]와 매우 유

사한 구조라고 본 이유도 모두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왜 ‘도록’ 통제 구

문에 다양한 변이형이 존재하는지를 이론 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어휘적 재

구조화에 의해서 형성된 하나의 완전 통제 구문과 이에 대응하는 비-재구조화 구

조가 존재하고, 이러한 비-재구조화 구조에서 외현적으로 실현되는 명사구의 격에 

따라서 변이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3.4.2. 비-재구조화 구조와 ‘도록’ 절의 시제상의 특징 

‘도록’ 통제 구문 중 비-재구조화 구조의 ‘도록’ 절은 몇 가지 특이한 모습을 보

인다. 우선 많이 알려져 있듯이, ‘도록’ 절에는 독립적인 시제가 나타나지 못한다. 

 *철수는 영희에게/가 집에 가-ㄴ/았/겠-도록 명령했다/설득했다 [DAT/NOM] 

  /요청했다. 

 하지만 ‘도록’ 절의 사건은 언제나 주절의 사건보다 후행해야만 한다는 제약을 

가진다(Park 2011 등). 

 어제, 철수는 영희에게 3일 전에 집에-가도록 설득했다/명령했다 [DAT/NOM] 

 /제안했다/요구했다/요청했다. 

 그리고 [ACC1]과 다르게 ‘도록’ 절의 사건은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 하더라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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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시점보다 미래의 시점만을 나타내는 ‘내일’과 연결될 수 있었다. 

 a.#일주일 전에, 철수가 영희를 내일 집에 가-도록 명령했다  [ACC1] 

   /요청했다. 

  b. 일주일 전에, 철수가 영희에게 내일 집에 가-도록 명령했다 [DAT/NOM] 

   /제안했다/요구했다/요청했다. 

  c. 일주일 전에, 철수가 영희를 내일 집에 가-도록 설득했다.  [ACC2]. 

 특히 (128a)와 관련해서 3.3.3.2절에서는 [ACC1]의 경우는 단문으로 모든 사건이 

주절의 과거 시제에 의거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도록’ 보어의 사건이 주절의 시제

가 과거인 경우 절대 발화 시점보다 미래의 해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으로 위의 

제약을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128b)의 경우는 ‘도록’ 절에 주절의 과거 시제와 다

른 독립적인 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 하더라도 ‘내일’과 연

결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따르면 (128c)는 

[ACC1]과 동일한 어순을 가지고 있지만 [ACC2]인 비-재구조화 구조라고 설명될 

수 있다. 특히 3.3.3.1절에서 논의한 [ACC2]의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기저 구조

에서는 [ACC1]과 동일한 어순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비-필수 통제 구문이 독립적인 시제가 있다고 가정하면 왜 [ACC1]과 다

른 시제상의 모습을 보이는지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시제적

인 특징을 동시에 설명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독립적인 시제가 나

오지 못하면서 언제나 주절보다 후행해야 하는 시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시제로 Giannakidou (2009)는 그리스어의 접속법 

내포절을 분석하면서, ‘소망/의도’ 동사에 의해 선택된 접속법 내포절의 경우는 특

별한 시제상의 특성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일반적인 

시제에 대한 개념(Kratzer 1998, Giannakidou 2009, Wurmbrand 2013 등)을 간략히 살

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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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주절의 시제는 문장의 발화 시점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종의 지시 

시간 구간(reference time interval)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즉, 간단하게 말해서 과

거는 발화 시점보다 이전의 시간 구간을 의미하고, 미래는 발화 시점보다 이후의 

시간 구간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상(aspect)의 경우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시 시간 구간과 실제 사건간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을 따르면 완료상의 경우는 시제가 제공하는 지시 시간 구간 안에 

완료상이 제공하는 시간 구간이 포함되는 것으로, 비-완료상은 시상이 제공하는 

시간 구간의 끝점이 시제가 제공하는 지시 시간 구간의 끝점보다 더 후행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동사가 지칭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구간이 시

제와 상을 통해 결정된 시간 구간 안에 적절하게 배치되면 참이 되고, 아니면 거

짓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간단히 예를 들어 보면 주절의 시제가 과거

이고 완료상을 가진다면, 시제가 제공하는 지시 시간 구간은 발화 시점보다 이전

의 구간이 될 것이고, 완료상이 제공하는 시간 구간은 시제가 제공하는 지시 시간 

구간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때 술어가 지칭하는 사건이 완료상이 

제공하는 시간 구간 안에서 실행되고 끝마쳐지면 시제상으로는 정문으로 판단되

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내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

제가 지칭하는 지시 시간 구간과 연결이 된다면, 이를 기준 시점으로 해서 상대적

인 지시 시간 구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본 가정 하에서 Giannakidou (2009)는 접속법 내포절이 ‘소망/의도’의 

의미를 가진 동사 등 비-사실성(non-veridical; Giannakidou 2009 등)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들과 같이 나오는 경우에 접속법과 관련된 표지인 ‘na’가 나타난다고 주

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표지 ‘na’가 인허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과거

(non-past)’의 시제가 인허된다고 주장하였다. 

 비-과거 시제의 의미 (Giannakidou 2009,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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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비-과거 시제의 의미는 이 시제가 지칭하는 시간 구간의 시작 시점은 일

종의 변항으로 다른 기준 시점과 공지시해야 하지만 이때 시간 구간의 끝점은 무

한히 열려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Giannakidou (2009)는 비-과거 시제의 시작점은 

일종의 ‘결핍된 시제 변항’을 가지고 있어서 비-사실성 환경에서만 결속을 통해 

인허될 수 있지, 직설법 시제나, 발화 시점과는 연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

다.78  

 a. Na   to pis.         b. * To pis 

    SUBJ  it.say.PNP.2sg 

    ‘you may say it.’ 

 위의 예문은 동사가 특별한 형태인 PNP(perfective non-past)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 접속법과 관련된 표지인 ‘na’가 실현되어야 PNP형의 동사가 사용 가능하다

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Giannakidou (2009)는 

PNP 형태로 나오는 동사는 비-과거 시제를 가져야 하고, 이때 비 과거 시제의 시

작점은 일종의 ‘결핍된 시제 변항’이라서 비-사실성 환경에서만 인허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때 Giannakidou가 이야기 하는 비-사실성은 문장의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가 예쁘다고 믿었다’와 같은 경우에

서는 철수의 믿음이 참이라면 영희가 예쁜지 아닌지에 대해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철수가 영희에게 집에 가라고 명령했다’와 같은 문장에서는 실

제 영희가 집에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참/거짓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다

(Giannakidou 2009, Anand & Hacquard 2013 등).  

 이를 이용해 (130a)와 (130b)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130a)에서만 ‘na’를 통

해서 결핍된 시간 변항을 인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129)는 어떻게 (130a)가 일종의 미래의 시제와 연결되어서 ‘의향법’, 즉 비-사실성 

환경과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78 Giannakidou (2009)는 부정 극어와 유사하게 특정 환경에서만 결핍된 시간 변항이 인허되

어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더 자세한 내용은 Giannakidou (2009)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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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해서 Giannakidou (2009)는 ‘도록’ 통제 구문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동사들

을 포함한 ‘소망/의도’ 동사들의 내포절은 모두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닌 접속법 내포절이므로(Giannakidou 2009, Anand & Hacquard 2013 등), 내포절에 

비-과거 시제를 인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Ithela    na    kerdisi     o Janis. 

  want.PP.1sg  SUBJ  win.PNP.3sg  the John 

  ‘I wanted John to win.’ 

 그리고 이 경우 접속법 내포절의 시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비과거-시제가 접속법 내포절 안에 나타나는 경우 제공하는 시간 구간의 시

작점은 접속법 내포절의 시제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접속법 내포절의 

시제는 일반적으로 주절의 시제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인 기준 시점을 가지게 

된다(Bianchi 2001, 2003). 그렇다면 이때 접속법 내포절에서 제공되는 시간 구간은 

시작점은 주절의 시제에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이때 비-과거 시제가 제공하는 시

간 구간의 끝은 (129)에서 볼 수 있듯이 무한대로 열려있게 되는데 Giannakidou 

(2009)는 이때의 열려있는 시간 구간의 끝점은 주절의 시제와 상관 없이 주절의 

발화 시점 이후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접속법 내포

절이 지칭하는 사건은 비-과거 시제가 제공하는 시간 구간 내에 위치하기만 하면 

되므로 주절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일어나기만 하면 모든 시제상의 조건을 만

족시키게 된다. 즉,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 하더라도, 비과거 완료상은 주절의 발화 

시점 이후의 시점을 포함하게 되므로, 접속법 내포절의 사건은 주절의 발화 시점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Giannakidou (2009)가 논의한 그리스어의 접속법 내포절의 성격은 비-재구조화 구

 주절 시제(과거) 

발화 시점 (현재) 비- 과거 시제의 시간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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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도록’ 절의 시제상의 특징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 주절의 시점보다 언제나 

후행해야 하며, 이때 연결된 사건이 주절이 과거라 하더라도 주절의 발화 시점보

다 후행해서 실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서로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

-사실성과 관련된 동사에 의해서 선택되는 ‘도록’ 통제 구문의 변이형인 경우는 

눈에 보이는 시제나 시상 표지는 없지만 그리스어와 유사하게 특별한 시제가 선

택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비-재구조화 구조에서 나타나는 ‘도록’ 

절의 특징을 모두 설명해 줄 수 있다. 우선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왜 ‘도록’ 절

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 하더라도 ‘도록’ 절의 시제가 발화 시점보다 후

행하는 미래 시제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Giannakidou의 주장처럼 

‘소망’ 동사와 연결된 ‘도록’ 절에서 비-과거 시제가 인허되어야만 한다면 왜 다른 

독립적인 시제가 나타날 수 없는지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독립적인 시제는 인허되지 못하지만 다음과 같이 ‘도록’ 절 내부에 진행상

과 미완료상은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비-과거 시제의 존재를 지지해 준다. 

 a. (?)철수는 영희가 밥을 먹-고 있-도록 설득했다/명령했다.  [NOM] 

  b. (?) 철수는 영희가 집에 가-있-도록 설득했다/명령했다.   [NOM] 

 (133)의 경우 ‘도록’ 절에서 사건의 진행상이나 미완료상 모두 주절의 시점 이후

에서 시작해서 발화 시점 이후까지 확장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모두 

비-과거 시제의 특성과 어울리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타당하다면 소망 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접속법 시제절에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시제의 특징으로 3.2절에서 논의한 Park (2011)의 ‘미래화 시제’

와 같은 특별한 시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ACC1]이 가지는 

시제상의 제약도 어휘적 재구조화를 통한 단문 구조로 설명할 수 있으므로 이 논

문이 가정한 방식은 ‘도록’ 통제 구문이 보이는 시제상의 특징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접속법 내포절에 기반한 설명은 또 다른 장점이 있다. 다양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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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접속법 내포절의 경우 주격 논항을 부여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Bianchi 2001, 2003, Landau 2004, Lee 2009, Amritavalli 2014 등), 통제 구문의 비-재구

조화 구조에서 어떻게 ‘도록’ 절의 주어가 주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3.4.3. [ACC1] 선호와 어휘적 재구조화: 필수 통제 구문선호  

 원리에 기반하여 

 지금까지 ‘도록’ 통제 구문의 변이형 중 비-필수 통제 구문의 다양한 속성에 대

해서 논의해 보았다. 하지만 [ACC2]에 대해서 논의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 이 

논문은 [ACC1]에서 나타나는 시제상의 제약을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의 단문성으

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설득하다’가 통제 동사로 사용된 경우에 [ACC1]의 어순에

서 시제상의 제약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ACC1]과 [ACC2]가 동

일한 어순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시도하였다. 간략히 정리하면 ‘설

득하다’동사가 나타났을 때만 다음과 같이 외현상으로는 [ACC1]과 구분하기 어려

운 비-재구조화 구조인 [ACC2]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a. 철수가  [VP 영희를     집에 가]-도록 설득했다.  [ACC1] 

 b. 철수가   영희를 [CP pro  집에 가]-도록 설득했다.  [ACC2] 

 이러한 설명은 ‘설득하다’가 사용된 경우에 나타나는 시제상의 예외성에 대한 

해답을 주지만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a. 담임 선생님i-은 [영희j의 어머니]k-를 [ _k/*j/*arb 집에 가]-도록 설득했다.79 

  b. 담임 선생님i-은 [영희j의 어머니]k-를 [그녀k/j/arb/영희-가 집에 가]-도록  

   설득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설득하다’ 동사가 통제 동사로 사용되었을 때 (135a)와 같

                                                        
79 [ACC1]의 구조에는 영주어가 없지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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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주어가 사용된 문장은 필수 통제 구문으로서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영희의 

어머니가 영희가 집에 가는 사건에 대해서 완전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

라도, 이때 (135a)는 (135b)와 다르게 집에 가는 사건의 주체가 영희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135a)의 어순에서는 이 구문이 필수 통제 구문, 즉 [ACC1]의 

구조로만 해석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135b)의 경우는 ‘도록’ 

절에 독립적인 주어가 있으므로 [ACC2]라는 것이 드러나고, 이 경우는 비-필수 통

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문제를 일으킨다. (134)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만약 

(135)와 같은 문장이 사용되었을 때 [ACC1]와 [ACC2] 구조가 모두 가능하다면 

(135)도 (136)과 같이 비-필수 통제 구문 해석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a. 담임 선생님i-은 [영희j의 어머니]k-에게 [ _k/j/l 집에 가]-도록   [DAT] 

   설득했다.  

  b. 철수i가 [ _k/j/l 집에 가]-도록 [영희j의 어머니]k-를 설득했다.   [ACC2]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재구조화 구조가 강제되는 경우에는 강한 문맥상의 제

약이 있으면 ‘도록’ 절의 영주어의 해석이 조금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한국어 화자들은 (136)의 경우와 다르게 (135a)에서는 비-필수 통제 구문으로서의 

해석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문제는 Polinsky et al. (2007)처럼 [ACC2]와 [ACC1]이 아예 다른 어순을 

가지고 기저 생성한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논문에 대한 

반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3.1절에서 논의한 것처럼 Polinsky et al. (2007)처

럼 [ACC2]를 ‘도록’ 절이 통제 동사의 지정어의 위치에서 기저 생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어휘적 재구조화에 기반한 설명에서 동일한 

어순에서 (134a)가 (134b)를 제치고 선택되어 필수 통제 구문으로만 해석되는 이유

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Hornstein (2006)의 이론에서 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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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반적으로 완전히 외현상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필수 통제 구문이 비-필

수 통제 구문보다 더 선호된다고 주장하려고 한다. 우선 이에 앞서 Hornstein (2006)

의 주장을 살펴보자.  

 Hornstein (2006)은 ‘이동 기반 통제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통사 구조’를 참조

할 수 있는 일종의 구문분석 선호 법칙(parsing preference)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주장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이동 기반 통제 이론은 앞에서 간략

히 살펴본 것과 같이 필수 통제 구문을 통제어가 내포절에서 상위절로 ‘이동’을 

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내포절이 일종의 ‘한정절’

이라 할지라도 그 절 경계를 넘어가는 논항 이동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의미역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통제 구문에서는 통제어로 기능하는 논항이 상위절

의 의미역 자질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것으로 보았다(Boeckx et al. 2010 등).  

 이러한 설명은 ‘이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통사 현상으로 ‘통제 구문’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필수 통제 구문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Hornstein (1999, 2006)은 통제어의 이동

이 일어나지 않은 구조, 즉 통제어 논항에 대응되는 논항은 상위절에서 기저 생성

되고 하위절에는 pro가 삽입되는 구조를 비-필수 통제 구문이라고 가정하였다.  

 a. 필수 통제 구문  :  DP2  DP1(Θ1,Θ2)-Acc  [CP DP1(Θ1)-Nom  V1]  V2 

                                         

  b. 비-필수 통제 구문:  DP2  DP1(Θ2)-Acc    [CP pro(Θ1)      V1]  V2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한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전술하였듯이 이동 기반 통제 

이론을 이용한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논항 이동이 일어날 수 없는 

환경, 예를 들어 절 경계가 존재하는 환경에서도 논항 이동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와 동일한 구조에서 pro가 내포절에 삽입된 비-필수 통제 구문이 형성될 수 있다

고 보고 있으므로, 이는 통사적으로 허용 가능한 두 구조가 모두 모두 동시에 형

성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필수 통제 구문으로 나타나는 문장은 (137)에서 

A-Chain 



3. 한국어 완전 통제 구문  179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비-필수 통제 구문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중의성은 필수 통제 구문

이 형성되어도 언제나 동일하게 실현되는 비-필수 통제 구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수 통제 해석만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Hornstein (2006)은 구문분석이 이루어질 때 ‘구

조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고 참조하여 문장을 분석해야 하고 구문분석 자체가 

가지는 원리를 따라 선호되는 구조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구조적인 특성

에 기반한 ‘구문분석의 선호성 원리’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앞

에서 언급된 필수/비필수 통제 구문의 문제를 다음과 같이 풀 수 있다고 보았다. 

 Hornstein (2006)은 일반적으로 구문분석은 좌에서 우로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는 

(137a)나 (137b)와 같은 구문에서는 우선 DP1을 구문분석에서 인식한 상황에서 동

일한 지시체를 가지는 일종의 내현적 요소(gap)를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Hornstein은 이미 인식된 논항과 동일한 지시체를 가지는 내현적 요소를 

이동의 흔적으로 분석한 구조가 pro가 삽입되어 있다고 보는 구조보다 구문분석 

상 선호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137)과 같이 필수 통제 구문으로 해석

될 수 있는 문장이 나타나면 이를 필수 통제 구문으로 구문분석하는 것이 더 선

호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구조의 특징과 관련된 구문분석의 선호 원리를 따라

서 가능한 정문들 중에 하나의 가장 선호되는 구조로 구문분석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137)의 두 구조 중 선택되지 않는 구조가 비-문법적

이라는 것은 아니다. 두 구문 다 통사적으로는 정문이지만 단지 더 구문분석 상 

선호되는 구조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a. Johni believes that [proi washing himselfi] would delight Maryj. 

  b. Johni believes that [ tj  washing herselfj] would delight Maryj. 

                 (Hornstein 2006, (15), (16)) 

 특히 Hornstein는 이러한 구문분석의 원리가 단순히 ‘선호(preference)’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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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는 것을 (138)의 대조를 통해서 보여 주었다 (138)의 두 문장은 동명사 내부

에 일종의 영주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때 Hornstein식의 이동 기반 통제 이론

을 따르면 동명사구의 영주어는 (138a)처럼 pro일 수도 있고, 또 (138b)처럼 측면 

이동(sideward movement; Nunes 2004)을 통한 논항 사슬의 꼬리일 수도 있다. 그리고 

Hornstein은 이렇게 동명사의 주어가 두 종류가 다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다음과 

같이 구문분석의 선호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선 (138a)의 구조에서 동명사구의 주어가 pro라면 이 pro는 ‘John’과 공지시될 

수 있고, 이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되는 구문분석의 진행 과정상 내현적 요소

를 만나자마자 그 논항이 지시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그러나 이때는 이동이 대명사 삽입보다 더 선호된다는 원리가 어겨지게 

된다. 그리고 만약 이동이 선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따른다면 이때 동명사의 주

어는 측면이동을 할 수 있는 ‘Mary’여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는 이동이 선호된다

는 원리는 지킬 수 있지만 구문분석 과정에서 내현적 요소가 지칭하는 개체가 무

엇인지에 대한 판단하게 되는 시점은 (138a)에 비해서 느려지게 된다. Hornstein 

(2006)은 이러한 내현적 요소의 해석과 관련된 두 원칙이 모두 구문분석에서 요구

되는 선호 원리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138a)와 (138b)는 이 

두 가지 원리가 서로 상충되는 구조로 볼 수 있고, 이때 상충하는 두 원리가 모두 

선호 원리일 뿐이라면 두 구조 중 어느 쪽이 선택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하나를 

지키고 하나를 어기게 될 것이므로 두 구조 모두 구문분석 과정에서 선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렇게 선호 원리에 기반한 방식은 (138)처럼 외현적으로 동일한 두 구문이 

서로 다른 영주어를 가짐으로써 나타나는 중의적 해석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타당하다면 이동이 존재하는 구조가 pro가 삽입된 구조에 

비해서 단지 선호되는 것이라면, 만약 ‘이동’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보

여주는 어떤 ‘단서’가 존재할 경우, 그때는 비-필수 통제 구문으로서의 구조가 선

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Hornste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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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이동 기반 통제 이론’에 기반한 설명은 Monahan (2003), Polinsky et al. 

(2007), Park (2011)의 경우에서 살펴보았듯이 왜 ‘도록’ 통제 구문은 다양한 변이형

을 가져야 하고 이중 [ACC1]만이 완전 통제 구문이라는 점을 설명해 주지 못한다

는 점에서 ‘도록’ 통제 구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는 않다. 하지만 이렇게 ‘구

조’에 기반한 ‘구문분석 원리’가 존재한다는 점은 충분히 동의할 만 하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Hornstein (2006)의 논의를 따라 다양한 정문의 구조로 분

석될 수 있는 문장을 접하게 되었을 때 통사 구조의 특징을 참고해서 더 선호되

는 구조를 선택하는 ‘구문분석 선호 원리’가 존재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때 재구

조화된 구조가 비-재구조화된 구조보다 더 선호된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러한 가

정은 전자가 단문으로서 덜 복잡한 구조라는 직관을 따른 것으로, 만약 구문분석

이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루어진다면 아예 내현적 요소가 없는 구조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원칙에 기반한 것이다.80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이론적으로 어휘적 재구

조화 구조와 비-재구조화 구조로 모두 구문분석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ACC1]이 

[ACC2]을 제치고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리는 단지 ‘선호 원리’일 뿐이므로 Hornstein (2006)의 설명처럼 

더 복잡한 구조가 선택되어야 하는 ‘단서(cue)’가 존재한다면 어겨질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즉, [ACC1]이 불가능하고, [ACC2]만 가능하다는 단서가 있다면 이러

한 선호 원리가 어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선호 원리’에 기반한 

                                                        
80 사실 이러한 구조는 내포절이 vP와 CP라는 차이가 있으므로 완전히 동일한 구조에서 이

동의 여부 만을 따지는 Hornstein (2006)의 입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입장

에서 왜 재구조화 구조가 비-재구조화 구조보다 선호되는지에 대해 다른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논문은 이를 Grano (2012)가 주장한 재구조화 구문의 경제성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Grano (2012)는 ‘기능적 재구조화’를 설명하면서 재구조화는 일반 어휘 동

사가 대응하는 의미를 가진 기능핵에 삽입되는 경우, 적절한 해석이 나타날 수 있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이러한 해석이 더 경제적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3.3절에서 제시

된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입장과 양립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때 구문

분석의 선호도 원리를 원리를 결론적으로 더 경제적인 구조를 선택하게 된다고 재정의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는 왜 [ACC1]이 [ACC2]보다 일반적으로 더 선호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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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을 따르면 다음의 여러 현상들의 특징을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DAT]와 ‘도록’ 절의 외부 논항 

  a. 철수i-는 부모들j-에게 [각자j-의 아이-가 숙제를 하]-도록 설득했다. [DAT] 

                       (Cormack & Smith 2004) 

  b. 존i-은 빌j-에게 [그j-와 메리-가 함께 떠나]-도록 설득했다.     [DAT] 

           (Kim 1995, Gamerschlag 2007에서 재인용) 

 위의 예문은 3.1.1절에서 살펴본 예문으로 [DAT]의 경우에는 ‘도록’절에 외현적

인 외부 논항이 인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러한 구문은 이 논문에서 제

시한 비-재구조화 구조로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논문이 제시한 구조는 이러한 예문은 [ACC2]에서도 가능하다고 예측하게 되는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사실로 보인다. 

 [ACC2]에서의 ‘도록’ 절의 외부 논항 

  a. 철수i-는 부모들j-을 [각자j-의 아이-가 숙제를 하]-도록 설득했다. [ACC2] 

 b. 존i-은 빌j-을 [그j-와 메리-가 함께 떠나]-도록 설득했다.     [ACC2] 

 위의 문장들은 문법성에 있어서 [DAT]와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

러한 문장은 일견 [ACC1]이 비-필수 통제 구문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위와 같은 문장은 [ACC1] 구조에서 형성될 수 없으므로 [ACC2]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ACC1]의 구조에서는 LRI-

동사가 내부 논항을 가질 수 없으므로 (141)에서 보이듯이 두 개의 논항이 동시에 

실현될 수 없다.  

 a. *철수i-는 부모들j-을 [각자j-의 아이-가 숙제를 하]-도록 명령했다. [ACC1] 

  b. *존i-은 빌j-을 [그j-와 메리-가 함께 떠나]-도록 명령했다.     [ACC1] 

  ‘명령하다’ 동사가 사용된 [ACC1]을 어느 정도 문법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비교해서 보면 (141)과 같은 구문은 아주 강하게 비문으로 판단되고, 특히 

(140)과는 아주 큰 문법성의 차이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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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140)은 [ACC1]의 구문이 정문으로 형성될 수 없기 때문에 구문분석 

선호 원리는 작용될 수 없으므로 (140)의 문장은 모두 [ACC2]로 분석된다고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또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도록’ 절과 대격을 받은 내부 논항과의 

어순이 바뀌는 구조는 [ACC2]의 구조에서만 가능하므로 비-필수 통제 구문만 가

능하다는 것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ACC1]에서 정문이 될 수 없다는 단서가 있을 때 [ACC2]로 분석이 가

능하다면 ‘도록’ 통제 구문에서 ‘내일’도 이러한 단서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언급하였듯이, ‘도록’ 통제 구문에서 주절의 시제가 과거일 때 ‘내일’이 해석

되기 위해서는 비-재구조화 된 구조가 필요하므로 ‘내일’이 해석되기 위해서는 

[ACC2]가 [ACC1]을 제치고 선택되어야 한다는 것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이면 3.1.2절에서 살펴본 ‘자기’의 결속 문제도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들’= {철수, 영희, 수지} 

  a. [그들 모두]i-가 나j-를 자기i-에게 투표하-도록 설득했다.   (배분 해석) 

  b. ??[그들 모두]i-가 나j-를 내일 자기i-에게 투표하-도록 설득했다. 

 우선 (142a)의 경우는 구문분석 상으로는 [ACC1]과 [ACC2]가 모두 가능하다. 그

리고 이때는 선호 원리에 의해서 [ACC1]이 선택되어서 필수 통제 구문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그러나 ‘내일’이 사용되는 (142b)의 경우에는 주절의 시제가 과거라

면 ‘내일’의 해석을 위해서 적절한 해석이 되기 위해서 [ACC2]의 구조가 선택되

어야 하고 이때의 구조는 ‘단문성’이 사라진 복문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설명은 2.1.2.3절에서 살펴본 예문 중 (143a)에서 일종의 유사 

부분 통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준다. 

 a. ??선생님i-은 영희j-를 [ _j
+  6시에 학교에 모이]-도록 설득했다. 

  b. ??선생님i-은 영희j-를 [ _j
+  6시에 학교에 모이]-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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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a)의 경우 문맥이 확실하면 이러한 문맥에 근거하여 (143a)를 [ACC2]로 구

문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제보자도 존재하기는 한다. 그렇다면 이는 문맥의 영향을 받아서 구문

분석의 선호 원리를 보다 쉽게 어기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하

지만 단순히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구문분석 선호 원리가 어겨진다고 보

기는 어려울 것이고, 매우 특이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맥에 의

존한 의미차이를 가지고 발생하는 현상만으로 동일한 구조가 모두 정문이 되는 

경우에는 [ACC1], 즉 필수 통제 구문으로의 구문분석이 선호된다는 것과 크게 상

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81 

 또 문장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143b)와 같은 경우 ‘명령하다’에서 [ACC1]이 잘 

형성된다고 느끼는 사람도 완전하게 비문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ACC1]을 완전 통제 구문으로 보는 이 논문의 입장을 계속 지지해 준다고 할 수 

있다.

                                                        
81 만약 이렇게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단서 없이 단순히 문맥에 따른 의미만으로 선호 원리

가 어겨질 수 있다면 Hornstein (2006)의 주장 자체가 약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

한 예는 극히 드물게 나타나므로 이러한 문제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 한국어 부분 통제 구문:  

‘의향절’ 통제 구문을 중심으로 

 4장은 한국어의 ‘의향절’ 통제 구문을 중심으로 부분 통제 구문에 대해서 논의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의향절’ 통제 구문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일종의 직시 

전환(indexical shift) 구문으로 설명하려 한 연구들의 장단점에 대해 논의하겠다. 그

리고 이들의 문제점이 ‘의향절’ 통제 구문을 ‘부분 통제 구문’으로 보지 않고 특별

한 구문으로 보려고 한 점에 있다는 것을 지적한 후, ‘의향절’ 통제 구문을 ‘부분 

통제 환경(partial control context)’의 입장에서 파악해야 그 특징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음을 보일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 de se/te 유형의 선택과 통제어 선택, 부분 

통제 해석의 동인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부

분 통제 구문의 특징이 영주어가 PRO라는 사실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고, 

PRO가 지니는 특성과 부분 통제 구문 환경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본다. 

4.1. 한국어 ‘의향절’ 통제 구문의 특성 

 1장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한국어는 ‘의향문’이 통제 보어로 나타날 수 있다

(양동휘 1984, Yang 1985, Pak et al. 2007, Madigan 2008a, b, Lee 2009, Park 2011, Lee 

2012 등).  

 a. ?철수는 영희에게 집에 가-마-고 말했다.  

b.  철수는 영희에게  집에 가-라-고 말했다. 

c.  철수-는 영희-에게  집에 가-자-고 말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로서 주절의 ‘말하다’ 동사의 의미가 일종의 

‘의미 전이’을 겪게 된다는 것이 있다. (1)을 보면 주절의 동사가 모두 ‘말하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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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어 있지만 내포절의 어미의 특성에 따라서 ‘약속/명령/청유’의 의미에 대응

해서 그 의미가 전이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1a)의 ‘말하다’는 ‘약속하다’의 의미

로, (1b)는 ‘명령하다’의 의미로 마지막으로 (1c)는 ‘제안하다’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1 이러한 특징은 내포절에 나온 ‘의향문’이 단순히 형태적으로만 유사한 속

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의향문’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 

 a. 철수i-는 영희j-에게 [ _j 집에 가-라]-고 말했다/명령했다/타일렀다/요구했다 

  /충고했다/권고했다/*약속했다. 

b. 철수i-는 영희j-에게 [ _i+j 집에 가-자]-고 말했다/설득했다/제안했다/요청했다 

  /권고했다/부탁했다/*약속했다/(?)명령했다 

 특히 (2)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절에서 내포절에 나오는 의향문의 의미와 어울

리지 않는 동사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것은 이때의 내포 의향절이 단순히 형태

적으로 유사한 어미를 가진 구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내포 의향절의 또 다른 특징은 내포 의향절의 어미에 따라서 내포절의 주어가 

공지시되는 대상이 결정된다는 것이다(Pak et al. 2007, Madigan 2008a, b, Lee 2009, 

Park 2011, Lee 2012 등).  

 a. 철수i-는 영희j-에게 [ _j/*i/*k 집에 가-라]-고 말했다. 

b. 철수i-는 영희j-에게 [ _i+j/*i/*j/*k 집에 가-자]-고 말했다. 

 (3)에서 보이듯이 내포절의 주어는 ‘명령’을 나타내는 ‘-라’가 나오면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인 ‘영희’여야 하고, ‘청유’를 나타내는 ‘-자’가 나오면 ‘화자’와 ‘청자’ 

                                                        
1 권재일 (2012)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듯이 약속문은 명령/청유문과 다르게 내포절에 사용

되면 수용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논문은 내포절에 ‘-마’가 사용된 구문에 대

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왜 약속문에 이러한 제약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4.5.1절에서 

간략하게 다룰 것이다. 또 약속문에 대응되는 구문으로 의도의 의미를 가지는 양상소 ‘-

겠-’이 사용된 ‘의도’ 통제 구문을 다룰 것이다. 이러한 구문에 어떻게 ‘의향절’ 통제 구문

과 동일한 속성을 보이는지는 4.3.4절에서 간략하게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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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와 공지시되어야 한다. 또한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 약속문의 경우도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철수i-는 영희j-에게 [ _i/*j/*k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 

 (4)의 내포절은 약속문에 대응하는 문장으로 연구되어 왔는데(권재일 2012), 이 

경우 내포절의 영주어가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와만 공지시될 수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리고 (3)이나 (4)에서 보이듯이 내포절의 주어가 주절의 논항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해지고 자의적인 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들 구문이 

필수 통제 구문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Madigan 2008a, b, Lee 2009, Park 2011 등). 

이 논문은 이러한 특징을 따라서 (3)을 ‘의향절’ 통제 구문으로, (4)를 ‘의도’ 통제 

구문이라고 지칭하기로 한다.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들 구문에서 부분 통제 해석(partial control reading)이 가

능하다는 점은 이런 구문 필수 통제 구문으로 보는 것을 지지해 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Madigan 2008b, Lee 2009, Park 2011 등). 

 a. 철수i-는 영희j-에게 [ _j
+ 오후에 모이-라]-고 말했다/명령했다/타일렀다 

  /요구했다/충고했다/권고했다. 

b. 철수i-는 영희j-에게 [ _i+j
+ 오후에 모이-자]-고 말했다/설득했다 

  /제안했다/요청했다/권고했다/부탁했다. 

c. 철수i-는 영희j-에게 [ _i
+ 오후에 모이-겠-다]-고 말했다/약속했다. 

 위의 예문들은 모두 주절에 단수 논항들만 사용되었고, 내포절의 영주어는 모두 

이 단수 논항을 통제어로 가져야 한다. 그러나 복수의 논항과만 사용될 수 있는 

동사인 ‘모이다’가 내포절의 동사로 사용되었을 때 이 문장은 정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5b)는 일종의 분열 통제 구문으로 영주어 자체가 복수이지만, ‘철수’와 ‘영희’

를 포함한 집단으로 영주어가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분 통제 해석이 가능하

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주절의 동사가 Landau (2000, 2004, 2008)가 

가정했던 ‘부분 통제 술어’의 성격을 모두 만족시킨다는 것도 (5)를 부분 통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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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보는 입장을 지지한다. (5)의 예시들에서 사용된 동사들은 모두 지시/소망

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동사들이며, 이러한 동사들은 Landau의 분류를 따르면 부

분 통제 술어에 속한다.2 또 (5)의 경우 내포절의 사건이 주절의 사건보다 후행해

야 한다는 점에서도 Landau가 주장한 부분 통제 구문의 특성과 잘 어울린다. 

 이러한 특징에 더해서 내포절에 ‘의향문’이 나오는 구문이 필수 통제 구문이라

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현상이 있다. 내포 의향절이 나타나는 경우 내포절의 영주

어는 언제나 필수적으로 de se/te 해석을 가져야 한다고 다양한 연구에서 지적해 

왔다(Madigan 2008a, b, Lee 2009, Park 2011 등). 다음은 Madigan (2008a)에서 내포절

에 청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의향법 어미 ‘-자’가 나온 경우 내포절의 영주어에 de 

se 해석이 강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사용한 예문이다.3 

 문맥: 현재 기억상실증에 걸린 빌은 친구인 메리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

었는데, 그때 현재 진행중인 메리와 관련된 법정 공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

고 있었다. 빌이 텔레비전의 내용을 보니, 이 법정 공판에 관련된 메리를 포

함한 두 사람이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 같았다. 갑자기 그는 그 둘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저 남자가 위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의 생각을 메

리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지만 그 법정 공판에 관련된 피고

인은 바로 자신과 메리였다. 

*빌i-은 메리j-에게 [ _i+j 위증하-자]-고 말했다. (Madigan 2008a, (17)) 

                                                        
2  Barrie & Pittman (2004)는 다음의 예시에서 보이듯이 영어에서 ‘persuade’와 다르게 ‘or-

der/suggest/permit’와 같은 동사는 부분 통제 구문을 이룰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i) Mary persuaded John to see The Magic Flute together. (Barrie & Pittman 2004, (17)) 

 (ii) *Mary ordered/permitted/required John to go to the opera together. (Barrie & Pittman 2004, (19)) 

그리고 이러한 관찰을 통해서 Barrie & Pittman은 (ii)와 관련된 동사와 나오는 구문은 필수 

통제 구문이 아니라 ECM구문의 일종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한국어에서는 확실히 이 

동사들은 ‘부분 통제 해석’이 가능한 통제 보어와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반례는 적용

되지 않을 것이다. 
3  이전의 논의들에서는 de se와 관련된 부분만 확인하고, 나머지 유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지만 de se의 해석이 내포절의 영주어에 강제된다는 것으로도 ‘의향절’ 통제 구문의 특

성은 확인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de se/te의 다른 유형(de te, de se+te)에 대해서는 4.3.3

절과 4.3.4절에서 더 자세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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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의 예문이 보여주는 것은 주절의 발화 동사인 ‘말하다’가 야기한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인 ‘빌’이 자신이 내포절의 주어와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비문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바로 de se해석이다

(Chierchia 1989, von Stechow 2002, Schlenker 2003, Percus & Sauerland 2003, Anand 2006, 

Sharvit 2011, Pearson 2013 등). 간략히 풀어 말하자면,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가 어

떤 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이 그와 동일한 지시체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시체가 

자기 자신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해석을 de se 해석이라고 부른다. 이와 유사

하게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가 어떤 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이 그 대화 문맥의 ‘청

자’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de te 해석이라고 부른다(Anand 2006, Sharvit 2011, Pear-

son 2013 등). 그리고 필수 통제 구문에서 내포절의 영주어는 필수적으로 de se/te 

해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Chierchia 1989, Landau 2000, 2013, Schlenker 

2003, Anand 2006, Stephenson 2007, Pearson 2013 등). 그렇다면 내포절에 사용된 ‘의

향문’의 영주어가 필수적인 de se 해석을 가진다는 것은 이 구문이 필수 통제 구문

임을 뒷받하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Madigan 2008a, b, Lee 2009, Park 2011 

등). 

 이와 더불어서 내포 지시의향 절이 나오는 구문들은 Landau (2000)에서 필수 통

제 구문을 판단하기 위해 제시한 기준들을 모두 모두 만족시킨다(Madigan 2008a, b, 

Park 2011). 이 기준들 중 영주어에 자의적인 해석이 허용되지 않고 de se/te 해석이 

강제된다는 기즌은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이 논문은 나머지 기준들에 대해서 

Madigan (2008a, b)과 Park (2011)에서 정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우선 Landau (2000)는 필수 통제 구문에서 내포절의 영주어를 직접적으로 성분

통어할 수 있는 논항만이 통제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예에서 볼 수 있

듯이 ‘의향절’ 통제 구문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킨다. 

 . 철수i-는 영희j-의 딸k-에게 [ _j/*i/*k 집에 가-라]-고 말했다. 

b. 철수i-의 아버지j-는 영희x-의 딸y-에게 [ _j+y/*i+y/*i+x/*j+x 집에 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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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주어를 직접 성분통어하지 못하는 ‘영희’나 ‘철수’

는 절대로 통제어로 기능할 수 없다. 이는 이러한 구문이 필수 통제 구문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Landau (2000)는 영주어를 포함한 내포절에 생략(ellipsis)이 일어나

는 경우 PRO는 엄 (strict) 해석을 가질 수 없고 비-엄 (sloppy) 해석만을 허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의 예시에서 보이듯이 내포 지시의향 절이 나오는 구

문은 이 기준도 만족시킨다.4 

 철수i-는 영희j에게 [_j 집에 가-라]-고 말했고, 빌x-은 메리y-에게 그랬다. 

(i) 철수i-는 영희j-에게 [ _j 집에 가-라]-고 말했고,  

  *빌x-은 메리y-에게 [ _j 집에 가-라]-고 말했다.  (엄  해석) 

(ii) 철수i-는 영희j-에게 [ _j 집에 가-라]-고 말했고,  

  빌x-은 메리y-에게 [ _y 집에 가-라]-고 말했다.  (비-엄  해석) 

 (8)에서 보이듯이 생략된 구문 안의 영주어는 절대로 ‘영희’를 지칭하지 못한다. 

 필수 통제 구문은 또한 장거리 통제(long-distance control) 해석을 허가하지 못하

는데(Landau 2000), 내포 지시의향 절의 영주어는 이러한 특징도 만족시킨다. 

 a 존i-은 메리j-에게 [빌x-이 수y-에게 [ _y/*i/*j/*x 떠나-라]-고 말했다]-고 말했다. 

b. 존i-은 메리j-에게 [빌x-이 수y-에게 [ _x+y/*i+j/*i+y/*x+j 떠나-자]-고 말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Landau (2000)의 기준을 따르면 내포 지시의향 절이 사용될 수 있는 구문

은 필수 통제 구문이며, 그 중에서도 부분 통제 구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Madigan 2008b, Kim 2009, Park 2011). 

이 논문은 이러한 특징이 ‘의향문’이 동일한 구문의 인칭 자질에 의한 변이형이

라 가정한 이론(Pak 2006, Pak et al. 2007, Zanuttini et al. 2012 등)을 통해서 모두 설명

                                                        
4 편의를 위해서 명령과 관련된 ‘-라-’가 나오는 구문만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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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우선 Pak et al. (2007)과 Park (2011)을 먼저 살펴보

고, 이러한 접근 방식이 의향문이 내포절로 나오는 ‘의향절’ 통제 구제 구문의 특

징을 설명할 때 지니는 장점을 알아보겠다. 하지만 Pak et al. (2007) 및 이를 바탕

으로 전개된 Park (2011)에 한국어 ‘의향절’ 통제 구문의 많은 특징을 적절하게 설

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Landau 

(2013)가 제시한 담화조응을 이용해 부분 통제 구문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을 알

아본다. 그리고 한국어의 ‘의향절’ 통제 구문이 이러한 부분 통제 구문 환경을 만

족시킨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설명이 ‘의향문’이 가지는 기본 성격

을 더 정확하게 포착하면서 한국어의 ‘의향절’ 통제 구문의 특징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다만 단순하게 담화조응을 가정하는 것만으로 ‘의향

절’ 통제 구문의 속성을 정확히 보일 수 없음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분 통제 구문 환경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 특히 ‘의향절’ 통제 구문

의 영주어가 PRO라는 입장에서 PRO의 성격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를 통해서 어

떤 환경에서 PRO가 인허될 수 있는지 밝힌 다음, 이를 통해서 부분 통제 환경에 

대한 설명을 시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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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기존의 연구와 그 문제점 

4.2.1. 직시 전환과 ‘의향절’ 통제 구문 

4.2.1.1. 지시의향 핵과 지시의향 문 

 한국어의 의향문은 모두 특별한 어미를 가지고 나타난다. 약속의 경우는 ‘-마’, 

명령의 경우는 ‘-라’, 그리고 청유의 경우는 ‘-자’로 실현된다. 하지만 Pak (2006)과 

그 후속 연구들은 이러한 어미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설명

하기 위해서 지시의향 문들이 모두 하나의 지시의향 핵(Jussive head)을 가진 동일

한 구문의 변이형이라고 주장했다. 5  그리고 이때 각 ‘어미’들의 실현은 지시의향 

핵이 가진 ‘인칭 자질’과 연관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a. proi  나i/*그i-의 친구를 데리고 오-마.    (약속) 

b. proi  너i/*그i-의 친구를 데리고 와-라.    (명령) 

c. proi  우리i/*그들i-의 친구를 데리고 오-자.  (청유)  (Zanuttini et al. 2012, (14)) 

 일반적으로 변항 결속(variable binding) 관계가 일어나는 경우 결속 변항(bound 

variable)은 선행사와 파이-자질(phi-feature)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어 왔다

(Chomsky 1982, 1986b, Pollard & Sag 1992, Heim 2008, Kratzer 2009, Collins & Postal 

2011 등).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10)의 결속 변항들은 모두 주어에 의해서 

결속되어야 하는데, 이때 결속 변항의 인칭자질이 모두 지시의향 어미에 따라 달

라진다. 이는 지시의향 핵의 어미가 주어의 인칭 자질을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준

다. 이러한 특징은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면 더 확실해진다. 

  

                                                        
5 지금부터 지시의향 핵(Jussive head)의 명칭을 따라서 관련 용어들을 ‘지시의향 절’, ‘지시

의향 문’으로 표시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의향절’ 통제 구문의 명칭만은 유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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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엄마i-가   나i/*그i-의 친구를 데리고 오-마.        (약속) 

b. 철수i-가  너i/*그i-의 친구를 데리고 와-라.        (명령) 

c. 엄마하고 철수i-가  우리i/*그들i-의 친구를 데리고 오-자.  (청유) 

                     (Zanuttini et al. 2012, (15)) 

 (11)은 (10)과 달리 일반적으로 3인칭을 가진다고 알려진 명사구가 주어로 나와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어에 의해서 결속된 결속 변항들의 인칭 자질은 (10)

과 동일하게 지시의향 어미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지시의향 문의 

주어의 ‘인칭 자질’이 각 지시의향 어미에 대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칭 일치에서 보이는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Pak (2006)은 각 지시의

향 문은 모두 동일한 지시의향 핵을 가진 구문이며 이때 지시의향 문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지시의향 핵이 본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칭 자질에 의해서 결정된

다고 보았다.  

 a. 지시의향 핵 [1st person feature] : 마 (약속) 

b. 지시의향 핵 [2nd person feature]: 라 (명령) 

c. 지시의향 핵 [1st person feature + 2nd person feature]: 자 (청유) 

 그리고 이러한 지시의향 핵의 인칭 자질은 일치작용(Agree; Chomsky 2001, Kratzer 

2009 등)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주어’로 전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Pak (2006)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왜 (10)과 (11)에서 주어에 의해서 결속되는 결속 변항들이 

지시의향 어미를 따라서 변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 약속: 주어-[인칭 [  ] ] ←Agree→ 지시의향 핵 마-[인칭 [1st ] ] 

     ⇒ 주어-[인칭 [1st] ], 지시의향 핵 마- [인칭 [1st] ] 

b. 명령: 주어-[인칭 [  ] ] ←Agree→ 지시의향 핵 라-[인칭 [2nd] ] 

     ⇒ 주어-[인칭 [2nd], 지시의향 핵 라-[인칭 [2nd] ] 

a. 청유: 주어-[인칭 [  ] ] ←Agree→ 지시의향 핵 자-[인칭 [1st, 2nd] ]  

     ⇒ 주어-[인칭 [1st, 2nd] ], 지시의향 핵 자-[인칭 [1st, 2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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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k (2006)은 이를 위해서 지시의향 문에 나타나는 주어는 영형태이던 외현적이

던 간에 자신의 인칭 자질이 미명세된 채로 나타나야 한다고 가정했다. 그리고 주

어의 인칭 자질은 다음과 같이 언제나 지시의향 핵에 의해서 일치작용을 통해서 

부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정이 타당하다면 (10)과 (11)의 인칭 일치

(person match)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또 Pak (2006)과 그 후속 논의들은 지시의향 핵과 주어가 필수적인 일치작용을 

가진지는 특징이 한국어의 지시의향 문의 성격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

다. 특히 한국어는 비-핵심 지시의향 의미(non-core Jussive meaning)가 나타나지 않

는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제약은 지시 의향 핵과 주어의 일치작용이 필수적

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Zanuttini et al. 2012). 이 논문은 편의를 위해서 이에 대

한 논의를 ‘명령문’ 위주로 살펴보면서 전개하도록 하겠다.  

 다음 문장은 영어의 경우 ‘주어’인 행동주로 ‘청자’가 아닌 개체가 명시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Zanuttini (2008)와 Zanuttini et al. (2012)은 이처럼 명령문에서 주어가 

직접 대화 문맥(direct speech context/utterance context)의 청자가 아닌 경우를 허가하

는 언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a. Nobody leave the hall, sergeant! 

b. Maitre d’, someone seat these guests! 

c. Your guards be the diversion while we sneak in!  (Zanuttini 2008, (2)) 

 일반적으로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가 어떤 일을 하도록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는 

것이다. (14)의 문장들은 화자가 직접적인 발화를 통해 청자에게 명령 행위를 할 

때 실제로 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이 청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명령문과 다른 모습을 보인다. Zanuttini (2008)와 Zanuttini et al. (2012)은 이러한 경

우에 화자가 자신의 명령을 직접 받은 청자에게 문장의 주어가 지시 받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관할’하라고 하는 의미가 도출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

어 (14b)에서 화자가 기대하는 행위는 웨이터들이 손님들을 모두 앉을 수 있게 준

비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때 이 명령을 직접 들은 청자는 지배인이며, 이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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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은 화자가 자신이 명령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지배인이 관할

하라는 의미를 담게 된다는 것이다. Zanuttini et al.(2012)는 이러한 의미를 비-핵심 

명령 의미(non-core imperative meaning)라고 지칭하고 이와 달리 화자의 직접적인 

발화 대상자인 ‘청자’가 명령문의 행동주로 기능하는 일반적인 명령문을 핵심 명

령 의미(core imperative meaning)라고 불렀다. 즉, 비-핵심 명령 의미는 실제 명령과 

관련된 행위를 하는 사람은 청자가 아닌 타인이지만 여전히 ‘청자’가 수행할 역할

과 관련해서 제약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핵심 명령 의미와 차이가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Zanuttini et al. (2012)은 지시의향 핵에 할 일 목록(To-do 

list; Portner 2007)이 명세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할 일 목록은 간단히 말해 어떤 

행위자가 해야 하는 행위를 명세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명령문의 경우는 

‘청자’가 해야 하는 행위를 명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Zanutti-

ni et al. (2012)은 지시의향 문이 발화를 통해서 ‘공유 기반(common ground; Stalnaker 

1974)’을 갱신하는 평서문과 달리 할 일 목록을 갱신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명

령문을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명령문의 ‘할 일 목록’과 연관된 ‘행위사건’은 주체가 ‘청자’로 정해

져 있다. 이러한 특징은 명령문의 경우 ‘할 일 목록’이 행위 주체가 이미 청자로 

결정된 일종의 ‘속성’의 집합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명

령문은 화자의 발화를 통해서 ‘속성’을 갱신하게 되고 이러한 속성이 나타내는 행

위는 화자가 청자가 실행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도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명령문이 ‘명제’에 대한 발화를 통해서 공유 기반을 갱신하는 평서문과 비교

할 때 왜 ‘문장의 유형(clausal type)’이 다른지도 설명할 수 있다(semantic type view; 

Portner 2007, Zanuttini et al 2012 등).  

 이러한 지시의향 핵의 의미를 바탕으로 Zanuttini et al. (2012)은 명령문을 포함한 

모든 지시의향 문의 의미를 하나의 지시의향 핵에서 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즉 

‘누구’의 할 일 목록이 갱신되느냐로 환원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

어 명령문의 경우 ‘청자’의 할 일 목록이 갱신된다면, 약속문에서는 ‘화자’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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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목록이 갱신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관 관계는 지시의향 핵이 ‘1/2인칭 

자질’을 가진다는 입장에서 보면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지시의향 핵이 가지고 있

는 인칭 자질이 ‘할 일 목록’의 주체와 연관된다고 가정하면, 하나의 지시의향 핵

을 통해서 모든 지시의향 문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도출해 낼 수 있다. 

 지시의향 문:  For any context c and any root sentence S such that [[S]]c is a property P, 

       c + S = the context c’ just like c except that T(c′) =  

        T(c) [X → T (c)(X) ∪ {P}]. 

 a. X = speaker (c), if P (speaker (c)) is defined. 

 b. X = addressee (c), if P (addressee (c)) is defined. 

 c. X = both speaker (c) and addressee (c), if P (us (c)) is defined.  

   <저자 주: T= 할 일 목록>        (Zanuttini et al. 2012, (49a)) 

 즉, 약속문은 화자의 할 일 목록을, 명령문은 청자의 할 일 목록을, 청유문은 화

자와 청자가 동시해 행해야 하는 할 일 목록을 갱신시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

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지시의향 핵의 의미를 사용하면, 이제 핵심/

비-핵심 지시의향 의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우선 (10b)나 (11b)의 핵심 

명령 의미는 지시의향 핵이 가지는 ‘2인칭 자질’과 할 일 목록의 갱신자가 일치하

는 의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비-핵심 지시의향 의미는 이와 달리 지

시의향 핵의 인칭 자질과 할 일 목록의 갱신자가 다르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

다. (14)에서 볼 수 있는 비-핵심 명령 의미는, 2인칭 자질을 지닌 지시의향 핵이 

청자의 할 일 목록이 아니라 단지 청자가 관할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할 일 

목록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화자’ 그 자신이 

할 행위에 대한 약속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비-핵심 약속 의미로, ‘화자’와 ‘청자’

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닌 타인에 대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를 비-핵심 청유 의

미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의미를 모두 합쳐서 비-핵심 지시의향 의미라고 부

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비-핵심 지시의향 의미를 정의하려면, 어떻게 지시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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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의 인칭 자질과 할 일 목록의 갱신자가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Zanuttini et al. (2012)은 단순히 의미적으

로 보았을 때 이 둘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

했다. 즉 ‘지시의향 핵의 의미’상 지시의향 핵의 인칭이 할 일 목록의 갱신자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지시의

향 핵의 인칭 자질이 어느 정도 지시의향 핵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

에, 이 때 도출되는 의미가 바로 비-핵심 지시의향 의미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Zanuttini et al. (2012)의 입장을 따라서 ‘지시의향 핵’의 의미를 정

의하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지시의향 문은 실

제 행동주가 지시의향 핵의 인칭 자질과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비-핵심 지

시의향 의미는 매우 드물게만 가능하며,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정문으로 받

아들이지 못하는 모국어 화자가 많은 것이다(Zanuttini et al. 2012). 이러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Zanuttini (2008)와 Zanuttini et al. (2012)은 지시의향 핵이 사용되는 

경우 대부분 통사적으로 ‘지시의향 핵과 주어 사이에 일치작용(지금부터 Agree (S, 

JH)로 지칭)’이 일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때 주어는 Agree (S, JH)를 

통해서 주어는 지시의향 핵이 가지고 있는 인칭 자질을 공유하게 되므로, 주어와 

할 일 목록의 갱신자가 언제나 동일한 핵심 지시의향 의미가 나타나야 한다고 보

았다.  

 이러한 Zanuttini et al. (2012)의 입장은 일반적인 지시의향 문이 일어나기 위해서

는 Agree (S, JH)에 의한 통사적인 제약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비

-핵심 지시의향 의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지시의향 문의 의미가 이들을 포함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만약 지시의향 문의 주어나 의미가 통사적인 제약

이 없이 단순히 ‘의미/화용’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영주어가 나왔을 때에도 비-핵심 

지시의향 의미가 자유롭게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즉, 

비-핵심 지시의향 의미가 자유로운 언어들도 소수 존재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언

어에서 핵심 지시의향 의미만이 허용되므로 지시의향 문이 사용되면 대부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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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Agree (S, JH)가 같이 일어난다고 봐야 한다. 이는 단순히 ‘의미/화용’적인 제약

만으로 지시의향 문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Zanuttini et al. (2012)은 한국어가 지시의향 핵의 존재를 증명하

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우선 한국어는 지시의향 핵이 ‘인칭’에 

따라서 ‘약속/명령/청유’의 세 가지 형태를 모두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지시의

향 핵의 존재와 인칭 자질과의 관계를 투명하게 드러내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언어에서 ‘명령문’만이 주도적으로 나타나는데, 한국어는 

‘명령문’은 단지 지시의향 핵이 2인칭 자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일 뿐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드러내어 주는 것이다. 또 Zanuttini et al. (2012)은 한국어에서는 비-핵심 

지시의향 의미가 절대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Agree (S, JH)의 존재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a. #중사! 아무도 떠나지 마-라/말-자! 

b. #당신들의 경비원들은 모두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라/이자! 

c. #지배인, 누군가 손님들을 앉게 하라/하자! 

 한국어는 (16)에서 볼 수 있듯이 (14)와 같은 비-핵심 지시의향 의미가 나타나는 

구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16a)에서 ‘-라’가 사용된 경우 화자가 떠나

지 않기를 바라는 대상은 절대적으로 청자이거나 청자를 포함한 집단이어야 하고 

청자가 배제된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Zanuttini et al. (2012)은 한국어의 경우 지시의향 

문에서 Agree (S, JH)가 필수적으로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14)와 같은 비-핵심 명

령 의미가 나타나는 이유가 Agree (S, JH)가 일어나지 않아서라면, (16)은 Agree (S, 

JH)가 필수적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Zanuttini et al. (2012)의 

주장을 따르면 한국어의 지시의향 문은 다양한 인칭과의 연관 관계를 통해서 지

시의향 핵의 존재를 잘 보여줄 수 있고, 또 통사 제약인 Agree (S, JH)의 존재도 잘 

드러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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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그 타당성을 얻으려면 언제 Agree (S, JH)가 일어나야 하

고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 Za-

nuttini (2008)는 한 언어 내부에서 Agree (S, JH)가 일어나는 경우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데, 이때 나타나는 통사적 특징이 Agree (S, JH)의 본

질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 Allir    taka    upp  bækurnar sínar / ykkar.          (Icelandic) 

  All-Masc  take-Inf  up  books-the-Refl / yours 

  ‘Everyone pick up your books!’ 

b. Allir    taki        upp  bækurnar sínar / *ykkar.   (Icelandic) 

  All.Masc  take-3-Pl-Subj-Pres  up  books-the-Refl / yours 

  ‘Everyone should pick up his books.’           (Zanuttini 2008, (43)) 

 (17)에서 보이듯이 아이슬랜드어의 경우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의 명령

문이 나타날 수 있다. (17a)의 경우는 일반적인 비한정 동사가 나타나는 일반적인 

명령문이고, (17b)는 접속법 형태의 동사가 나타나는 접속법 명령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때 접속법이 나타나는 명령문은 일반적인 명령문과 다른 특징을 보

인다. (17b)에서는 (17a)와 달리 주어에 의해서 결속된 결속 변항이 지시의향 핵의 

인칭 자질과 일치되지 않고, 외현적인 주어가 가지고 있는 인칭 자질과 일치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칭 일치의 특이성은 Agree (S, JH)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Agree (S, JH)가 없다면 주어가 지시의향 핵의 ‘인칭 자질’을 공유

할 수 없으므로, 주어가 가지는 본유적인 인칭 자질과 결속 변항의 인칭 자질이 

일치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Zanuttini (2008)는 이러한 차이가 ‘접속법’과 관련이 있다는 관찰을 바탕으로 

(17b)에서 Agree (S, JH)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주어의 ‘격’ 부여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Zanuttini는 일치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Chomsky (2001, 2004)의 

활성 조건(activation condition)과 유사하게 목표(goal)가 비-해석성 자질(uninter-

pretable feature)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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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경우에 지시의향 핵과 주어가 Agree (S, JH)를 일으키는 이유는 지시의향 

핵이 나오는 구문의 경우 대부분 주격을 부여할 수 없는 결핍된 비한정 T가 선택

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명령문은 독립적인 시제를 따로 가질 수 없고, 한국어 

역시 지시의향 문이 나타나는 경우에 독립적인 시제는 나타나지 못한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다(Han 1998, Pak 2006, Zanuttini et al. 2012 등). 그런데 이때 

주어가 자신의 격을 T에 의해서 점검(부여) 받지 못한다면 격 여과(case filter) 규칙

을 어기게 될 것이다. Zanuttini (2008)는 이때 지시의향 핵이 주어에 격을 줄 수 있

다고 주장했다.  

 a.(17a): Agree (S, JH)         b.(17b): without Agree (S, JH) 

  

 즉, (18a)에서 보이듯이 주어가 격을 부여받으려면 대부분의 지시의향 문에서는 

Agree (S, JH)가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활성 조건에 기반한 설명은 주어가 만약 격을 이미 지니고 있다

면 Agree (S, JH)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Zanuttini (2008)는 (17b)

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3장에서도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일반

적으로 접속법 구문의 T는 자신의 주어에 주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므로 (18b)에서 나타나듯이 (17b)에서는 이미 T와의 일치작용을 통해서 주어

가 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어 논항의 비해석 자질 없이는 Agree (S, 

JH)는 일어날 수 없으므로, 왜 (17b)에서만 주어가 지시의향 핵의 인칭 자질을 공

유하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Zanuttini (2008)처럼 Agree (S, JH)의 발생 여부를 ‘주어’의 격부여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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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이는 Agree (S, JH)의 발생 여부가 지시의향 핵이 사용되

는 통사적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6 그리고 Agree (S, JH)

가 일어날 수 없다면 주어에 대한 인칭 자질에 대한 제약과 지시의향 문의 의미

에 대한 제약이 약화되어야 하므로, 각 언어가 가진 일치작용과 관련된 통사적인 

환경의 차이를 통해서 언제 비-핵심 지시의향 문이 허용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어의 지시의향 문과 같은 경우, 즉 

지시의향 핵이 주절에 사용되는 경우는 Agree (S, JH)가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환경

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한국어의 지시의향 절을 통사적인 구조

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하나의 구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의향절’ 통제 구문도 

하나의 통사적 구문으로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4.2.1.2. 내포 지시의향 절과 필수 통제 구문 

 4.2.1.1절에서 본 것과 같이 한국어의 지시의향 문이 지시의향 핵에 의해서 도출

된다고 보면, 4.1절에서 본 ‘의향절’ 통제 구문의 특성을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통제어 선택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Pak et al. 2007, Madigan 2008a, b, 

                                                        
6 Zanuttini (2008)는 Agree (S, JH)가 일어나는 데 T가 파이-자질을 가질 수 있으면 격을 부여

할 수 있고, 파이-자질이 가질 수 없으면 격을 부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일반적인 

비한정 T와 다르게 접속법 구문에서의 T의 경우는 파이-자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격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4.4절에서 살펴볼 것과 같이 파이-자질의 유무

가 주격의 부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Bianchi 2003). 그리고 이 논문

은 시제에 의해서 주격 부여 능력이 달라진다는 입장을 따르고 있으므로 Zanuttini (2008)

가 논의한 T의 파이-자질에 대한 논의는 무시하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 한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다. Zanuttini et al. (2012)에서는 Agree (S, 

JH)가 ‘격’과 상관 없이 ‘인칭 자질’의 명세 여부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즉 비-핵심 지

시의향 의미를 가지는 구문에서 Agree (S, JH)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격’이 문제가 아니

라 접속법 내포절의 경우 인칭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 미리 주어와 인칭 자질과 관련된 

일치작용을 미리 맺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접속법 내포

절이라고 해서 파이-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논문은 Za-

nuttini (2008)가 가정한 ‘격’에 의한 설명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이를 따를 것이다. Agree (S, 

JH)의 동인에 대해서는 각주 29에서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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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2011). 내포절로 나온 지시의향 절이 주절로 실현된 지시의향 문과 동일한 속

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 주어는 내포 지시의향 핵과의 일치작용을 통해서 자신

의 명시적 의미(denotation)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약속의 ‘-마’가 나오면 화

자, 명령의 ‘-라’가 나오면 ‘청자’, 청유의 ‘-자가’나오면 ‘화자와 청자’로 영주어가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은 이미 (1)에서 보았듯이 

사실이다(Pak et al. 2007, Madigan 2008a, b, Park 2011).  

 하지만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다음의 예

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한국어의 1/2인칭 대명사는 언제나 직접 대

화 문맥의 화자와 청자만을 지칭할 수 있다. 

 a. *철수i-가 영희j-에게 내i-가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b. *철수i-가 영희j-에게 너j-가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19)의 예문은 ‘나/너’와 같은 1/2인칭 대명사가 ‘말하다’와 같은 발화 동사에 의

해서 생성된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인 ‘철수’나 청자인 ‘영희’를 지칭하지 못한다

는 것을 보여준다.7 (19a)를 보면 여기에서 나온 ‘내’는 절대 ‘철수’를 지칭하지 못

                                                        
7  Byun (2008)은 한국어의 경우 1/2인칭 대명사도 직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서 주장하였다. 

 (i) 존은 [내가 책임자-라]-고 말했다. 

  해석1: 존은 내가(화자)가 책임자라고 말했다. 

  해석2: 존은 존이 책임자라고 말했다. (Byun 2008, (9)) 

 Byun (2008)은 보문소 ‘-라고’는 직접 담화 표지(direct discourse marker)라고 보았고 ‘-고’는 

간접 담화 표지(indirect discourse marker)로 보았다. 그리고 이때 직접 담화 표지인 ‘-라고’

는 내포절에서 필수적으로 직시 전환을 일으킬 수 있고 간접 담화 표지인 ‘-고’는 수의적

으로 직시 전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다음의 예시에서 보이듯이 내포

절에 주절과 통사 관계를 맺어야 하는 의문사를 넣으면 직시 전환 의미는 불가능 하다. 

 (ii) 존은 [내가 어디의 책임자-라]-고 말했니?  

   해석1: 존은 내가(화자)가 어디의 책임자라고 말했니?  

    해석2: *존은 존이 어디의 책임자라고 말했니? 

그리고 이러한 방법은 인용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왔다. 일반적으

로 인용문은 그 자체가 통사/의미 현상에 대한 섬(island)으로 인식되어 왔으므로(Schlenker 

2003, Anand 2006 등) 내포절에 주절과 통사 관계를 맺어야 하는 문법소가 있는 경우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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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19a)를 발화한 화자만을 지칭할 수 있다. (19b)도 유사하게 여기에서 쓰인 

‘너’는 직접 대화 문맥의 청자와만 공지시할 수 있다. 이는 지시의향 핵의 인칭 

자질이 1/2인칭 대명사가 가진 인칭 자질과 동일하다면 ‘의향절’ 통제 구문을 설명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Pak et al. (2007)과 Park 

(2011) (이하 PZP&P로 지칭)은 한국어의 지시의향 핵에 있는 인칭 자질은 특별한 

인칭 자질로 직시 전환이 가능한 인칭 자질(shiftable person feature)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범언어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언어가 존재한다. 

   ǰon    ǰ ǝgna    nǝ- ññ       yɨl-all.              (Amharic) 

 John   hero     be.Pres-1-Sg  3-M.say-Aux-3-M 

 ‘John says that {I am, he is} a hero.’          (Schlenker 2003, (53)) 

 (20)은 특정 언어에서 1인칭 대명사가 직접 대화 문맥의 화자와 간접 대화 문맥

의 화자를 모두 지칭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렇듯 몇몇 언어에서는 1/2인

칭 대명사가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와 청자를 지칭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설명

하기 위해서 1/2인칭 대명사들이 일종의 직시 전환(indexical shift)를 겪을 수 있다

고 주장되어 왔다(Schlenker 2003, Anand & Nevins 2004, Anand 2006, Sudo 2011 등). 

PZP&P는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여서 지시의향 핵이 가진 인칭 자질은 한국어의 

1/2인칭 대명사와 달리 직시 전환이 가능한 1/2인칭 자질이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설명이 타당하다면 어떻게 내포절의 영주어가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와 청자를 

지칭할 수 있는지를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한 해석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국어의 경우 1/2인칭 대명사는 

직시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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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시의향 핵: 명령 ‘-라’ [2nd] 

a.철수-i-는 영희j-에게 [ _j 집에 가-라]-고 말했다. 

b. 내포 지시 의향절 

           

c. 명제태도 문맥의 청자= [shiftable 2nd]: 영희 

 예) 지시의향 핵: 청유 ‘-자’ [1st + 2nd] 

a.철수-i-는 영희j-에게 [ _i+j 집에 가-자]-고 말했다. 

b. 내포 지시 의향절 

      

c.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와 청자= [shiftable 1st + shiftable 2nd]: 철수 + 영희 

 예를 들어 명령의 ‘-라’가 나온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PZP&P를 따르면 이

때의 주어는 주절과 동일하게 인칭 자질이 비어 있는 pro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

치작용을 통해 pro는 내포 지시의향 핵과 전환 가능한 2인칭 자질을 공유하게 될 

것이고, 명제태도 문맥의 청자인 ‘영희’를 지칭해야 하게 된다. 또 이와 유사한 방

법으로 청유의 ‘-자’가 나온 구문도 쉽게 설명할 수 있고 만약 1인칭 자질을 가진 

지시의향 핵이 나온다면 이때 영주어가 주어와 연결되는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직시전환 1/2인칭 자질에 의한 설명은 ‘의향절’ 통제 구문의 de se/te 해석을 설명

할 때에도 장점이 있다. 많은 연구에서 직시 전환을 겪은 1/2인칭 대명사는 필수

적으로 de se/te의 해석을 가진다고 주장했다(Schlenker 2003, Anand 2006 등). PZ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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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를 이용해서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 영주어가 왜 필수적으로 de se/te 해석을 

가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직시 전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절

한 발화 문맥이 필요하므로(Schlenker 2003, Anand 2006 등), 왜 ‘지시의향 절’이 일

종의 발화 동사와만 나타나야 하는지도 설명이 가능하다(Park 2011). 그리고 이와 

동일한 특성을 명제태도 동사도 지니고 있다. 

 또 내포 지시의향 핵과 관련된 할 일 목록의 특성은 ‘의향절’ 통제 구문이 왜 

Landau (2000)가 제시한 나머지 필수 통제 구문 판별 기준을 만족시키게 되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Madigan 2008b, Park 2011). Park (2011)에서 언급하였듯이, 내포 지시

의향 핵의 할 일 목록의 갱신자는 반드시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나 청자와 대응

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는 할 일 목록과 연결될 수 있는 논항으로는 내포 지시의

향 절을 보어로 선택한 발화(명제태도) 동사의 외부 논항과 내부 논항만이 가능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서 왜 장거리 통제 해석이 불가능한지, 왜 꼭 영주

어를 직접 성분통어 할 수 있는 주절의 논항만이 통제어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간접 대화 문맥은 각 발화 사건마다 달라지고 이때의 화자와 청자

도 같이 달라지므로, 생략이 있을 때 왜 비-엄  해석만이 나타나야 하는지도 설

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의향절’ 통제 구문의 내포절에 내포 지시의향 핵이 있다고 보면 ‘의향절’ 

통제 구문의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몇 가지 쉽게 받아

들이기 힘든 가정을 전제하고 있다. 우선 지시의향 핵이 ‘전환 가능한’ 인칭 자질

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영주어와 지시의향 핵 간의 일치작용만으로 모든 

특성을 설명하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통제어와 영주어 사이의 통제 관계

(control relation)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설명은 한국어의 ‘의향절’ 통

제 구문을 통제 구문이 아니라 일종의 직시 전환 구문으로 간주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소절에서 이러한 가정이 일으키는 문제점에 대해 살

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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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직시 전환 구문에 기반한 설명의 문제점 

 4.2.1.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시의향 핵을 통해서 ‘의향적’ 통제 구문을 설명하

는 방식은 많은 장점이 있다. 우선 통제어 선택과 필수적인 de se/te 해석을 설명할 

수 있고, 이때 사용될 수 있는 통제 동사에 대한 분포도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4.1절에서 논의한 ‘의향절’ 통제 구문의 특징을 몇 가지 놓치고 있

다. 이번 소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고,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직시 

전환 자질에 기반하여 ‘의향절’ 통제 구문을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야기된다는 것

을 보일 것이다. 

4.2.2.1. 부분 통제 환경과의 관계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때 왜 부분 통제 해석이 가능한지를 설명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다음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지

시의향 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칭 자질을 포함한 복수의 집단을 자신의 주어

로 가질 수 있으므로 내포 지시의향 핵의 경우도 동일하게 복수의 주어를 자유로

이 가질 수 있다고 보아 부분 통제 해석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이다. 

 a. (우리들이) 집으로 가마! 

b. (너희들이) 집으로 가라! 

c. (우리들이) 집으로 가자!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의향절’ 통제 구문을 매우 특이한 구문으로 간주하게 

한다. 그리고 지시의향 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다음 구문을 설명하기 어렵다. 

 철수i-는 영희j-에게 [ _i
+

/*j
+

/*k
+ 오후에 모이-겠-다]-고 약속했다. 

1.1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24)와 같은 ‘의도’ 통제 구문은 부분 통제 해석이 가능

하다. 이것은 특별한 ‘지시의향 핵’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분 통제 구문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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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모두 설명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8  그렇다고 (24)만을 위해 또 다른 부분 

통제 환경을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겠-’이 나온 구문에 내포 지시의

향 핵이 있다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때 ‘-겠-’이 보이는 특징이 

약속의 ‘-마’와 매우 유사한 것도 사실이므로, 유사한 두 구문을 위해서 독립적인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불필요한 이론적인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겠-’

이 사용되는 구문을 위해서 부분 통제 환경을 만들고 이러한 환경이 내포 지시의

향 핵이 나오는 환경까지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지만, 

PZP&P의 설명은 전적으로 ‘지시의향 핵’과 영주어 사이의 Agree (S, JH)와 ‘지시의

향 핵’의 성격만을 이용해 ‘의향절’ 통제 구문의 성격을 설명하려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되기 어렵다.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에서는 통제어와 영주어 사이에 

아무런 통사/의미적 연결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의향절’ 통제 구문만을 설명한다

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내포 지시의향 핵이 없는 (24)와 같은 구문이 ‘의

향절’ 통제 구문과 유사한 속성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을 

주지 못한다. 간단히 말해서, PZP&P 식의 설명은 ‘의향절’ 통제 구문이 일반적인 

부분 통제 구문의 하위 범주라는 것을 부정하고 이 구문을 일종의 직시 전환 구

문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물론 PZP&P의 설명이 ‘의향절’ 통제 구문의 특징을 모

두 설명할 수 있다면 이런 개념상의 의문점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

지만 다음 소절에서 보게 되듯이 직시 전환 구문에 기반한 설명은 ‘의향절’ 통제 

구문의 성격에서 많은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8 이러한 문장이 일종의 약속문과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이고(권재

일 2012) 지시의향 핵이 인허될 수 있는 환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어 보인

다. 예를 들어Madigan (2008b)은 1/2인칭 자질과의 상관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하였

고 Lee (2009)는 ‘-겠-’이 통제 구문에 나오는 구문과 ‘의향절’ 통제 구문이 동일한 서법

(mood)과 연관이 있다고 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겠-’과 지시의향 핵을 동일한 속성을 가

진 문법요소로 보고 통합적으로 연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4.3.4절에서 이 

둘의 연관성에 대해서 더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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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2.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 영주어의 인칭 자질 

4.2.1.1절에서 살펴보았듯이 필수적인 일치작용에 의한 주어와 지시의향 핵의 인

칭 일치 현상은 지시의향 핵의 존재에 가장 중요한 근거였다. 하지만 ‘의향절’ 통

제 구문에서는 이러한 일치 작용을 찾아볼 수 없다(Hoe 2010). 

 a. 철수i-는 영희j-에게 [ _j/*i 그녀j/*너j-의 집에 가-라]-고 명령했다. 

b. 철수i-는 영희j-에게 [ _i+j/*i/*j 그들i+j/*우리i+j-의 집에 가-자]-고 제안했다. 

 (25)에서 보이듯이 영주어에 의해서 결속된 결속 변항들은 모두 내포절의 지시

의향 핵이 가지고 있는 인칭 자질과 일치하지 못한다. 오히려 통제어의 인칭 자질

과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25a)의 경우 영주어는 자신의 통제어인 ‘영희’와 동

일하게 ‘3인칭 여성’의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PZP&P는 직시 전환을 위한 특별한 1/2인칭 자질을 가정

하고, ‘의향절’ 통제 구문이 필수 통제 구문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Agree (S, JH)

가 필수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았다. 그렇지 않으면 비-핵심 지시의향 해석이 가능

할 것이고, 이는 일종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5)

와 같은 경우에 Agree (S, JH)가 일어나야 하고, 이를 통해서 영주어는 직시전환 가

능한 1/2인칭 자질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PZP&P의 가정과 영주어의 인칭 자질: 예) ‘-라’가 나온 (25a)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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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는 영주어에 의해서 결속되는 변항도 주절에 지시의향 절이 사용되었

을 때와 같이 1/2인칭 자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25)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경우는 (26)과 다르게 영주어는 내포 지시의향 핵이 아니라 통제어

와 동일한 인칭을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는 PZP&P의 설명은 왜 Agree (S, JH)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시의향 핵의 인칭 자질이 영주어에 전이되지 않았는지

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칭 자질의 불일치는 직시 전환 구문을 이용한 대다수의 이론

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 특히 많은 연구에서 직시 전환 구문의 1/2인칭 대명사는 

아주 특이한 대명사가 아니라 일반적인 1/2인칭 대명사이며, 이러한 대명사가 특

별한 환경에 의해서 인허될 때 직시 전환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Anand 

2006, Kratzer 2009 등).9 그렇다면 이러한 이론에서도 ‘의향절’ 통제 구문에 나타나

는 영주어가 일종의 직시전환 1/2인칭 대명사라면 왜 이에 의해서 결속되는 변항

이 1/2인칭 자질이 아니라 통제어에 대응하는 인칭 자질을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PZP&P는 Agree (S, JH)가 일어난 경우 내포 지시의향 핵에서 주어로의 인칭 

전이는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25)를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Pak et al. (2007)은 다음과 같은 경우의 비문법성을 Agree (S, JH)로 

인한 인칭 자질 전이로 설명하고 있다.10 

                                                        
9 Sundaresan (2011)은 타 어(Tamil)를 분석하면서 동사에 1/2인칭 굴절소가 나타나는 경우

에도 외견상 3인칭으로 보이는 대명사가 직시 전환 대명사로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 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때의 직시 전환 대명사가 3인칭 자질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때 통제어와 완전히 동일한 파이-자질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Sundaresan (2011)

은 단지 직시전환이 가능한 1/2인칭 자질이 명세되어 있을 때 특별한 형태가 외현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 이러한 대명사가 인칭, 성(gender) 자

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3인칭 대명사라고 주장하지는 않은 것이다. 
10 (27)을 정문으로 인식하는 제보자들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모두 내포 지

시의향 절을 직접 혹은 부분 인용(direct/partial quotation)으로 오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각

주 7에서 살펴본 것처럼 내포절에 주절과 통사 관계를 맺어야 하는 문법소를 (27)안에 넣



210  한국어 필수 통제 구문 연구 

 

 a. *철수i-는 영희j-에게 [내i-가 순희를 도우-마]-고 약속했다. 

b. *철수i-는 영희j-에게 [너j-가 순희를 도우-라]-고 명령했다. 

c. *철수i-는 영희j-에게 [우리i+j-가 순희를 돕-자]-고 제안했다. (Pak et al. 2007) 

 Pak et al. (2007)은 내포 지시의향 절에 외현적인 대명사가 주어로 나타날 수 있

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때의 주어가 1/2인칭 대명사인 경우 이들이 통제어와 공지

시 되면 비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이유를 필수적인 Agree (S, JH)로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Pak et al. (2007)은 Pesetsky & Torrego (2008)를 따

라서 일치작용이 일어나면 ‘탐침자’와 ‘목표’가 모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파이-자

질을 공유하게 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pro가 주어로 나오고 ‘-라’가 사용된 경

우 Agree (S, JH)가 일어난다면 (28a)와 같이 될 것이다. 

 a. Jussive0
[shiftable: 2]        pro[shiftable:  ] ---- [Agree (S, JH)] 

  Jussive0
[shiftable: 2]        pro[shiftable: 2]  

b. Jussive0
[shiftable: 2]        I[unshiftable:2] ----- [Agree (S, JH)] 

 *Jussive0
[shiftable: 2] [unshiftable:2]    *I[unshiftable:1][shiftable: 2]   (Pak et al. 2007, (21)) 

 PZP&P는 pro가 자신의 인칭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았으므로 pro는 지시

의향 핵의 인칭자질을 Agree (S, JH)이후 얻게 될 것이고, 이는 해석상에 있어서 아

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환 가능한 인칭 자질’은 적절하게 통제어와 

공지시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27)에서처럼 주어가 자신만의 인칭 자질을 가

지고 있는 경우 Agree (S, JH)가 일어난다면, 주어와 지시의향 핵이 가지고 있던 인

칭 자질은 주어와 내포 지시의향 핵에 모두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한국어의 1/2인칭 대명사가 직시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지

시의향 핵이 가지고 있는 ‘전환 가능’ 1/2인칭 자질과 1/2인칭 대명사가 가지고 있

                                                                                                                                                        
으면 (i)과 같은 문장은 모든 제보자가 비문으로 인식하였다. 

(i) *철수i-가 영희j -에게 [너j-가 어디로 가-라]-고 명령했니? 

(ii) 철수i-가 영희j -에게 [ej 어디로 가-라]-고 명령했니? 

또 (ii)는 지시의향 절 내부의 의문사가 주절의 wh-의문소와 호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므로 확실히 (i)의 비문법성은 내포절의 주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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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환 불가능’ 1/2인칭 자질이 주어와 지시의향 핵에 모두 공유되어야 한다. 예

를 들어 (28b)를 보면 (27a)와 같은 문장에서 Agree (S, JH) 이후에 두 종류의 2인칭 

자질이 내포절의 주어와 내포 지시의향 핵에서 공유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때 두 인칭 자질은 동일한 지시체를 지칭할 수 없으므로, (27a)는 

비문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와 동일한 설명으로 왜 (27)의 모든 문장이 비문이 되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즉, Pak et al. (2007)은 주어의 자질명세 여부와 상관없이 Agree (S, JH)가 

필수적으로 일어나며, 이를 통해서 주어와 지시의향 핵 사이에 인칭 자질 공유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27)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

을 받아들이면 (25)에서 영주어에 의해서 결속된 결속 변항들이 왜 1/2인칭 자질

을 가지고 있지 않고 통제어와 인칭 일치 현상을 보이는지 절대 설명할 수 없다

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 만약 결속 변항의 인칭 자질로 선행사의 

인칭 자질을 판단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반박은 그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다양한 연구에서 국부적으로 변항 결속되는 결속 

변항은 절대적으로 선행사의 인칭 자질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Pollard & Sag 1992, Heim 2008, Kratzer 2009 등). 다음의 예시를 살펴보자. 

 a. Only Ii did myi homework.  (Heim 2008) 

b. (?)나i-만 나i-의 숙제를 했다.  

 위의 예시는 일반적인 대명사의 의미론에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 일반적으로 대

명사는 자신이 가지는 파이-자질에 의해서 그 형태(PF)와 의미(LF)가 정해지며, 이

때 파이-자질의 의미는 각각의 자질이 적절한 전제(presupposition)를 부여하는 것

으로 여겨져 왔다(Heim & Kratzer 1998, Schlenker 2003, Heim 2008, Kratzer 2009 등). 

다음은 인칭, 수, 성 자질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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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st]]c = λxe: x includes the speaker of c. x 

b. [[3rd]]c = λxe: x excludes speaker of c and hearer of c. x 

c. [[pl]] = λxe: x is a plurality. x  

d. [[masc]] = λxe: x is male. x       (Heim 2008) 

 이 중 인칭 자질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기로 하자. 1인칭 자질은 자신이 지칭하

는 대상이 그 문맥의 화자라는 전제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지칭하는 대

상이 문맥의 ‘화자’라서 전제가 충족된다면 적절한 해석이 나타나고, 아니라면 전

제 실패(presupposition failure)에 의해서 해석이 되지 않을 것이다. 3인칭 자질은 지

칭하는 대상이 그 문맥의 화자와 청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9)는 이러한 가정에 큰 문제를 일으킨다. (29a)는 초점사 ‘only’에 

의해서 ‘나만 나의 숙제를 했고,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은 그들 자신의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비-엄 (sloppy) 해석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결속 변항인 ‘my’는 

1인칭이어서 1인칭의 전제를 따르면 절대로 문장의 화자 이외의 사람들과는 결속

될 수 없으므로, (29a)에서도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는 절대로 결속할 수 없다

는 문제가 생긴다. 다시 말해서 결속 변항인 1인칭 대명사가 부여하는 전제는 그 

문맥상의 ‘화자’를 지칭해야 만족되는데,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 즉 초점 대체항

(focus alternative)들은 결코 이 문맥의 화자가 될 수 없으므로‘my’와 결속관계를 가

질 수 없고, 그렇다면 비-엄  해석은 일어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어도 (29b)에서 볼 수 있듯이 비-엄  해석이 가능하므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Heim (2008)은 결속 변항은 아무런 인

칭 자질을 가지지 않고 태어나는 일종의 최소 대명사(minimal pronoun; Kratzer 1998)

라고 보았다. 그리고 아무런 자질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은 꼭 선행사와의 변항 결

속 관계를 가져야만 적절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Heim 2008, Kratzer 

2009). 만약 그렇다면 이들은 아무런 전제를 가지지 않으므로 선행사의 인칭과 상

관없이 적절한 결속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29)에서 결

속 변항이 ‘my’의 형태로 실현되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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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Heim (2008)은 결속 변항은 자신의 파이-자질을 선행사로

부터 ‘결속시 자질 전이(Feature Transmission under binding) 작용’을 통해서 부여받는

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때 파이-자질이 LF에서도 전이된다면 앞에서 보았던 전제 

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결속시 자질 전이 작용’은 PF에서만 일어나야 하며 최소 

대명사인 결속 변항이 외현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29a)와 (29b)의 LF와 PF (Heim 2008) 

 a. LF: [1st-sg 1]    2[t2 did    Ø 
2’s homework] 

 b. PF: [1st-sg]     did   [1st-sg]’s homework 

             결속시 자질 전이 

 이러한 설명은 (29)에서 왜 결속 변항이 1인칭의 형태를 가지면서 3인칭의 선행

사와도 결속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최소 대명사인 결속 변항은 LF에

서는 1인칭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선행사의 인칭 자질과 상관없이 공

지시될 수 있을 것으며, 선행사로부터 PF에서 필수적인 ‘결속시 자질 전이’를 통

해 받은 1인칭 자질이 실현될 것이므로 왜 항상 선행사와 동일한 인칭 자질을 가

진 결속 변항으로 실현되는지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11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이면 국부적으로 변항 결속 관계를 가지는 결속 변항은 

최소 대명사로서 자신의 실현 형태를 완전히 선행사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결속 변항을 통해서 적어도 선행사의 PF에 명세된 인칭 자질은 확실

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 하에서는 (25)의 결속 변항들은 

                                                        
11 왜 꼭 결속 변항이 최소 대명사야 하고 결속시 자질 전이 작용이 PF에서 일어나야 하는

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eim (2008)과 Kratzer (2009)에서 다루고 있다. 또 최근에 

Sudo (2012)나 Sauerland (2013)는 (29)와 같은 현상이 PF에서의 자질 전이 현상에 의한 것 

보다는 결속 변항이 두 층위의 지표(index)를 가지고 있고, 이때 ‘only’가 가지고 있는 배

분적 의미 덕분에 특별하게 인칭 불일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때의 인칭 불일치 현상을 ‘의향절’ 통제 구문에 바로 대입

하기는 어렵다. ‘의향절’ 통제 구문의 주어와 지시의향 핵의 관계에는 배분적 의미가 필수

적이지 않으므로 왜 언제나 인칭 불일치 현상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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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영주어가 가지고 있는 인칭 자질을 PF에서 전이받아야 하므로 PZP&P의 입

장을 따르면 1/2인칭 대명사 형태로 나타나야만 한다.12 하지만 실제로는 통제어가 

3인칭인 경우는 절대 영주어의 결속 변항들은 결코 1/2인칭의 형태로 나타나지 못

하므로, PZP&P의 이론으로는 영주어의 인칭 자질을 설명할 수 없다. 즉,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 영주어의 인칭 자질은 통제어와 일치해야지 내포 지시의향 핵과 

일치될 수 없다. 이는 이는 PZP&P의 설명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칭 일치 유형을 PZP&P의 입장에서 설명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pro

가 미리 통제어와 동일한 인칭 자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

러한 설명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우선 이런 설명이 가능하려면 주절의 경우에도 

지시의향 핵의 주어로 기능하는 pro가 3인칭 자질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야 한

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상황은 한국어에서는 결코 가능하지 않았

다. 즉 PZP&P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설명을 택하면 주절과 내포절에서 나타나는 

지시의향 핵이 서로 다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문제점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다.  

 또한 이를 피하기 위해서 pro가 내포 지시의향 절의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에만 

통제어와 동일한 인칭 자질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도 타당한 설

명이 될 수는 없다. 그렇게 보려면 우선 왜 이런 종류의 특이한 pro에 대한 자질

명세가 한국어에서만 가능한지 설명해야 한다. 주절의 지시의향 절의 주어로 나타

나는 경우에만 인칭 자질을 완전히 결여한 채 나타나고, 내포절에서 생성되는 경

우에는 3인칭 자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특이한 pro를 가정하는 것은 이론 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가정이다.13  

                                                        
12 혹자는 이때 내포절의 결속 변항이 주절의 통제어로부터 직접 결속될 수 있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결속은 H 규칙(Rule H; Fox 2000)을 어기게 되므로 일어날 수 없

을 것이다. 
13 사실 특정 내포절의 주어로 사용될 때 필수적인 de se/te 해석이 일어나고, 파이-자질 명

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의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태어나는 

특별한 pro가 존재한다면 이를 PRO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범 언어적으로 보면 더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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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방법으로서 이러한 이론 내적인 문제점을 무시하고 pro가 3인칭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PZP&P는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Agree (S, JH)는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Agree (S, JH)는 통사부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므로, 이때 지시의향 

핵이 가지고 있는 인칭 자질은 다음의 예시에서 보이듯이 (28)과 유사하게 주어의 

LF와 PF로 모두 전이되어야 할 것이다. 

  예) 3인칭 대명사: ‘그’ [인칭[3rd] ……] 

    ← Agree (S, JH) → 지시의향 핵: ‘-라’ [인칭[shiftable 2nd ] ……] 

    ⇒ ‘그’ [인칭[3rd, shiftable 2nd] ……], ‘-라’ [인칭[3rd, shiftable 2nd] ……], 

 만약 pro가 3인칭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본다면, 이때 PF는 원래 가지고 있는 3

인칭 자질과 전이된 1/2인칭 자질이 공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상

충되는 자질들의 공존이 일어난다면 형태적인 충돌(clash)에 의해서 문장이 비문이 

되거나 아니면 더 유표적(marked)인 인칭 자질이 발현되어야 한다(McGinnis 2008, 

Kratzer 2009, Nevins 2011 등). 일반적으로 1/2인칭 자질과 3인칭 자질의 관계를 보

면 1/2인칭 자질이 의미상으로나 형태상으로나 더 유표적이다(Bobaljik 2008, Heim 

2008, Sauerland 2008, Kratzer 2009, Nevins 2011 등).14 그러므로 이때 PF에서 하나의 

자질이 선택되어서 발현된다면 이는 1/2인칭 자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PF의 자질 명세가 pro가 결속한 결속 변항에 전해진다면, 이때의 결속 변항

은 1/2인칭 자질로 실현되어야 한다. 즉 Agree (S, JH)와 직시 전환 구문을 이용한 

방식은 내포 지시의향 절이 주절의 지시의향 절의 존재를 뒷받침해 주는 가장 강

력한 증거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스러울 것이다. 위에 정리한 속성은 일반적으로 PRO가 가지는 속성으로 지금까지 지적되

어 온 것들인 것이다(Landau 2000, 2013 등). 
14 혹자는 ‘전환 가능 1/2인칭 자질’이 3인칭 자질보다 더 무표적(unmarked)이라고 볼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의미/형태적으로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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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3. 통제 보어의 3인칭 대명사 주어와 그 문제점 

 4.2.2.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주어가 나타나는 경우 PZP&P의 논의는 많은 문제

점을 야기했다. 그런데 3인칭 대명사15가 외현적인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동

일한 문제가 나타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던 것처럼 내포 지시의향 절에서는 외현적인 대명사 주어

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외현적인 주어는 통제어의 인칭 자질과 일치해야 

하며, 절대로 내포 지시의향 핵의 인칭 자질과는 일치하지 않는다.16 

 a. 철수i-는 영희j-에게 [그녀j/*너j-가 순희를 도우-라]-고 명령했다. 

b. 철수i-는 영희j-에게 [그들+j/*우리i+j-가 순희를 돕-자]-고 제안했다. 

 여기에서 왜 1/2인칭 대명사가 나타나지 못하는지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설명

할 수 있지만 어떻게 3인칭 자질을 가진 외현적인 주어가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앞절에서 보았던 필수적인 Agree (S, JH)와 내포 지시의향 핵이 가지고 있

는 전환 가능 1/2인칭 자질 등으로 설명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Agree (S, 

JH)가 필수라면 PF에서 인칭 자질끼리의 충돌이 일어날 것이며, 이때는 1/2인칭이 

선택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PZP&P의 기본 가정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Park (2011)은 아주 특

이한 대명사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한국어에 3인칭 대명사가 여러 종류가 있어서, 

                                                        
15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 통제 보어의 주어로 3인칭 대명사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

니다.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통제어가 1/2인칭 대명사의 경우는 영주어이던 외현적 주어

이던 직접 대화 문맥의 화자나 청자를 지칭할 수 있는 것이다. 

(i) 철수i-는 너j-에게 [ _j/너j-가 (혼자) 너j의 집에 가-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본 소절에서 다루려는 문제는 3인칭 대명사가 주어로 나오는 경우에 내포 지시의

향 핵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3인칭 대명사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

개하도록 하겠다. 
16 이와 같이 외현적인 주어가 나온 예문을 양동휘(1984)나 Madigan (2008a, b)은 비문으로 

판단했지만 Park (2011)도 이와 같은 문장을 정문으로 파악하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고, 많

은 한국어 화자들은 이를 완전하지는 않지만 정문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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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절의 지시의향 문의 주어로 나오는 3인칭 대명사는 자신의 의미(LF)와 형태(PF)

에 모두 3인칭 자질이 명세된 채로 태어나서 문장을 비문을 만든다. 그러나 내포 

지시의향 절에 주어로 나타날 때에는 형태(PF)에는 3인칭 자질은 명세되어 있으나 

의미(LF)에는 인칭 자질이 미명세되어있어서, Agree (S, JH)에 의해서 LF로의 인칭 

자질을 전이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내포 지시의향 절의 주어로 나오는 3인칭 대명사의 특징 (Park 2011) 

a. PF: 처음부터 실현되는 형태, 즉 ‘그’, ‘그녀’, ‘그들’이 결정되어 있다. 

b. LF: 인칭자질이 미명세 되어 있고 Agree (S, JH)에 의해 인칭 자질이  

    채워진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너무 자의적이다. 우선 대명사에서 PF와 LF의 자질 명세

를 구별하는 것이 문제이고, 이 입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어떻게 3인칭 대명사

가 1/2인칭 자질을 LF에만 가질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17 더군다나 주절과 내

포절이라는 환경에 따라서 3인칭 대명사가 서로 다른 LF의 인칭 자질 명세를 가

져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어렵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도 설명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시에서 보이듯이 내포 지시의향 

절에 외현적인 주어로 3인칭 대명사가 나오면 내포절의 주어에 대해서 de se/te 해

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문맥: 호텔 관리자인 철수는 이번 파티에 내기로 한 와인이 운반 중에 실수로 

모두 못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와인

을 대해서 잘 아는 담당자가 직접 창고로 가서 새로운 와인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와인 담당 부서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는 급히 직원 명부를 찾아서 영희가 담당자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방 밖으

로 나와서 바로 보이는 당직을 서고 있는 사람에게 와인이 문제가 생겼으니 
                                                        
17 각주 9에서 언급한 것처럼 Sundaresan (2011)은 직시 전환 대명사가 일종의 3인칭 대용어

로 사용되는 경우를 분석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때의 3인칭 대용어는 단지 특별한 환경에

서 일어나는 1/2인칭 자질이 실현되는 특별한 형태론적 실현형일 뿐이고 그 자체가 3인칭 

대명사는 아니다. 또 이때는 성, 수와 관련된 형태적 차이도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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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인 영희가 직접 창고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철수는 몰랐지만 

그가 대화한 당직자가 바로 영희였다. 

철수i-는 영희j-에게 [?그녀j -가/*_j (직접) 창고에 가-라]-고 말했다. 

 위의 예문에서 보이듯이 ‘철수’가 자신이 대화하는 상대자가 바로 ‘영희’임을 인

식하지 못할 때 영주어가 사용되면 완전한 비문이 된다.18  그리고 이러한 환경은 

필수적인 de te 해석을 요구하는 환경이므로, 이때 영주어가 비문이 되는 것은 쉽

게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때 외현적인 3인칭 대명사가 주어로 나오고, 이 대

명사가 ‘영희’와 공지시 하게 되면 문장의 수용성이 많이 나아진다. 이는 외현적

인 주어가 나올 때에는 de te 해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

고, 동시에 Park (2011)의 설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Park (2011)의 입장

을 받아들일 경우, 3인칭 대명사는 내포 지시의향 절에 나타날 때 적어도 자신의 

LF는 Agree (S, JH)에 의해서 지시의향 핵의 인칭 자질을 가지게 된다.  

 예) Park (2011)의 이론인 (34)가 예측하는 (35b)에서 ‘그녀’의 인칭 자질 명세 

a. PF: [3rd, singular, feminine] 

b. LF: [shiftable 2nd, singular] via Agree (S, JH) 

 그리고 이런 경우 3인칭 대명사의 LF는 ‘전환 가능한 1/2인칭 자질’을 가지게 

되므로 PZP&P의 이론을 따르면 필수적으로 de se/te 해석이 나와야 하므로 (35)와 

같은 해석을 설명할 수 없다.  

 이와 함께 PZP&P식의 설명이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또 있다. PZP&P의 경우

는 내포절의 주어로 영주어가 나온 경우 필수 통제 구문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이

기 위해서 Agree (S, JH)가 필수적이어야 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Agree (S, JH)는 외

현적인 주어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18  앞에서 간략히 설명했듯이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 외현적인 주어가 나오는 경우 이를 

비문법적이라고 판단하는 제보자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보자 들도 (35)가 de te 

해석을 가지지 않아서 더 문장이 나빠진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또 이 문장을 정문으로 

느끼는 제보자들도 de te 해석을 가지지 않는 것이 문장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는다고 동

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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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제보자들이 3인칭 대명사가 주어로 내포 지시의향 절에 나오는 경우에 비-핵

심 지시의향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문맥: 회사 사장인 철수는 한 사원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전화를 

받았다. 평소 가족 관계를 중시하던 철수는 바로 그 사원의 관리자인 인호를 

불러서 그 사원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 명령했다. 

?(?)철수i-는 인호j-에게 [그k-가  병원에 가-라]-고 명령했다. 

 많은 제보자들이 (37)은 아주 좋지는 않지만 가능한 문장이라고 판단했다.19  실

제 명령에 의해서 행위를 하는 당사자가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가 아닌 경우에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가 내포절의 주어의 행위를 강하게 ‘관할’할 수 있는 환경

에서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20 특히 이러한 문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

야기한 제보자들의 경우도, 이러한 문장이 다음과 같이 주절에 사용된 경우보다는 

훨씬 더 허용 가능하다고 대부분 판단했다.21 

 문맥: 회사 사장인 나는 한 사원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전화를 받

았다. 평소 가족 관계를 중시하던 나는 바로 그 사원의 관리자인 인호를 불러

                                                        
19  이러한 구문은 매우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다른 언어에서 비-핵심 명령 의미가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해석만이 가능하지 완전히 

자유롭게 자의적인 해석이 나타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까지 ‘의

향절’ 통제 구문이 나타나는 경우 자의적 해석의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많은 영향

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문맥을 가정하는 사람만이 어느 정도 자의적인 해석

이 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비-핵심 명령 의미를 받아

들인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문장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 
20 이러한 해석은 ‘도록’ 통제 구문의 비-재구조화 구조에서 나오는 해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의향절’ 통제 구문의 경우에 해석상의 제약이 더 강하다. ‘도록’ 통제 구문과 

다르게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가 비-핵심 명령 의미가 성립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

떤 행위를 해야만 한다는 문맥이 추가 되어야만 문장이 성립된다(Seo & Hoe in preparation).   
21 혹자는 이렇게 문법성이 완전하지 않은 구문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

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Zanuttini (2008)에서 밝히고 있듯이 비-핵심 명령 의미 자체가 

가능한 언어에서도 일반 모국어 화자에게는 매우 낯선 해석인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주

절과 내포절의 지시의향 핵의 특징을 Zanuttini (2008)이나 Zanuttini et al. (2008)의 논의와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문을 다룰 수 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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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 사원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호, 그 사원k-이/그k-가 병원에 가-라! 

 즉 (37)과 (38) 사이에 문법성의 차이가 있다면 이는 PZP&P의 설명에 큰 문제를 

야기한다. PZP&P와 그 이후의 논의인 Zanuttini et al. (2012)의 경우 한국어의 지시의

향 절에서는 Agree (S, JH)가 필수여야 한다고 보았고, 이에 대한 가장 큰 근거는 

바로 (38)이 비문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37)이 어느 정도 허용 가능하다면, 이는 

내포 지시의향 절은 주절에서와 다르게 Agree (S, JH)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일종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PZP&P의 

설명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특히 (37)의 해석이 비-필수 명령 해석과 유사

한 속성을 가진다는 것은, Agree (S, JH)가 일어나지 않을 때 지시의향 문이 갖는 

해석과 ‘의향절’ 통제 구문의 내포 지시의향 절이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Agree (S, JH)가 내포 지시의향 절에서 필

수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려면, 우선 왜 주절이 아니라 내포절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PZP&P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4.2.2.4. 문제점에 대한 정리 

 지금까지 PZP&P의 설명이 ‘의향절’ 통제 구문을 설명할 때 겪는 문제점에 대해

서 살펴보았다. 가장 큰 문제는 영주어와 내포 지시의향 핵 사이에 Agree (S, JH)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만약 Agree (S, JH)가 필수적이라면 왜 영주

어의 결속 변항이 내포 지시의향 핵의 인칭 자질을 가지지 않는지를 설명할 수 

없고 또 3인칭 대명사가 내포절의 주어로 나왔을 때 생기는 문제들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결속 변항이 통제어와 일치하는 3인칭 자질을 가지는 것을 영주어인 pro가 

통제어와 일치하는 3인칭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가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는 것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때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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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 (S, JH)가 없다면, 왜 영주어가 나왔을 때 필수 통제 구문으로 해석되어야 하

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즉, ‘의향절’ 통제 구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3인

칭 대명사가 내포절의 주어로 나왔을 때 나타나는 특징과 영주어가 내포절의 주

어로 나타났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PZP&P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향절’ 통제 구문이 왜 부분 통제 구문

인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 내포절의 주어는 내포

절의 지시의향 핵과 Agree (S, JH)를 가질 수 있을 뿐, 통제어와 어떤 관계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일반적인 부분 통제 구문으로 확장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통제어와 영주어 사이에 통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 왜 

영주어나 영주어의 결속 변항이 통제어와 완전히 일치하는 인칭 자질을 가져야 

하는지도 쉽게 설명할 수 없었다. 

 이 논문은 PZP&P의 이러한 문제점이 ‘의향절’ 통제 구문을 일종의 직시 전환 

구문으로 설명하려고 한 데서 나온다고 본다. 사실 PZP&P의 설명은 너무 자의적

인 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존재하는 수많은 언어 중에서 ‘직시 전환 구문’

이 나타날 수 있는 1/2인칭 자질을 가진 언어가 매우 적다(Landau 2013). 이에 더

하여 한국어는 일반적인 1/2인칭 대명사는 직시 전황이 일어날 수 없는데, 지시의

향 핵이 가지는 1/2인칭 자질은 직시 전환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설명은 유형

론적으로나 이론 내적으로나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즉, 지시의향 핵의 성

격을 가지고 주절의 지시의향 절과 내포절의 지시의향 절의 특성을 동일한 방식

으로 설명하려고 한 PZP&P의 시도는 타당하지만, 동일한 지시의향 핵이라 하더라

도 나타나는 환경에 따라 다른 통사/의미적 특성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

고 이 둘을 모두 설명하기 위해서 ‘직시 전환이 가능한 1/2인칭 자질’이라는 특별

한 자질을 설정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논문은 ‘의향절’ 통제 구문이 일반적인 부분 통제 구문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인 것으로 보고 논의하려고 한다. 즉, 내포 지시의향 절이 나

타날 수 있는 환경이 일반적인 부분 통제 구문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의 특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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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때 나타나는 부분 통제 구문의 특징을 통해 분

석해 보면 지시 의향절이 가지는 특징을 더 잘 설명하면서도 ‘의향절’ 통제 구문

의 특성을 오히려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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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부분 통제 환경에 대한 새로운 제안: 명제 태도  

    문맥과 부분 통제 환경 

 이 논문은 부분 통제 환경을 ‘의향절’ 통제 구문의 통제 보어가 특별한 담화조

응 화행핵(logophoric SpeechActP)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해 명제태도 문맥에 통

사적으로 담화조응되는 구조로 설명하려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PRO가 최소 대

명사라는 입장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최소 대명사가 명제태도 문맥에서 어떻게 de 

se/te 해석을 가질 수 있는지를 통제 보어의 구조를 통해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담화조응 화행핵에 의한 설명은 4.2절에서 살펴본 직시 전환 구문에 기반

한 설명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4.3.1. 담화조응 화행핵과 명제태도 문맥 

4.1절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의향절’ 통제 구문이 형성되려면 통제 보어로 

내포 지시의향 절이 나타나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주절의 통제 동사로 일종의 발

화와 관련된 명제태도 동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분 통제 동

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명제태도 문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입장에서 2.2.4절에서 살펴본 Landau (2013)의 논의를 따라 명제태

도 문맥에 통제 보어가 담화조응(logophoric anchoring)될 때 부분 통제 구문이 형성

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간단하게 담화조응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Landau (2013)는 Bianchi (2001, 2003)를 따라 주절의 동사가 명제태도 문맥을 형

성할 때 내포절의 사건이 이 명제태도 문맥에 담화상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때 명제태도 문맥은 일종의 간접 대화 문맥으로서, 화자나 청자에 대한 정보와 

시제에 대한 정보를 명제태도 동사로부터 얻게 된다. 예를 들어 ‘명령하다’ 일반적

인 평서문을 내포절로 선택한 경우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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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수i-가 영희j -에게 [그k/?-가/그녀j-의 아들k-이 집에 가-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 경우 ‘명령하다’ 동사는 일종의 간접 대화 문맥으로서의 명제태도 문맥을 형

성한다. 이때 주절의 주어는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가 되고 목적어는 ‘청자’가 되

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내포절의 사건에 대한 참여자는 모두 명제태도 문맥의 화

자와 청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판단되고, 내포절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도 주절의 

‘명령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판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39)

의 ‘그’가 주절의 ‘철수’와 공지시한다면 ‘그’는 명제 태도 문맥의 ‘화자’에 공지시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내포절의 ‘집에 가는 사건’은 주절의 ‘명령 사건’보다 후

행하는 사건이 되어야만 한다. Bianchi (2001, 2003)는 이렇게 명제태도 동사가 사용

되었을 때 내포절의 사건이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 청자, 시제>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판단(evaluation)되는 상황을 담화조응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Bianchi는 

이에 대해 그저 (39)처럼 화용/의미적으로 담화조응이 일어나서 수의적인 경우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담화조응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이러

한 상황에서 필수 통제 구문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a. 철수i-가 영희j -에게 [ _i/*j/*k 집에 가-겠-다]-고 약속했다. 

b. 철수i-가 영희j -에게 [ _j/*i/*k 집에 가-라]-고 명령했다. 

c. 철수i-가 영희j -에게 [ _i+j/*i/*j/*k 집에 가-자]-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위와 같은 ‘의향절’ 통제 구문의 영주어는 ‘영희’하고만 

공지시 될 수 있는데, 이는 영주어는 명제태도 문맥의 ‘청자’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39)의 ‘그’가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인 ‘철수’와 공지시 될 수

도 있지만 다른 지시체를 가질 수 있는 것과 다르게 이때 영주어의 해석은 꼭 명

제태도 문맥에 의존적이 된다. Bianchi는 이러한 영주어의 해석이 내포절이 명제태

도 문맥에 ‘구조적’으로 담화조응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이 

설명은 Bianchi (2001, 2003)가 가정하는 내포절의 특성과 연결된다.  

 Bianchi (2001, 2003)는 내포절의 특성이 어떠한 대화 문맥과 어떤 방식으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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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직설법 시제를 가지는 

내포절은 직접 대화 문맥과 바로 연결되어서 화자, 청자 그리고 발화 시점에 직접

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접속법 내포절은 기본적으로 직접 대화 문맥과 간

접 대화 문맥에 모두 연결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 경우 간접 대화 문맥과 단순

히 의미/화용적으로 조응되는 경우와 통사적으로 연결되는 경우로 구분된다고 보

았다. 또한 이 중 후자에서 C가 일종의 ‘내적 담화조응 중심(internal logophoric cen-

ter)’이 되며, 이때 필수 통제 구문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부분 통제 환경을 구조적으로 통제 보어가 명제태도 문맥에 담

화조응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Bianchi (2001, 2003)나 Landau (2013)와 다르게 담화조응을 위한 

특별한 화행구(SpeechActP)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에서 문장의 CP-층위에 대화 문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특별한 기능핵인 화행핵이 있다고 보았다(Sigurðsson 2004, Anand 2006, Tenny 2006, 

Baker 2008, Zanuttini 2008, Giorgi 2012 등). 그리고 바로 이 핵이 문장에 나오는 1/2

인칭 대명사를 포함한 모든 직시적(indexical) 요소들을 인허한다고 논의되어 왔다

(Sigurðsson 2004, Tenny 2006, Baker 2008, Giorgi 2012). 즉, 대화 문맥의 화자, 청자, 

시제와 관련된 요소가 모두 화행핵에 명세되어 있고, 이 핵이 1/2인칭 자질을 인

허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타당하다면 Bianchi (2001, 2003) 식으로 대응되는 대화 문맥에 따

라 내포절의 성격을 구분하는 이론은 ‘화행핵’의 특성을 통해서 재해석될 수 있다. 

내포절의 속성이 어떤 대화 문맥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면, 이러

한 연결을 담당하는 기능핵이 내포절의 속성을 결정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역할

을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그렇다면 ‘의향절’ 통제 구문에는 간접 대화 문맥

에 직접적으로 통사적 조응을 하는 ‘담화조응 화행핵’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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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통제 구문에서 담화조응 화행핵의 실현 구조 

 

 그리고 간접 대화 문맥(명제태도 문맥)에 필수적으로 조응하는 화행핵이 존재한

다면, 이때 이 화행핵에 의해서 인허되는 화자나 청자는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나 

청자가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 논문은 기능핵이든 대명사

든 관계없이 이러한 화행핵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화자나 청자와 공지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받아들인다(Sigurðsson 2004, Baker 2008, Preminger 2001 등).22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41)처럼 담화조응 핵과 연결되는 1/2인칭 대명사는 모두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와 청자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편의상 담화조응 화행핵은 특별한 종류의 1/2인칭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다만 이때 ‘자질’이라는 표현은 매우 이론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많은 이론에서 일종의 대화 참여자인 화자에 대응하는 [author] 자

                                                        
22 이러한 입장을 가정하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Baker (2008)을 들 수 있다. 

The Person Licensing Condition (PLC) (Baker 2008, (30)) 
 a. A DP/NP is first person only if it is locally bound by the closest c-commanding S or  

   by another element that is first person. 
 b. A DP/NP is second person only if it is locally bound by the closest c-commanding A or 
   by another element that is itself second person. 

 c. Otherwise, a DP/NP is third person. 

  (저자 주: S = CP 층위에 존재하는 화자에 대응하는 OP or 논항 

           A = CP 층위에 존재하는 청자에 대응하는 OP or 논항) 

이 논문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특별한 화행핵이 존재하고, 이 중 명제태도 문맥에만 

조응하는 특별한 화행핵이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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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나 청자에 대응하는 [addressee]의 자질, 혹은 대화 참여자를 직접적으로 나타

내는 [participant]와 같은 자질을 이용해서 1/2인칭의 형태로 실현되는 문법소들을 

설명하고 있다(Harley & Ritter 2001, Schlenker 2003, McGiniss 2005, Kratzer 2009 등; cf. 

Nevins 2011). 특히 3인칭과의 관계 및 다양한 형태의 1/2인칭 대명사의 유형을 설

명하기 위해서 1/2인칭 형태가 다양한 종류의 조합으로 설명되기도 한다.  

 단수형으로서의 각 인칭 자질의 몇 가지 예시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자질 명세와 관련 없이, 1/2인칭의 대명사의 실현에 

관여하고 내포 지시의향 핵의 각 실현형이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자질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1/2인칭 자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만 이 논문에서 1/2인칭 자질에 대해 가정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 이 

논문은 Kratzer (2009) 등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1/2인칭 자질이 3인칭 자질과 달리 

어느 정도 독립적인 개체(<e> 유형)로 기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받아들인다. 즉, 

1/2인칭 자질 그 자체의 존재가 일종의 논항이나 운용소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23  이러한 1/2인칭 자질이 담화조응 화행핵에 존재한다면 이는 

                                                        
23 이러한 설명은 사실 담화 조응 화행핵이 특별한 운용소(OP)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운

용소와 1/2인칭 자질을 가진 문법 요소가 운용소-변항 관계(operator-variable relation)을 가

진다고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1/2인칭 자질과 이와 

관련된 PRO 그리고 이에 의해서 실현되는 내포 지시의향 핵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

므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화행핵 자체가 1/2인칭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에서 기술 

할 것이다.  

물론 이 논문의 입장은 많은 부분 단지 담화조응 화행핵에 특별한 운용소가 있고, 이에 

의해서 인허되는 모든 1/2인칭 자질을 지는 문법 요소들은 모두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나 

청자를 지칭하게 된다는 설명으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Anand (2006) 식의 직시 전환 구문의 설명과 관련해서 많은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문제

1인칭 2인칭 3인칭 

[author] [addressee] ø 

[+author, -addressee] [-author, +addressee] [-author, -addressee] 

[+author, + participant] [-author, +participant] [-author, -partici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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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제태도 문맥의 화자와 청자와만 대응될 수 있는 자질이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

은 이러한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질을 편의상 담화조응 1/2인칭 자질

(logophoric 1st/2nd person feature)라고 지칭한다.24 이러한 가정이 타당하다면 담화조

응 1/2인칭 자질과 대응되는 모든 문법 요소는 1/2인칭 자질을 공유하게 되면서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나 청자와 공지시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담화조응 

화행핵과 필수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문법소인 X가 존재한다면, 그 둘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담화조응 화행핵 [담화조응 1/2인칭 자질: x] 

 

 X [담화조응 1/2인칭 자질: x] 

                                                                                                                                                        
점이 있다. Anand (2006)은 직시전환 현상을 문맥을 간접 대화 문맥으로 변환시키는 특별

한 운용소가 존재하고 이 운용소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1/2인칭 자질을 가지는 문법 

요소들은 전환된 문맥의 화자/청자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어느 정도 이 논문의 가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Anand에서 

가정하는 운용소는 ‘문맥’ 자체를 덮어 쓰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 논문처럼 명제태도 

문맥에 조응되는 특성을 설명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또 이 논문의 가정은 모든 1/2인칭 

자질을 가지는 문법요소가 아니라 담화조응 화행핵과 통사적으로 연결이 되는 개체들만

이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나 청자와 공지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영향권 내의 모든 1/2

인칭 문법소가 전환된 문맥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Anand의 운용소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문이 운용소를 사용하지 않고 자질로 설명하는 것은 이러한 이론과의 혼란

을 방지하는 측면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4.3.4절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24  담화조응 1/2인칭 자질이 ‘의향절’ 통제 구문의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해서 PRO를 

일종의 담화대용어로 볼 수는 없다. 뒤에 더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이때의 인칭 자질은 

PRO와 절대 어떠한 통사/의미적 관계도 맺지 않는다. 그리고 ‘담화조응’이라는 표현을 써

서 이때의 1/2인칭 자질이 절대 직접 대화 문맥의 1/2인칭 대명사와 공지시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직접 대화 문맥의 화자나 청자가 통제 동사의 논항으로 선택된다면 

다음과 같이 문장이 성립하는 것이다. 

(i) 철수i-는 나j-에게 [ _j 집에 가-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이 논문에서 가정하는 담화조응 1/2인칭 자질의 특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 가정하는 담화조응 1/2인칭 자질은 연결된 논항이 명제태도 문맥

의 화자와 청자에 대응한다는 것만을 강제하는 것이므로 만약 직접 대화 문맥의 화자와 

청자가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나 청자와 같아지는 (i)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모순을 일

으키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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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담화조응 화행핵이 특별한 1/2인칭 자질을 가진다고 가정하는 것은 또 

한 가지 장점이 있다. 우선 이 논문은 담화조응 화행핵이 특별한 접속법 내포절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질(혹은 운용소, 각주 23 참조)은 범언어

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담화조응 1/2인칭 자질은 통사적으로 

담화조응하는 접속법 내포절을 가지는 모든 언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PZP&P의 직시 전환 자질에 기반한 설명보다는 더 보편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

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타당하다면, ‘의향절’ 통제 구문이 주절의 명제태도 동사가 

일으키는 간접 대화 문맥에 통사적으로 담화조응하는 이유는 이러한 담화조응을 

강제하는 ‘담화조응 화행핵’의 존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

한 방식으로 ‘의향절’ 통제 구문을 설명하는 것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한 문제가 있다. 

 앞에서 가정한 것처럼 1/2인칭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문법 요소가 반드시 담화조

응 화행핵과 통사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면, 내포 지시의향 핵은 본유적으로 1/2

인칭과 연결되어야 하므로 담화조응 화행핵과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 논문

은 이러한 관점에서 담화조응 화행핵과 내포 지시의향 핵은 일치작용을 통해 연

결되어야 한다고 가정한다.25 

  

                                                        
25 이와 유사한 가정은 이미 Zanuttini (2008)에서도 제안된 바 있고 또 유사한 논의가 Park 

(2011)에서도 다루어지기도 했다. 이 중 Park (2011)의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ark 

(2011)은 통제 보어에 화자에 대응하는 기능핵과 청자에 대응하는 기능핵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Baker (2008)를 따라 이러한 기능핵이 내포 지시의향 핵이 가지고 태

어나는 1/2인칭 자질을 인허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Park (2011)의 입장은 본 

근본적으로. 내포절의 영주어가 명제태도 문맥에 연결되어야 하는 주 이유가 화자와 청자

에 대응하는 기능핵의 특성이 아니라 내포 지시의향핵이 가진 직시 전환이 가능한 1/2인

칭 자질이라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논문과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논문은 

직시 전환이 가능한 1/2인칭 자질의 존재 자체를 문제시 삼고 있으므로 Park (2011)의 주

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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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포 지시의향 핵의 인칭 자질 결정 

 

 (44)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가정은 왜 지시의향 핵이 내포절에서도 1/2인칭 

자질의 실현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26 

 그러나 4.2.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만약 ‘의향절’ 통제 구문의 통제 보어 내부에 

1/2인칭 자질이 존재한다면, 부분 통제 구문의 영주어는 언제나 통제어와 인칭 자

질을 포함한 파이-자질이 일치되어야 하므로 절대로 영주어로 전이 혹은 공유되어

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이는 이러한 환경에서 영주어가 담화조응 화행핵이나 내

포 지시의향 핵, 혹은 둘 다와 아무런 통사적 관계를 가질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을 

                                                        
26 이러한 연관 관계의 설정이 타당하다면 왜 담화조응 화행핵이 있는 경우에만 내포 지시

의향 핵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시의향 문은 실제 

대화 문맥의 참여자 들과의 관계에서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내포 지시의향 핵이 나타나

기 위해서는 내포절의 화자/청자가 필수적으로 명제태도 문맥 (혹은 간접 대화 문맥)에 

연결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에서 내포절에 명령문이 나타날 수 있는 환

경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Thomas (2014)는 Mbyá어를 다루면서 일종의 간접 대

화 문맥과 관련된 증거성 표지(evidential marker)가 나타나는 경우에만 내포 명령문을 인허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Crnič & Trinh (2009)은 영어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내포 명령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포 명령문의 주어가 영어에 존재하지 않는 직시 

전환 대명사로 기능하는 경우에만 내포 명령문이 인허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논

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접 대화 문맥과의 필수적인 연결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

성 중 하나가 바로 담화조응 화행핵을 통해서 구현되는 Bianchi (2001, 2003) 식의 접속법 

내포절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을 성급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다. 우선 중요한 것은 많은 언어에서 내

포절에 명령문을 포함한 지시의향 문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Han 1998 등). 그러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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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의향절’ 통제 구문의 통제 보어의 영주어와 그 인칭 제약 

 

 즉, 담화조응 화행핵은 왜 내포 지시의향 핵과는 통사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지

만 영주어와는 직접적으로 통사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지, 그리고 내포 지시의

향 핵은 왜 영주어와 직접적인 통사 관계, 즉 Agree (S, JH)를 맺을 수 없는지 설명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 소절에서는 이 두 문제 중 우선 영주어와 내포 지시의향 핵 간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이에 따라 드러나는 영주어의 특성을 통해 영주어와 담화조응 화

행핵 간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4.3.2. 접속법 내포절의 특성과 PRO 그리고 Agree (S, JH) 

4.3.2.1. 내포 지시의향 절과 접속법 내포절 

‘의향절’ 통제 구문의 다양한 속성을 설명하면서 PZP&P는 내포 지시의향 절에

서 내포 지시의향 핵과 영주어사이의 관계는 필수적인 Agree (S, JH)에 의해서 이

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은 4.2.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영주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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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칭 자질을 가질 수 없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 그렇다면 Agree (S, 

JH)가 일어날 수 없지만 이 경우 필수 통제 해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수 있다면 왜 영주어가 내포 지시의향 핵으로부터 1/2인칭 자질을 얻지 않는지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Agree (S, JH)가 일어날 수 없는 환경은 4.2.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어가 이미 격을 부여받았을 때, Agree (S, JH)가 일어날 수 없다는 

Zanuttini (2008)의 가정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의향절’ 통제 구문의 경우 영주어가 내포 지시의향 핵의 존재 여부와 상

관없이 T에 의해서 주격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다음의 예시를 보면 쉽

게 증명이 된다. 

 a. 철수i-는 영희j-에게 [ _j
+ [세 명]j

+-(이) 집에 가-라]-고 명령했다. 

b. 철수i-는 영희j-에게 [ _i+j
+ [세 명]i+j

+-(이) 집에 가-자]-고 제안했다. 

c. 철수i-는 영희j-에게 [ _i
+  [세 명] i

+-(이) 집에 가-겠-다]-고 약속했다. 

 (46)은 주절의 논항이 모두 단수인 경우에도 복수의 의미를 지닌 유동 양화사가 

내포절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때 이 유동 양화사와 연

계될 수 있는 명사구는 내포절의 영주어 밖에 없다. 이는 2장에서 논의했던 예문

과 유사한 다음 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맥: 영희의 집이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일손이 필요한데 필요 인원을 구하지 

못해서 영희가 힘들어하고 있었다. 게다가 동아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부회

장인 영희는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동아리의 회장인 철수는 영희

에게 철수와 영희는 못 가지만 약간 무리를 하면 동아리에서 세 명 정도는 

이사를 도우러 그녀의 집에 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철수가 영희에게 세 명(-이) 집에 가-자-고 제안했다. 

 (47)은 영주어가 지칭하는 복수의 개체에서 통제어인 ‘철수’와 ‘영희’가 배제되

는 경우에는 문장이 비문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렇게 유동 양화사와 연계된 

개체에 통제어가 꼭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기서 비-필수 통제 구문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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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통제 해석을 야기하는 영주어에 복수의 유동 양화사가 연계될 수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문맥: 영희의 집이 이사를 가게 되어서 일손이 필요한데 필요 인원을 구하지 

못해서 영희가 힘들어하고 있었다. 게다가 동아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부회

장인 영희는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동아리의 회장인 철수는 영희

에게 철수 자신은 못 가지만 약간 무리를 하면 동아리에서 영희를 포함한 세 

명 정도는 이사를 도우러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철수가 영희에게 세 명(-이) 집에 가-겠-다-고 약속했다. 

 (48)이 비문이라는 것은 ‘세 명’에 통제어인 ‘철수’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46)과 (48)의 유동 양화사들은 부분 통제 구문의 

영주어에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어에

서 격이 있는 유동 양화사는 연계된 명사구의 격과 동일한 격을 가져야 하므로

(Cho 2000, Fitzpatrick 2006 등) 이때의 부분 통제 구문에서 영주어가 지닌 격은 주

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Sigurðsson 2008). 따라서 (46)은 한국어의 부분 통제 구

문의 내포절은 독립적으로 영주어에 ‘주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46c)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제 보어에 ‘-겠-’이 나오는 경우도 동일한 

부분 통제 구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준다. 또한 내포 지시의향 핵이 

존재하지 않는 (46c)는 부분 통제 구문의 구조격이 내포 지시의향 핵에 의해서 부

여되는 것이 아니라 통제 보어의 C-T 층위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는 점에 대한 증거도 되는 것이다. 여기서 어떻게 부분 통제 구문의 통제 보어에

서 주격이 부여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만약 ‘의향절’ 통제 구문의 통

제 보어가 4.3.1절에서 가정한 것처럼 접속법 내포절이라면 이때 왜 주어에 주격

이 부여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연구에서 접속법 내포절을 일종의 한정절(finite clause)로 보면서, ‘한정절’

의 중요한 특징은 주격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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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anchi 2001, 2003, Landau 2004, Lee 2009, Amritavalli 2014, Sundaresan 2014 등). 이러

한 논의를 받아들이면 통사적으로 담화조응이 일어나는 접속법 내포절이 나올 때 

부분 통제 구문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때 내포절의 영주어가 주격을 받을 수 있

다는 것을 동시에 설명할 수 있다. 또 이렇게 접속법 내포절을 특별한 성격을 가

진 한정절로 볼 수 있다면 양동휘(1984)를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Lee 2009, Park 

2013 등)에서 ‘의향절’ 통제 구문을 일종의 한정 통제 구문으로 분류하여 설명하

려 했던 특징들도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의향절’ 통제 구문의 통제 보어가 접속법 내포절이라는 또 다른 

근거가 존재한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살펴보자. 

 a. 철수는 영희가 집을 떠나-겠-다고 생각했다.   (의도, 추측) 

b. 철수는 영희에게 집에 가-겠-다고 약속했다.   (의도, *추측)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양상소는 Kratzer (1981) 이래로 다양한 연구에서 대부분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49a)에서 볼 수 있듯이 ‘-겠-’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준다. (49a)를 보면 ‘생각하다’가 주절의 동사로 사용된 내포절에서 ‘-

겠-’은 철수의 ‘추측’에 대한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고, ‘영희의 의도(자유의지)’와 

관련된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하지만 (46c)나 (49b)와 같이 부분 통제 구문에

서 ‘-겠-’이 사용되면 절대로 인지적 양상소로 해석이 되지 못하고 간접 대화 문맥

의 ‘화자’가 지니는 의도(자유의지)를 나타내는 비-인지적 해석만 가질 수 있다. 3

장에서 살펴본 Anand & Hacquard (2013)의 논의를 따르면 이러한 차이는 (49b)의 

내포절이 접속법 내포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a. 철수는 [영희가 무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판단했다  (추측, 당위) 

  /믿었다. 

b. 철수는 [영희가 집에-있어야 한다]-고 빌었다/설득했다  (*추측, 당위) 

  /요구했다  

 Anand & Hacquard (2013)는 명제태도 동사를 (50a)처럼 내포절에서 인지 양상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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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할 수 있는 동사 부류와, (50b)처럼 허가할 수 없는 동사 부류로 구분하고 이

러한 구분은 명제태도 문맥의 속성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Anand & Hacquard 

2008, 2013). 우선 Anand & Hacquard (2013)는 명제태도 동사를 믿음 기반 명제태도 

동사와 소망 기반 명제태도 동사로 구분하였다. 먼저 믿음 기반 명제태도 동사에 

속하는 동사들은 다음과 같다. 

 믿다, 생각하다, 주장하다, 발견하다, 밝히다, 여기다, 말했다27 등. 

 다음으로 소망 기반 명제태도 동사에 속하는 동사는 다음과 같이 소망/의향의 

의미와 연관된 동사들이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설득하다, 제안하다, 요구하다, 요청하다, 부탁하다,  

말하다 등. 

 이러한 구분을 따르면 (51)의 동사부류는 (50a)에서 볼 수 있듯이 내포절에 인지 

양상소를 인허할 수 있고, (52)의 동사부류는 (50b)에서 볼 수 있듯이 인지 양상소

를 허가할 수 없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Anand & Hacquard (2013)은 

이러한 두 부류의 명제태도 동사의 내포절이 서로 다른 속성을 보이는 것은 단순

히 명제태도 동사의 ‘의미 차이’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로망스

어에 대한 자세한 조사 연구를 통해서 소망 기반 명제태도 동사가 일반적으로 접

속법 내포절을 자신의 내포절로 가진다는 사실을 밝히고, 내포절에 인지적 양상소

가 허가되지 못하는 이유를 접속법 내포절의 특징에서 찾았다.  

 Anand & Hacquard (2013)는 믿음 기반 명제태도 동사의 보어는 일반적인 직설법 

내포절이며, 이 경우 내부의 인지적 양상소의 태도 담지자를 인허할 수 있는 정보

                                                        
27 ‘말하다’의 경우는 믿음 기반 명제태도 동사와 소망 기반 명제태도 동사로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순수한 발화 동사로 기능할 수 있는 동사들이 가지는 특징인 것 같다. 예

를 들어 ‘밝히다’의 경우도 ‘어떤 새로운 내용을 새롭게 발견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

의 의사를 말로 표현했다’는 발화동사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는 소망 기반 명제 태도 동

사로 사용될 수 있다. ‘말하다’와 같은 동사가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Anand & Hacquard (2008)에서 간단히 다루고 있다. 



236  한국어 필수 통제 구문 연구 

 

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명제태도 동사의 태도 담지자가 내포절의 인지적 

양상소의 태도 담지자로 연결될 수 있게 되는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편 믿

음 기반 명제태도 동사들과 달리 소망 기반 명제 태도 동사의 내포절인 접속법 

내포절은 단순히 문맥상으로 결정지어진 대체항들의 집합일 뿐이며(Villalta 2008), 

이러한 내포절의 의미에는 내부의 인지적 양상소의 해석을 위해서 연결될 수 있

는 적절한 정보인 ‘명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28 즉, 인지적 양상

소가 내포절에서 인허될 수 없는 이유에 명제태도 동사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명

제태도 동사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내포절의 통사적 특성이 더 영향을 미친다

고 본 것이다.  

 이러한 Anand & Hacquard (2013)의 논의를 따른다면 (46c)나 (49b)의 내포절은 ‘접

속법 내포절’이기 때문에 내부에 인지적 양상소를 허가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

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부분 통제 구문으로서 ‘의향절’ 통제 구문의 내포절도 동

일하게 ‘접속법 내포절’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한국어의 부분 통제 구문이 나

타나면 그 통제 보어는 모두 일종의 접속법 내포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

로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부분 통제 구문이 나타날 수 있는 

통제 동사들이 모두 소망 기반 명제태도 동사라는 점도 이러한 가정의 근거가 된

다.  

 a. 철수i-는 영희j-에게 [ _j
+ 집에 모이-라]-고 명령했다/타일렀다/요구했다 

  /충고했다/권고했다/말했다. 

b. 철수i-는 영희j-에게 [ _i+j
+ 오후에 모이-자]-고 설득했다/제안했다/요청했다 

  /권고했다/부탁했다/말했다. 

 *철수i-는 영희j-에게 오후에 집에 가-라/자-고 믿었다/생각했다/주장했다/ 

 발견했다/여겼다. 

                                                        
28 Anand & Hacquard (2013)에서는 3장에서 논의한 Hacquard (2006)의 ‘명제 내용’과 유사한 

개념으로 ‘믿음 세계에 대한 정보 상태(informational state)’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이

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는 더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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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덧붙여서 (55)를 보면 믿음 기반 명제태도 동사와 소망 기반 명제태도 동

사 양쪽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말하다’와 같은 동사도 부분 통제 구문으로 사용되

면 절대로 ‘-겠-’이 추측의 의미를 가진 인지적 양상소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 철수i-는 영희j-에게 [ _i/*j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  (의도/*추측) 

b. 영희는 [내일 아마 비가 오-겠-다]-고 말했다.    (추측/*의도) 

 즉, (55a)와 (55b)의 차이는 부분 통제 구문의 내포절은 모두 ‘접속법 내포절’이

라는 것을 더 강하게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 ‘-겠-’이 절대 추측의 의미를 가

진 인지적 양상소로 결코 사용될 수 없다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

식은 그때의 내포절에 인지적 양상소를 인허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며, 이는 (55a)의 내포절이 접속법 내포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설

명은 왜 다음과 같은 부분 통제 구문에서 통제 보어에 다른 독립적인 시제나 양

상소가 나타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a. *철수는 영희에게 [집에 가-ㄴ/ㅆ/-겠-마]-고 약속했다. 

b. *철수는 영희에게 [집에 가-ㄴ/ㅆ/-겠-라]-고 명령했다. 

c. *철수는 영희에게 [집에 가-ㄴ/ㅆ/-겠-자]-고 제안했다. 

 a. *철수는 영희에게 [집에 가-야 하-마]-고 약속했다. 

b. *철수는 영희에게 [집에 가-야 하-라]-고 명령했다. 

c. *철수는 영희에게 [집에 가-야 하-자]-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부분 통제 구문의 통제 보어를 통사적 담화조응을 강제하는 접속법 

시제절로 간주했을 때 생기는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음 소절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내포 지시의향 핵이나 담화조응 화행핵이 왜 영주어와 통사적 

관계를 맺을 수 없는지 영주어의 특성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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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PRO의 특성, 그리고 Agree (S, JH)의 부재 

 4.3.2.1절에서는 ‘의향절’ 통제 구문을 포함한 부분 통제 구문의 경우 통제 보어가 

접속법 내포절이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영주어의 속성

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가능성은 Landau (2004)를 따라 ‘의향절’ 

통제 구문의 영주어를 PRO로 보는 것이다. 이는 ‘의향절’ 통제 구문의 통제 보어

가 접속법 내포절로서 일종의 한정 통제 구문을 형성한다는 것에 기반한 것이다. 

 Landau (2004)는 다양한 한정 통제 구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때 통제 보어의 

T는 주격을 부여할 수 있고 PRO는 주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것은 한정 통제 구문의 특성 중 가장 전형적인 특징으로서 연구되어 왔다(Landau 

2004, 2008, Sigurðsson 2008, 등).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면 ‘의향절’ 통제 구문의 

영주어 PRO는 T로부터 미리 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왜 Agree (S, JH)

가 일어날 수 없는지 확실히 설명할 수 있다.29 Zanuttini (2008)가 논의에서 살펴보

았듯이, T와 영주어가 독립적으로 일치작용을 가지고 이때 주격을 부여할 수 있다

면 지시의향 핵과의 Agree (S, JH)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의향절’ 통제 구문의 영주어를 PRO로 가정하면 왜 Agree (S, JH)가 존재하

                                                        
29 각주 6에서도 언급하였듯이 Zanuttini et al. (2012)에서는 Agree (S, JH)의 동인이 약간 바뀌

었다. Zanuttini et al. (2012)은 T가 파이-자질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T와 지시의향 핵이 하

나의 뭉치(bundle)가 되어서 동시에 하나의 목표(Goal)와 일치작용을 하게 된다고 보았다. 

즉, 격은 언제나 T와 관련된 문제이고, T가 파이-자질을 가지고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Agree (S, JH)의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은 ‘의향절’ 통제 구문

을 설명할 수 없다. 우선 이 논문이 ‘의향절’ 통제 구문의 내포절을 접속법 내포절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어의 접속법 내포절의 T에 파이-자질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이 경우 내포절의 T가 파이-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AGR]이 되므로 Landau 

(2004)가 제시한 부분 통제 구문의 인허 조건을 어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

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각주 6에서 밝혔듯이 Zanuttini (2008)의 입장을 

따라서 ‘격 부여’ 여부로 Agree (S, JH)의 발생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어의 특

성과 ‘의향절’ 통제 구문의 특성을 모두 설명하기 위해서 Zanuttini (2008)와 다르게 ‘격 부

여’는 파이-자질보다는 ‘한정성’와 연관이 있다는 Bianchi (2003)나 Amritavalli (2014)의 입

장을 받아 들여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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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도 필수 통제 해석이 나오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Zanuttini et al. 

(2012)은 지시의향 핵과 영주어 사이에 Agree (S, JH)가 발생하지 않으면 영주어가 

비-핵심 지시의향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만약 ‘의향절’ 통제 구문에

서 Agree (S, JH)가 일어나지 않아서 비-핵심 지시의향 의미가 도출될 수 있다면, 

이때 내포 지시의향 절의 행위자는 내포 지시의향 핵의 인칭 자질과 반드시 동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일종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의향절’ 통제 

구문은 언제나 필수 통제 해석만이 가능하므로, Agree (S, JH)가 없이 어떻게 비-핵

심 지시의향 의미를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 이를 설명하기 위

해서 이 논문은 PRO가 최소 대명사라고 가정할 것이다(Kratzer 2009, Landau 2013). 

이때 PRO는 통제어와 변항 결속 관계를 가져야 하고, 이러한 변항 결속 관계는 

다음과 같이 Agree (S, JH)를 대체할 수 있다.30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 PRO의 통사/의미적 관계 

 

 앞에서 가정한 것처럼 ‘의향절’ 통제 구문의 내포절이 주절의 통제 동사가 야기

한 명제태도 문맥에 담화조응한다면, 이때 내포 지시의향 절이 담화조응한 간접 

                                                        
30 만약 핵심 지시의향 의미를 Agree (S, JH)에서 일어나는 좁은 의미로 본다면 ‘의향절’ 통

제 구문에서 PRO가 영주어로 나온 경우 발생하는 의미는 유사 핵심 지시의향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논문은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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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문맥의 화자는 주절의 외부 논항이 될 것이고, 청자는 주절의 내부 논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최소 대명사인 PRO는 통제어와 필수적으로 결속 관계를 가져

야 한다. 그렇다면 이때 PRO는 필수적으로 통제어와 동일한 지시체를 지칭해야 

하며, 이때의 지시체는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 아니면 청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PRO와 통제어 간의 변항 결속관계가 필수적으로 일어난다면 Agree (S, JH)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비-핵심 지시의향 의미가 나타날 수 없게 된다. 

 이에 더해서 PRO를 최소 대명사로 가정하면 또 다른 장점이 있다. Landau (2013)

에서 논의하였듯이 이러한 설명은 기존의 일치작용 기반 이론과 달리 왜 통제어

와 PRO 사이에 일종의 통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

다(Kratzer 2009, Landau 2013). 예를 들어 Landau (2000, 2004)의 경우는 일치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 R-부여 규칙 같은 부자연스러운 규칙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규

칙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왜 PRO와 통제어 사이에 일치작용이 촉발되는지 설명하

기 어려운 것이다(Landau 2013). 또한, PZP&P의 경우는 통제 관계자체를 형성할 수 

없었다. 하지만 PRO가 최소대명사라면 이때 PRO가 가지는 재귀적인 속성도 설명

할 수 있고, 동시에 왜 통제어와 변항 결속 관계가 필수적인지도 설명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자신의 파이-자질을 결여하고 태어난 최소 대명사는 선행사

와의 변항 결속 없이는 자신의 LF, PF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PRO를 최소대명사로 보는 설명은, 특히 ‘여격’을 가지는 내부 논

항(혹은 후치사구)이 통제어가 될 수 있는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 Landau (2000, 

2004)식의 일치작용 없이도 통제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Landau는 

실질적으로 PRO와 일치작용을 가지는 것은 통제어와 먼저 일치작용을 가진 기능

핵이라고 보았으므로 만약 이때의 내부 논항이 구조격을 결여하고 있으면 어떻게 

최초에 주절의 v와 일치작용을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하기가 더 어렵다. 하지만 변

항 결속 관계로 통제 관계를 설명하면 이러한 문제를 피하면서도 왜 통제 관계가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영주어를 최소 대명사인 PRO로 가정하면 장점이 또 하나 있다. 이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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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4.3.1절에서 담화조응 화행핵이 내포 지시의향 핵과는 일치작용을 가지면서 영

주어와는 아무런 일치작용이나 결속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고 가정하였다. 이것은 

영주어가 PRO라면 설명이 가능하다. 

이 논문은 담화조응 화행핵과 내포 지시의향 핵과의 일치작용은 Baker (2008)나 

Preminger (2011)에서 가정한 것처럼 모든 1/2인칭과 관련된 요소는 화행핵과 일치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원리에 의해서 촉발(trigger)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시의향 핵은 본유적으로 1/2인칭 자질에 대한 명세가 필요하므로, 이 둘 간의 

일치작용은 1/2인칭 자질의 특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Baker 

2008, Preminger 2011, Zanuttini et al. 2012).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면 담화조응 화행핵은 ‘본유적으로 1/2인칭과 관계

가 있는 요소’와의 사이에서만 ‘인칭 자질’의 일치작용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Baker (2008)나 Preminger (2012)의 주장과도 어느 정도 어울

린다. 이 논문의 가정은 1/2인칭 자질이 외현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요소들은 반드

시 일종의 화행핵과 결속관계를 가져야 함을 보장한다.31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PRO는 단지 순수한 최소 대명사일 뿐이므로 본유적으로 1/2인칭과 연결되

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 만약 최소 대명사가 화행핵과 직접적

으로 일치작용을 할 수 있다면, 모든 재귀사가 적절한 1/2인칭 대명사인 선행사가 

없더라도 주어의 위치에서 자유롭게 1/2인칭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는 왜 PRO와 담화조응 화행핵 사이에 일치작용이 일어나

지 않는지를 설명해 준다.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 이 논문은 화행핵이 가지는 1/2인

칭 자질은 그 자체가 일종의 개체로서 잠재적인 결속자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담화조응 화행핵의 1/2인칭 자질이 일종의 결속자가 되어 PRO를 변항 

                                                        
31 정확하게 말하면 Baker (2008)이나 Preminger (2012)는 1/2인칭 대명사나 관련된 기능핵에

서 1/2인칭과 관련된 일치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제약하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나타나는 ‘주어’와 화행핵의 관계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므로 이에 대해 

더 자세한 논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242  한국어 필수 통제 구문 연구 

 

결속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Kratzer (2009)

는 1/2인칭 자질은 다른 인칭 자질과 다르게 ‘개체’로서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어

서 그 자체가 대명사와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따르

면 담화조응 화행핵의 1/2인칭 자질 자체가 최소 대명사인 PRO에 대한 잠재적인 

결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항 결속이 가능하다면 역시 재귀사

가 주어의 위치에서 1/2인칭으로 자유롭게 해석될 수 있다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

므로, 최소 대명사인 PRO는 담화조응 화행핵과는 직접적으로 구조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내포 지시화행 핵은 PRO와 달리 본유적으로 

1/2인칭 자질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화행핵의 1/2인칭 자질에 의해서 일치작용이 

일어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타당하다면 ‘의향절’ 통제 구문의 영주어인 PRO가 어떻게 1/2인

칭 자질의 방해를 받지 않고 통제어와 언제나 동일한 인칭 자질을 가지게 되는지

도 설명할 수 있다. 최소 대명사인 PRO는 담화조응 화행핵이나 내포 지시의향 핵

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어와 변항 결속 관계를 가질 수 있으

며, 변항 결속이 일어나면 통제어의 인칭 자질을 포함한 파이-자질을 PF에서 ‘결

속시 자질 전이 작용’을 통해서 얻어야만 하는 것이다(Kratzer 2009, Landau 2013).32 

이는 PRO에 의해서 결속된 결속 변항도 통제어와 동일한 인칭 자질을 가져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33 특히 PRO는 절대로 Agree (S, JH)를 통해서 1/2인칭 자질을 

                                                        
32 물론 왜 외현적으로 실현될 수 없는 PRO가 자신의 파이-자질을 전이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Heim (2008)과 Kratzer (2009)가 가정한 것처럼 

‘결속시 자질 전이 작용’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면 최소 대명사가 PRO라고 해서 이 

원칙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33 이때 어떻게 최소 대명사인 PRO가 다른 결속 변항을 결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

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Kratzer (2009)에서 충분히 논의 되었듯이 국부적인 결

속 관계는 충분히 순환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Fox (2000)등에서 논의한 H 

규칙과 같은 것을 보아도 결속 관계의 경우는 동일한 지시체를 지칭하는 대상이 있으면 

더 국부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결속 변항은 적절한 결속자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모든 최소 대명사가 결속자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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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 없으므로, PRO와 그 결속 변항이 보이는 인칭 일치는 온전히 통제어의 

인칭 자질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3인칭 대명사

가 ‘의향절’ 통제 구문의 통제 보어에 주어로 나올 수 있는지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또 이러한 방식을 따르면 3인칭 대명사가 내포절의 주어로 나타났을 때 일종의 

자의적인 해석이 비-핵심 지시의향 의미를 통해서 허용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

다. 이 논문은 PRO가 나왔을 때 Agree (S, JH)가 없어도 필수 통제 구문으로 해석

되는 이유를 통제어와 PRO간의 변항 결속 관계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통제 보어의 주어가 통제어와의 변항 결속 관계를 강제하지 않는다면 필수 통제 

해석이 나타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3인칭 대명사가 통제 보어의 주어

의 위치에 나오면 이러한 관계가 필수적이지 않다. 한국어에서의 3인칭 대명사는 

최소 대명사가 아닐 수도 있고 최소 대명사가 아닌 3인칭 대명사와 같이 자신의 

파이 자질을 모두 가지고 태어나게 되면 필수적으로 변항 결속 관계를 가질 수가 

없다(Heim 2008, Kratzer 2009).34 그리고 변항 결속 관계가 없다면 Agree (S, JH)도 없

으므로 내포절의 주어가 어떤 지시체를 가리켜야 하는지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저 내포 지시의향 핵이 가지는 의미적 제약만 기능하게 될 것이므로, 

왜 비-핵심 지시의향 의미가 가능한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Agree (S, JH)가 없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왜 이때 Pak et al. 

(2007)에서 지적한 것처럼 (59)가 가능하지 않은지 여전히 설명이 가능하다. 

 a. *철수i-는 영희j-에게 [내i-가 순희를 도우-마]-고 약속했다. (=(27)) 

 b. *철수i-는 영희j-에게 [너j-가 순희를 도우-라]-고 명령했다. 

c. *철수i-는 영희j-에게 [우리i+j-가 순희를 돕-자]-고 제안했다. 

                                                        
34 물론 이러한 가정은 결속 변항과 일반 대명사가 서로 상보적 분포를 이루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의향절’ 통제 구문의 내포절은 특별한 통사 환경이므로 이러한 가

정이 그리 문제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 내포절의 주어로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의 명사들을 모두 동일한 통사 요소의 변이형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4.3.2.3절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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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k et al. (2007)은 위와 같은 문장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Agree (S, JH)

가 있어서 1/2인칭 대명사가 전환 가능한 인칭 자질과 전환 불가능한 인칭 자질을 

모두 가지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때 이 문장들이 비 문법성은 단

순히 한국어의 1/2인칭 대명사가 직시전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설명

이 가능하다. (59)의 내포절에 나온 1/2인칭 대명사는 Agree (S, JH)의 여부와 상관 

없이 직접 대화 문맥의 화자나 철수가 아닌 ‘철수’나 ‘영희’를 지칭할 수 없는 것

이다. 하지만 3인칭 대명사가 나온다면 이는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 청자를 지칭

할 수 있고, 또 내포 지시의향 핵이 허가하는 한 간접 대화 문맥에서 화자나 청자 

이외의 지시체를 아무 문제없이 지칭할 수 있게 된다. 

4.3.2.3. 접속법 내포절에서 주어 명사구의 특성 

 지금까지 ‘의향절’ 통제 구문의 통제 보어를 접속법 내포절로 보고 이때의 영주

어를 PRO로 본다면 ‘의향절’ 통제 구문의 많은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살

펴보았다. 이에 더해서 이때 한국어의 T가 가지는 속성과 접속법 내포절과의 관계

를 살펴보면 ‘의향절’ 통제 구문의 특징을 한가지 더 포착할 수 있다. 

 최근의 다양한 이론에서는 내포절이 ‘주격’을 부여할 수 있느냐가 ‘한정성’과 직

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Bianchi 2003, Landau 2004, 2008, Lee 2009, Amritavalli 2014 

등), 나머지 특성은 모두 주변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일치 현상’

도 한정성이나 ‘주격’ 부여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한정성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주변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일치 현상과 관련된 내포절 T의 일

치 자질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필수 통제 구문 연구에서 무시할 수 없다. 다양

한 이론에서 내포절의 T가 가지는 일치 자질이 인허될 수 있는 주어의 속성을 결

정한다고 보고 있고, 이러한 입장에서 특정한 환경에 특정한 속성을 가진 명사구

만이 주어로 나타나는 언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존재한다(Chomsky 1982, Chomsky 

& Lasnik 1993, Borer 1989, Iatridou 1993, Martin 2001, Aygen 2002, Landau 2004, Le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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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resan 2014 등). 특히 PRO의 인허와 관련해서도 PRO는 특별한 재귀적인 파이 

자질이 T에 존재하는 경우에 인허 가능하고 (Bianchi 2003 등), 이 경우 다른 종류

의 명사구는 인허될 수 없다는 식의 논의를 포함해서, PRO의 인허 환경과 일치 

자질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을 따르면 주어로 나타날 수 있는 명사구의 종류는 T의 일

치 자질이 지닌 속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한국어의 경우는 일치 자질

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는 또 다른 한가지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다. T에 파이-자질과 관련된 일치 자질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종류의 주어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일치 자질을 가진 언어에서는 다른 조건보다는 일치 자질과 관련된 

속성이 나타날 수 있는 주어의 속성을 결정하지만, 일치 자질이 없는 언어에서는 

본질적으로는 관련된 주어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타당하다면 한국어의 경우는 접속법 내포절의 주어로 나타날 수 

있는 명사구의 속성에 대해서는 일치-자질과 관련된 제약은 없을 것이다.35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의향절’ 통제 구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큰 장점을 가진다. 4.2절

에서 간략히 다루었듯이 ‘의향절’ 통제 구문의 통제 보어에 어떻게 PRO와 일반 

대명사가 모두 주어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경우 다음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재귀사인 ‘자기’도 주어로 나타날 

                                                        
35 한국어의 경우 ‘공손법’과 관련된 일치 현상이 주어와 굴절소 간의 일치 관계를 보여준

다는 논의도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다음의 예시에서 보이듯이 한국어의 경우 

‘도록’ 통제 구문의 비-재구조화 구문이나 ‘의향절’ 통제 구문 모두 내포절이 일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Lee 2009 등). 

(i) 경찰관은 선생님에게 [pro 집에 가-시]-도록 제안했다. 

(ii) 경찰관은 선생님에게 [PRO 집에 가시]-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치 관계가 실질적으로 통사적인 일치 관계로 보아야 하는지는 의심스럽

고 또 이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주어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는지도 여전히 의심스러

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치 관계는 무시하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또 유사한 관점에서 Miyagawa (2010)에서 논의한 초점과 관련된 일치 관계도 다루

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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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도 같이 고려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양동휘 1984, Madigan 2006, 

Lee 2009, Park 2011 등). 

 a. 철수i-는 영희j-에게 [PROi/그i-/자기i-가 철수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b.철수i-는 영희j-에게 [PROj/그녀j-/자기j-가 (혼자) 철수를 도우-라]-고 명령했다. 

c. 철수i-는 영희j-에게 [PROj+j/그들i+j-/자기들i+j-이 (직접) 철수를 돕-자]-고  

  제안했다. 

 즉, 이전의 연구들(양동휘 1984, Borer 1989, Gamerschlag 2007, Lee 2009, Park 2011 

등)에서 주장한 것처럼 PRO가 다른 명사구와 상보적인 분포를 보인다는 제약 없

이도 ‘의향절’ 통제 구문의 특성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입장에서 ‘의향절’ 통제 구문의 경우 통제 보어는 어떠한 종

류의 명사구도 주어로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주어에 주격을 부여할 수 있는 접속

법 내포절이라고 가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의향절’ 통제 구문의 나

머지 특징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4.3.3. ‘의향절’ 통제 구문과 de se/te 해석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의향절’ 통제 구문의 통제 보어가 명제태도 문맥에 

담화조응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향절’ 통제 구문의 많은 특징이 설명될 수 있

다. 하지만 이러한 담화조응 구문에서 어떻게 PRO에 de se/te 해석이 강제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내포 지시의향 핵과 통제어 선택과의 연관 관계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PZP&P는 Agree (S, JH)를 통해 이를 설명하였지만 이 논문

처럼 Agree (S, JH)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설

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분석을 PRO의 속성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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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 ‘의향절’ 통제 구문의 de se/te 해석과 통제어 선택의 관계 

 4.1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향절 통제 구문의 경우 영주어인 PRO가 나타나면 

de se/te 해석이 강제되지만 4.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일반적인 3인칭 대명사가 통제 

보어의 주어로 나온 경우는 de re 해석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해결할 수 있

는 가장 쉬운 방법은 Anand (2006) 등이 가정한 것처럼 PRO의 어휘 의미에 특별

한 정의상의 조건(definedness condition)이나 전제가 명세되어 있어서 PRO는 de 

se/te 환경에서만 적절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PRO의 어

휘적인 속성을 통해서 왜 3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PRO가 인허되었을 때만 de se/te 

해석이 강제되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의향절’ 통제 구문의 통제 보어에 ‘자기’가 주어

로 나오는 경우 필수적인 de se/te 해석이 강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Madigan 2006, 

Lee 2009, Landau 2013 등). 

 a. 철수i-는 영희j-에게 [자기i-가 (직접) 집에 가-마]-고 약속했다. 

b. 철수i-는 영희j-에게 [자기j-가 (직접) 집에 가-라]-고 명령했다. 

c. 철수i-는 영희j-에게 [자기들i+j-이 (직접) 집에 가-자]-고 제안했다. 

 많은 한국어 화자들은 ‘의향절’ 통제 구문의 경우 통제 보어의 주어로 ‘자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61)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다음의 예문을 통해 ‘자기’의 지시체가 통제어 선택과 동일하게 내포 지시

의향 핵의 인칭 자질과 대응하고 필수적으로 de se/te 해석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문맥: 호텔 관리자인 철수는 이번 파티에 내기로 한 와인이 운반 중에 실수로 

모두 못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 일을 처리 하기 위해서는 와인

을 대해서 잘 아는 담당자가 직접 창고로 가서 새로운 와인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와인 담당 부서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는 급히 직원 명부를 찾아서 영희가 담당자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방 밖으



248  한국어 필수 통제 구문 연구 

 

로 나와서 바로 보이는 당직을 서고 있는 사람에게 와인이 문제가 생겼으니 

담당자인 영희가 직접 창고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철수는 몰랐지만 

그가 대화한 당직자가 바로 영희였다. 

a. *철수i-는 영희j-에게 [자기j-가 (직접) 창고에 가-라]-고 말했다.  

b. *철수i-는 영희j-에게 [PROj-가 (직접) 창고에 가-라]-고 말했다. 

c. ?철수i-는 영희j-에게 [그녀j-가 (직접) 창고에 가-라]-고 말했다.  

 (62a)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는 (62b)의 PRO와 마찬가지로 de te 해석이 강제되

어야 한다.36, 37 그리고 이는 외현적인 명사가 내포 지시의향 절의 주어로 나오는 

경우 ‘자기’는 de se/te 해석이 강제되지만 (62c)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 대명사는 

de se/te 해석이 필수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왜 동일한 통제 보어

에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전개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한가지 있다. Madi-

gan (2006)은 (62a)의 ‘자기’를 일반적인 재귀사 ‘자기’가 아니라 PRO가 외현적으로 

실현된 특수한 형태로 보았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62a)의 ‘자기’의 

de se/te 해석은 쉽게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때의 ‘자기’를 PRO로 볼 

수 없다는 증거가 있다. Lee (2009)나 Park (2011)은 (63)에서 보이듯이 ‘자기’가 

PRO의 위치에 나타났을 때, PRO와 달리 1/2인칭 통제어와 연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자기’는 절대로 PRO의 실현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철수i-가 나j-에게 [PROj/*자기j-가 (직접) 집에 가-라]-고 명령했다. 

                                                        
36 몇몇 제보자의 경우 이때 de re 해석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 놓았지만 de te 해석만이 

가능하다는 제보자들이 더 많고, 기존의 연구에서도 모두 de te 해석이 강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 논문은 de se/te 해석이 강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따르겠다. 
37  이때 ‘의도’ 통제 구문에서 ‘자기’가 필수적인 de se 해석이 나타나는 경우는 내포절의 

주어로 장거리 결속된 ‘자기’가 나오는 경우와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따로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가 나오는 경우도 따로 논의하지는 않고 있지만 ‘-자’가 나오는 경우 

‘자기’는 복수형인 ‘자기들’로 나타나고(Madigan 2006), de se/te 유형에 있어서 PRO와 동일

하게 de se + de te 유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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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와 달리 통제어의 인칭 자질에 영향을 받는 ‘자기’를 단순히 PRO의 실현형

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62)와 (63)의 ‘자기’가 국부적

으로 결속된 재귀사 ‘자기’라는 증거도 된다. 다음의 예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어의 재귀사 ‘자기’는 1/2인칭 선행사에 의해서 국부적으로 결속될 수 없다

(Cole et al. 1991, Lim 1998, Byun 2008, Hoe to appear).  

 a. *내i-가 자기i-에게 투표했다. 

b. *너i-가 자기i-에게 투표했다. 

 즉, (63)과 (64)의 유사성을 통해서 (63)의 ‘자기’가 PRO의 실현형이 아닌, 일반적

인 재귀사 ‘자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다. 3장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장거리 

결속 ‘자기’의 경우는 (6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de se 해석이 강제된다고 논의되

어 왔다.  

 문맥: 파바로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들려오는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저 

친구는 천재야’라고 친구인 빌에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몰랐지만 그 노래는 

파바로티 자신이 녹음한 레코드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a. *파바로티i-는 빌-에게 [자기i-가 천재라]-고 말했다. 

b.  파바로티i-는 빌-에게 [그i-가 천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내포 지시의향 절의 주어로 나온 ‘자기’가 만약 장거리 결속에 의해 

인허된다면 이때 왜 de se/te 해석을 가져야 하는지 설명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

만 장거리 결속 ‘자기’의 경우 다음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와만 결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러한 특징은 주어 지향성 원리(subject ori-

ented condition)라고 불리어져 왔다(Lee 1987, Kim 2002, Lee 2009 등). 

  철수i-는 영희j-에게 [철수k-가 자기i/*j/k-의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명령했다. 

 특히 장거리 결속 ‘자기’의 경우는 ‘의향절’ 통제 구문의 내포절에 나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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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주어’의 위치가 아니면 언제나 ‘화자’와만 연결되는 모습을 보인다.38 

 철수i-는 영희j-에게 [PROi+j 자기i/*j집에 가-자]-고 설득했다/명령했다. 

                    (배분 해석이 없는 경우) 

 (67)의 경우 ‘-자’가 사용되었으므로 PRO는 ‘철수와 영희’를 모두 지칭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단수의 ‘자기’가 복수의 개체를 지칭하는 PRO에 의해서 결속된다면 

이때는 3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철수와 영희를 모두 배분적으로 지칭해야 한다

(Madigan & Yamada 2007, Hoe to appear). 즉 철수는 철수의 집에, 영희는 영희에 집

에 가자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때 ‘자기’가 ‘철수’만 지칭하는 해석이 가능

하지만 ‘자기’가 ‘영희’만을 지칭할 수 있는 해석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는 

‘자기’가 PRO에 의해서 결속되지 않는 장거리 결속 해석을 가질 수 있고, ‘의향절’ 

통제 구문의 내포절에서도 장거리 결속의 경우 ‘자기’는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

와만 결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62a)에서 볼 수 있듯이 ‘의향절’ 

통제 구문의 통제 보어에 주어로 나온 ‘자기’가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와 공지시

된다면 이를 장거리 결속 ‘자기’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때의 ‘자기’는 국부적 ‘자

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3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Hoe (to appear)는 한국어의 ‘자기’는 국부

적 ‘자기’와 장거리 결속 ‘자기’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Hoe (to appear)는 

재귀사 ‘자기’가 국부적으로 결속되는 경우에는 1/2인칭 선행사에 의해서 결속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는데, 동일한 환경에서도 장거리 결속되는 ‘자기’는 여전히 

비문이 된다는 것을 통해서 이 두 ‘자기’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8  물론 모든 장거리 결속을 일으키는 재귀사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Adesola (2005)의 경우는 이렇게 장거리 결속을 일으키는 재귀사를 담화대용어로 간주하고 

요루바어(Yoruba)의 경우 담화대용어가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와 청자에 모두 결속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Anand (2006)과 Sharvit (2008)은 이러한 정보는 모두 담화대용

어를 결속하는 운용소(OP)에 명세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

와만 연결되는 담화대용어만 인허할 수 있는 운용소를 가진 언어도 있고, 화자, 청자와 

모두 연결되게 할 수 있는 운용소를 가진 언어도 있다는 것으로, 운용소의 성격에 따라 

범언어적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Anand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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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나i/너i-만 자기i-에게 투표했다. 

b. ??나i/너i-만 철수j-에게 [proj 자기i-에게 투표하]-도록 명령했다. [DAT] 

c. ??나i/너i-만 [철수j 가 자기i-에게 투표하]-도록 명령했다.    [NOM] 

 (68a)에서 볼 수 있듯이, 1/2인칭 선행사가 초점사 ‘-만’과 결합하면 ‘자기’를 국

부적으로 결속할 수 있다(Lim 1998, Hoe to appear). 하지만 (68b)와 (68c)에서 보이듯

이 동일한 상황에서 1/2인칭 선행사는 ‘자기’를 장거리 결속하지는 못한다. 즉, 

(68a)와 달리 초점사와 결합한 1/2인칭 선행사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 적절한 결속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1/2/인칭과 관련된 제약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Hoe (to appear)는 이러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은 장거리 결속 ‘자기’를 담화대용어(logophor)로 보고 이를 국부적 재귀사 ‘자기’

와 구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39 즉 두 종류의 ‘자기’가 존재하고, 이 둘에 

부여된 1/2인칭 선행사와 공지시할 수 없는 이유가 다르다고 보아야 (68)의 문법

성 차이가 설명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하여 Hoe (to appear)는 국부적 재귀사 ‘자기’는 형태론적인 제

약 때문에 1/2인칭 선행사와 공지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이와 달리 장거리 결

속 ‘자기’는 담화대용어의 특성, 즉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나 청자와 공지시할 수 

있는 특별한 대용어로서의 특성에 의해서 1/2인칭 제약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

다.40   한국어의 직시전환 1/2인칭 대명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언제나 직접 

대화 문맥의 화/청자만을 지칭할 수 있을 것이고, 담화대용어로의 ‘자기’는 이와 

공지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3장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장거리 결

                                                        
39 ‘담화대용어’라는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된다(Reinhart & Reuland 1993, Huang & Liu 2001, 

Anand 2009, Schlenker to appear). 이 논문은 담화대용어를 명제태도 문맥의 참여자와만 공

지시 되면서 de se/te 해석이 강제되는 것으로 한정해서 다루고 있다.  
40 물론 모든 장거리 결속 대용어가 직접 대화 문맥의 화자, 청자와 공지시 되지 못하는 것

은 아니다. 하지만 많은 언어에서 담화대용어는 직접 대화 문맥의 화자, 청자와 공지시 

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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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자기’를 인허하는 운용소(OP)의 특징에 의한 제약이므로, 장거리 결속 ‘자기’

의 1/2인칭 관련 제약이 이러한 운용소의 특성에 의해서 주어진다면 단지 ‘초점사’

의 유무에 의해서 바뀔 수는 없을 것이다.41 

 이렇게 1/2인칭과 선행사와 관련된 ‘자기’의 제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향절’ 

통제 구문의 내포절에 나타나는 ‘자기’ 주어는 다음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국

부적 재귀사 ‘자기’라고 보아야 한다. 

 a. ??철수i-가 나j/너j-에게 [자기j-가 직접 회사에 가-라]-고 명령했다. 

b. (?)철수i-가 나j/너j-에게만 [자기j-가 직접 회사에 가-라]-고 명령했다. 

 (69a)는 1/2인칭 제약을 통해 ‘자기’가 PRO의 실현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예

문으로 이미 살펴보았었다. 하지만 이때 한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69b)처럼 

통제어에 초점사 ‘만’이 결합되는 경우 (68a)와 같이 ‘자기’가 1/2인칭 통제어와 적

절한 결속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69b)의 문법성이 말해주

는 것은 이때의 ‘자기’가 국부적 재귀사 ‘자기’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국부적 ‘자기’는 주어지향 원리를 따르지 않으므

로 장거리 결속 ‘자기’와 다르게 (62a)와 같이 목적어와 공지시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것도 설명할 수 있다. 

 a. 철수i-는 영희j-를 자기i/j 방에 가두었다.    (Yang 1991) 

b. 철수i-는 영희j-를 자기i/*j 방에서 가두었다.  (Lim 1998) 

 (70a)에서 보이듯이 국부적 재귀사인 ‘자기’가 ‘보어’인 PP 안에 있는 경우 주어

와 목적어와 모두 공지시될 수 있고 이는 국부적 재귀사인 ‘자기’가 적절한 결속 

환경에 있는 경우에는 장거리 결속 ‘자기’와 다르게 주어 지향성 원리를 꼭 지키

                                                        
41 어떻게 국부적 재귀사 ‘자기’에서 선행사가 가지는 ‘초점사’의 유무에 의해서 1/2인칭 제

약이 변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oe (to appear)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Hoe (to ap-

pear)는 최소 대명사인 ‘자기’가 ‘결속시 자질 전이’에 의해서 1/2인칭 자질을 전이 받았을 

때 생기는 형태론적인 특성에 의해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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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70b)처럼 부가어인 PP 내부의 ‘자기’처럼 

적절한 결속 환경(Reinhart & Reuland 1993 등)에 있지 않는 경우에 주어 지향성이 

살아난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설명은 더욱 더 강한 설득력을 가진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따르면 ‘의향절’ 통제 구문의 내포절에 주어로 사용되는 ‘자

기’는 국부적 결속 재귀사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발생하는 문제는 이때 

어떻게 국부적 ‘자기’는 PRO가 나오는 경우와 동일하게 인허되어야 하는지 설명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왜 de se/te 해석이 강제되어야 하는

지가 가장 문제가 된다. 앞에서 가정한 것처럼 국부적 재귀사 ‘자기’는 명제태도 

문맥이 아닌 주절에서도 인허가 가능하므로 de se/te 해석이 강제되는 정의상의 조

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단순히 PRO가 de se/te 해

석에 대한 정의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으로는 PRO와 국부적 재귀사 ‘자

기’ 동시에 가지게 되는 필수적 de se/te 해석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왜 일반적인 3인칭 대명사가 주어로 나오는 경우에는 de se/te 해석이 강제

되지 않는지도 설명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 통제 보어의 주어와 de se/te 해석 

a. PRO: 필수적 de se/te 해석 

b. 국부적 재귀사 ‘자기’: 필수적 de se/te 해석 

c. 3인칭 대명사: 수의적 de se/te 해석 

이와 함께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다. 4.2절에서 다루었듯이 PZP&P는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 PRO는 내포 지시의향 핵의 인칭 자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4.3.2절에서 주장한 것처럼 내포 지시의향 절에 Agree (S, 

JH)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논문의 구조에서는 왜 연관성이 나타나야 하는지 설

명할 수 없기 어렵다. 특히 PRO와 내포 지시의향 핵이 서로 일치작용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가정하고 있고, 또 PRO가 1/2인칭 자질을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담

화조응 화행핵과의 연결도 일어나서는 안 되므로 이러한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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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 ‘의향절’ 통제 구문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왜 통제어 선택과 동일하게 de se/te 유형이 변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a. 철수i는 영희j에게 [PROi/*j/*k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  

b. 철수i는 영희j에게 [PROj/*i/*k 집에 가-라]-고 말했다. 

c. 철수i는 영희j에게 [PROi+j/*i/*j/*k 집에 가-자]-고 말했다. 

 (72)는 내포 지시의향 핵이 주절의 동사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어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미 살펴보았던 예문들이다. 하지만 이때 

내포 지시의향 핵의 인칭 자질은 de se/te 유형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선 

(72a)의 경우는 통제어는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여야 하고 이때는 de se 해석이 강

제된다. 이 문장이 다음의 문맥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은 이를 증명해 준다. 

 문맥: 철수는 기억 상실로 고생하던 중 한 전쟁 영웅에 대한 자전적 영화를 

보게 되었다. 그는 매우 재미있게 보다가 마지막에 그 전쟁 영웅이 부상을 입

어서 어떨 수 없이 한 고아를 돕지 못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며 저 전쟁 영웅

은 정말 저 고아를 돕고 싶어 했을 것이고 다음에 고아 아이를 만나면 꼭 자

발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철수는 몰랐지만 그 전쟁 영웅이 바

로 철수였다. 

*철수i는 영희j에게 [PROi  다음 번에 고아를 꼭 도우-겠-다]-고 말했다. 

 (73)의 문장은 부분 통제 구문에서 통제어가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인 경우에 

화자가 내포절의 주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비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내포 지시의향 핵으로 2인칭 자질과 관계가 있는 ‘-라’가 

나오는 경우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de te 해석이 강제된다.  

 문맥: 호텔 관리자인 철수는 이번 파티에 내기로 한 와인이 운반 중에 실수로 

모두 못쓰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와인

을 대해서 잘 아는 담당자가 직접 창고로 가서 새로운 와인을 가지고 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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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와인 담당 부서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몰랐다. 

그는 급히 직원 명부를 찾아서 영희가 담당자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방 밖으

로 나와서 바로 보이는 당직을 서고 있는 사람에게 와인이 문제가 생겼으니 

담당자인 영희가 직접 창고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철수는 몰랐지만 

그가 대화한 당직자가 바로 영희였다. 

*철수i-는 영희j-에게 [PROj  (직접) 창고에 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포 지시의향 핵으로 ‘-자’가 나온 경우에도 또 다른 de 

se/te 유형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앞에서 논의했던 

Madigan (2008a)의 문맥과 예문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맥: 현재 기억상실증에 걸린 빌은 친구인 메리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

었는데, 그때 현재 진행중인 메리와 관련된 법정 공판에 대한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빌이 텔레비전의 내용을 보니, 이 법정 공판에 관련된 메리를 포함한 

두 사람이 모두 감옥에 가야 할 것 같았다. 갑자기 그는 그 둘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저 남자가 위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의 생각을 메리에

게 이야기 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지만 그 피고인들은 바로 자신과 메리였다. 

*빌i-은 메리j-에게 [PROi+j 위증하-자]-고 말했다.  (Madigan 2008a, (17)) 

 (75)를 통해서 Madigan (2008a)은 ‘빌’이 자신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

를 포함한 내포 지시의향 절이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은 단지 de se 해석의 여부만을 검토해 본 것에 불과하다. 다음에서 볼 수 있

듯이 이 경우 ‘빌’이 청자인 ‘메리’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비문

이 된다. 

 문맥: 현재 기억상실증에 걸린 빌은 친구인 메리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

었는데, 그때 현재 진행 중인 법정 공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빌

이 텔레비전의 내용을 보니, 이 법정 공판에 관련된 사람 중 남자가 바로 자

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이대로 가면 두 사람이 모

두 감옥에 가야 할 것 같았다. 갑자기 그는 그 둘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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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사람이 모두 위증을 해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의 생각을 

메리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지만 그 법정 공판에 관련된 다

른 한 명이 바로 메리였다. 

b. *빌i-은 메리j-에게 [PROi+j 위증하-자]-고 말했다. 

 그렇다면 (76)의 문법성은 ‘-자’가 사용되는 경우 태도 담지자는 간접 대화 문맥

의 ‘화자와 ‘청자’를 모두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42  이때의 de 

se/te 유형은 ‘de se’ 유형이 아니라 ‘de se +de te’ 유형(Sharvit 2011)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의 de se/te 유형 (Hoe 2010) 

유형 인식자(태도담지자) 인식 대상 대응되는 

지시의향 핵 

de se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 ‘-마-’ 

de te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 명제태도 문맥의 청자 ‘-라-’ 

de se + de te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청자 

‘-자-’ 

 

 즉, 한국어의 부분 통제 구문은 통제어에 따라서 PRO의 de se/te 유형이 변한다

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 중 ‘의향절’ 통제 구문은 이러한 de se/te 유형의 변

화가 내포 지시의향 절의 인칭 자질과도 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유형의 변화는 단순히 주절 동사의 의미로 de se/te 유형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Anand (2006, 2009)이나 Sudo (2011)는 de se/te 유형의 선

택이 명제태도 동사의 의미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Anand 

(2006, 2009)은 지시의향 의미를 가진 명제태도 동사가 나오면 언제나 de te 해석이 

나오고 일종의 인지적 명제태도 동사가 나오면 de se의 해석이 나온다고 주장하였

                                                        
42  이때 태도 담지자가 ‘화자’ 만인지 ‘청자’도 포함인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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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예문들은 모두 주절의 동사가 ‘말하다’로 통일되어 있

다. 물론 내포 지시의향 절이 있는 경우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각 상황에 따라서 

‘말하다’ 동사가 ‘명령하다’, ‘제안하다’의 의미로 해석이 변하기는 하지만 이러한 

의미 변화도 내포 지시의향 핵의 인칭 자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de se/te 유형은 통제 보어의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으

로 보아야 할 것이다(Hoe 2010, Landau 2013).  

 지금까지의 논의가 타당하다면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 Agree (S, JH) 없이 어떻

게 통제어 선택과 de se/te 유형선택이 내포 지시의향 핵의 인칭 자질과 연관 관계

를 가지는지 이 논문의 구조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겠-’이 통제 보어에 

나오는 경우에도 de se 유형이 선택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포 지시의향 핵의 인

칭 자질만으로 de se/te 유형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인칭 자질과 통제어 선택, 

그리고 de se/te 유형 관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이는 분명히 구조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 논문은 담화조응 화행핵의 인칭 자질이 이러한 모든 연결점을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하려 한다. 그리고 이를 보이기 위해 다음 소절에서는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 나타나는 de se/te 해석에 중점을 두고 ‘의향절’ 통제 구문

의 통제 보어의 구조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담화조응 화행핵의 인

칭 자질과 그에 의한 연관 관계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4.3.3.2. 담화조응 1/2인칭 자질과 de se/te 해석 

 4.3.3.1절에서 살펴본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de se/te 해석이 PRO에 

강제되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이 논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de se/te 해석은 

‘구조적으로 강제되는 특별한 de re 해석’이라는 입장을 받아들일 것이다(Landau 

2013).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의향절’ 통제 구문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

선 명제태도 문맥에서 de re 해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58  한국어 필수 통제 구문 연구 

 

 명제태도 동사의 의미를 설명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명제태도 문맥

의 개체가 de re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맥: Ralph가 수상한 상황에서 몇 번 목격한 갈색 모자를 쓴 남자가 있었다. 

그래서 Ralph는 그 사람을 스파이라고 의심했다. 그리고 Ralph는 몇 번 보지

는 못했지만 회색 머리를 가진 남자를 알고 있었는데 Ralph는 자신이 알고 회

색 머리의 남자가 바로 그 갈색 모자를 쓴 남자고, 그의 이름이 Ortcutt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a. Ralph believes that Ortcutt is a spy. 

b. Ralph believes that Ortcutt is not a spy.  (Quine 1953) 

 위의 예문은 모두 현실 세계의 ‘Ortcutt’라는 사람에 대한 ‘Ralph’의 믿음에 대해

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경우 (78a)와 (78b)가 모두 참이면 서로 모순관계가 일어

나므로 두 문장이 동시에 참일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믿

음에 기반한 명제태도 문맥에서 위의 두 예문은 모두 참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

러한 것이 가능한 이유는 (78a)의 경우는 ‘갈색 모자를 쓴 남자’로서 ‘Ortcutt’라는 

개체를 판별한 것이고, (78b)의 경우는 ‘회색 머리의 남자’로서 ‘Ortcutt’라는 개체를 

판별한 것이기 때문에, ‘Ralph’의 믿음 세계에서 동일한 개체가 서로 다른 개체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을 설명하기 위해서 Percus & Sauerland (2003)를 포함한 많은 연구에

서 명제태도 동사의 내포절의 개체는 그 개체가 지칭하는 지시체를 통해서가 아

니라 그 개체가 어떻게 태도 담지자로부터 ‘인식’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Percus & Sauerland 2003, Anand 2006, Landau 2013, Pearson 2013 등). 

즉 명제태도 문맥에서 개체는 자신의 지시체 그 자체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시체가 나타내는 일종의 개념(concept)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Percus & Sauerland (2003)는 명제태도 동사의 내포절에는 개체

를 개념으로 바꾸어주는 일종의 개념 생성자(concept generator, 이제부터 ‘G’라고 

표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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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Percus & Sauerland (2003)는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개념 생성자와, 개념 생성자에 의해서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개체, 

즉 인식의 대상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res(Anand 2006 등)라고 표시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를 Res 논항이라고 지칭하도

록 하겠다. 그렇다면 간단히 말해 (78a)와 (78b)의 경우는 ‘Ortcutt’라는 개체가 Res 

논항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Res 논항에 대해서 G가 (78a)의 경우는 ‘갈색 

모자를 쓴 사람’이라는 개념을, (78b)의 경우는 ‘회색 머리의 남자’라는 개념을 생

성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Res 논항을 인식하는 

일종의 인식자(recognizer)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때 인식자는 거의 명제태도 동사

의 태도 담지자가 담당하게 된다.43 (78a)와 (78b)의 경우는 ‘Ralph’가 G에 대한 인

식자로 기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G에 의해서 생성된 태도 담지자가 Res 

논항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 개념을 일반적으로 명제태도 문맥 내분의 ‘인식 관계

(acquaintance relation)’라고 부른다(Percus & Sauerland 2003, Anand 2006, Landau 2013, 

Pearson 2013 등). 

 이러한 입장에서 Percus & Sauerland (2003)은 명제태도 동사의 내포절의 의미를 

태도 담지자가 Res 논항에 대한 적절(suitable)하고 유일한(unique) 인식 관계를 가

지고 있고, 이러한 인식 관계에 의해서 주어진 개체의 개념이 태도 담지자의 믿음

/소망 세계에서 참인 명제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방식을 통한 의미해석

을 (79)와 같은 예문을 통해 살펴보면 (80)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 thinks that Mary is happy. (Percus & Sauerland 2003, (19)) 

  

                                                        
43 G와 관련된 인식자가 태도 담지자가 아닌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cf. Lim & Hoe 2014) 인

식자라는 표현과 태도 담지자는 서로 자유롭게 교체되어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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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F(79)]]g = 

 λx. λw. there is some acquaintance relation R that x bears uniquely to Mary in w, 

     such that, for all <y,w’> in DOXx,w, 

         the individual that y bears R to in w’ is happy in w’  

                    (Percus & Sauerland 2003, (20)) 

 (80)을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태도 담지자는 현실 세계(w)에서 내

포절의 개체인 ‘메리’에 대한 적절하고도 유일한 인식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만약 다른 인식 관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인식 관계가 문제의 개체

를 적절히 포착할 수 없다면 적절한 해석을 얻을 수 없고, 특히 명제태도 문맥은 

태도 담지자의 믿음 세계나 욕망 세계와 연관이 있으므로 가능 세계에 존재하는 

Res 논항에 대해서 ‘모든 가능 세계에서 적절하고 동일한 인식 관계’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 또 만약 명제태도 문맥에 둘 이상의 구분되는 개체가 존재한다면 각 

개체에 대해서는 독립적이고 유일한(unique) 인식 관계가 주어져야만 적절한 해석

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적절하고 유일한 인식 관계가 성립되고 태도 담

지자의 모든 믿음 세계에서 이러한 인식 관계를 가진 논항(Res 논항)이 각각의 가

능 세계에서 행복하다면 (79)는 참이 될 것이므로 (80)은 (79)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게 된다.44 

 이렇게 (80)은 내포절의 개체가 가지는 de re 해석을 살리면서 명제태도 동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태도 담지자

의 Res 논항에 대한 인식 관계를 적절하게 각 내포절의 개체에 부여할 수 있느냐

는 것이다. Percus & Sauerland (2003)는 이를 위해서 명제태도 동사의 내포절의 모

든 개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G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44 Percus & Sauerland (2003)는 LF를 표시할 때 시제에 대한 정보는 무시하고 논의를 전개하

고 있으므로, 이 논문도 시제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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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개념 생성자)의 정의 (Percus & Sauerland 2013, note (16i)) 

G is a concept-generator for individual x in w iff 

 i. G is a function from individuals to individual concepts 

 ii. Dom(G) = {z: x is acquainted with z in w} 

 즉 ‘개념’은 일종의 ‘개체들의 집합’으로 볼 수 있고, 개체를 개체들의 집합으로 

투사해 주는 기재인 G가 내포절의 모든 논항마다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Per-

cus & Sauerland (2003)는 (81)의 개념에 바탕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인식 관계에 기

반한 G’가 존재한다면 명제태도 문맥의 de re 해석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식 관계에 기반한 G의 정의 (Percus & Sauerland 2013, note (16ii)) 

G is an acquaintance-based concept-generator for individual x in w iff 

 i. G is a concept-generator for x in w 

 ii. the concepts G yields are “acquaintance-based” in the sense that 

  For all z in Dom(G), 

    there is some acquaintance relation R such that 

    x bears R uniquely to z in w, and 

    for all <y,w’> in DOXx,w, y bears relation R uniquely to G(z)(w’) in w’ 

 쉽게 말해서 G는 개체를 ‘개체의 개념’으로 도출하는 함수이고 이러한 G가 인

식 관계와 관계되어서 개념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de re 해석을 위한 인

식 관계에 기반한 G에 의해서 도출되는 개념(z)은 유일한 인식 개념으로서 태도 

담지자의 모든 믿음 세계에서 개체(y)가 가지게 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Percus & Sauerland (2003)은 

(80)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다시 정의하였다. 

  λx.λw.there is some acquaintance-based concept-generator G for x in w 

   such that, for all <y,w‘> in DOXx,w , G(Mary)(w’) is happy in w’ 

               (Percus & Sauerland 2013, (20’’’)) 

 이는 G에 의해서 주어지는 인식 관계에 기반한 ‘메리’에 대한 유일한 ‘개념’이 

적절하게 주어지면 이 개념을 통해서 태도 담지자에 의해 인식된 개체가 태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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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의 모든 믿음 세계에서 행복하다는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므로 (79)에 대한 

적절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 해석을 위해서 Percus & Sauerland (2003)은 Percus (2000)을 따라서 

모든 논항은 세계 변항을 가지고 있고, 모든 절은 세계(w)변항을 결속할 수 있는 

결속자를 가지고 있다고 본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G도 일종의 변항이며 이를 결

속할 수 있는 결속자도 명제태도 동사의 내포절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79)의 LF (Percus & Sauerland 2003, (21))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명제태도 동사인 ‘think’의 의미도 G를 통한 ‘인식 

기반 개념’과 연관해서 해석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한다. 

 명제태도 동사 ‘think’의 의미 (Percus & Sauerland 2003)

λ< <e,se>, st>. λx. λw. there is some acquaintance-based concept-generator G for x in w 

        such that, for all <y,w’> in DOXx,w , (G)(w’) = 1. 

 즉, 간단하게 말하면 명제태도 동사의 내포절에 개체<e>를 개념<s, e>으로 바꾸

어주는 함수 G가 존재하고 내포절이 이러한 G를 일종의 ‘명제’가 되는 유형이라

면,45 명제태도 동사는 이러한 유형의 내포절을 자신의 보어로 취할 수 있어야 하

                                                        
45 정확하게 말하자면 Percus & Sauerland (2003)는 필수적인 de se 해석을 설명하기 위해서 

명제태도 동사의 내포절읠 개념<e, s>에서 속성(property)의 관계(relation)로 보고 있지만 이 

논문은 필수적인 de se/te 해석에 있어서는 Percus & Sauerland의 이론을 따르지 않고 있으

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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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85)와 같이 의미가 명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을 따른

다면 명제태도 문맥에서 어떻게 G에 의해서 de re 해석이 도출될 수 있는지 적절

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Percus & Sauerland (2003)의 설명은 명제태도 동사의 의미와 de re 해석을 

설명함에 있어서 큰 장점을 가지면서 동시에 de se/te 해석의 본질을 설명해 줄 수 

있다.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한 것처럼 de se는 명제태도 태도 담지자가 특정 논항

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아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은 인식 관계를 통해서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인 태도 담지자가 Res 논항이 명제태

도 문맥의 화자라는 것을 안다면 de se 해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와 유

사하게 태도 담지자가 Res 논항이 명제태도 문맥의 청자라는 인식 관계를 가진다

면 de te 해석도 설명될 수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de se/te 해석이 G와 연관된 de 

re 해석에서 도출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종류의 인식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설

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de se/te 해석이 특별한 인식 관계를 가지는 de re 해석이라고 

가정해 보자(Anand 2006, Landau 2013, Pearson 2013 등). 그리고 A라는 문법소가 필

수적으로 de se/te 해석을 가져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이는 A가 인허될 

수 있는 환경에서 G는 특별한 de se/te 인식 관계만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G에서 특별한 de se/te 인식 관계만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수 있고, 이러한 구조에서만 A가 인허될 수 있다면 쉽게 

설명될 수 있다. Landau (2013)는 이러한 입장에서 ‘구조적’으로 Res 논항이 필수적

으로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나 청자가 된다는 정보가 명시적으로 정보가 있는 경

우 G가 다음과 같이 de se/te 인식 관계만을 생성한다고 주장하였다. 

 a. GSELF =def G: ∀y∈Dom(G), G(y)=AUTHOR 

  [[GSELF]]g,c(z) =λc'. AUTHOR(c') 

b. GTHOU=def G: ∀y∈Dom(G), G(y)= ADDRESSEE 

  [[GTHOU]]g,c(z) =λc'. ADDRESSEE(c')  (Landau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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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이를 풀어 말하면 (86a)는 만약 Res 논항이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라는 정보

가 있으면 G가 de se 인식 관계를 생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86b)는 Res 논

항이 명제태도 문맥의 청자라는 정보가 있으면 G가 de te 해석을 생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간단히 말하면 Landau (2013)은 G가 담화조응 중심(logophoric center)와 

연결되면 이때의 인식관계는 필수적으로 (86)에 의해서 주어지므로 de se/te 해석만

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Landau (2013)의 방식은 Res 논항이 필수적으로 담화 조응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de se/te 해석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가진

다. 우선 첫 번째로 Res 논항의 지시체에 따라 de se/te 유형이 결정되므로 이는 통

제어 선택에 따라 de se/te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Landau 2013). 

그리고 PRO가 특별한 de se/te 해석에 대한 정의상의 조건 같은 것을 명세하지 않

고 있어도 구조에 의해서 de se/te 해석이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Landau 

2013). 담화조응에 의해서 Res 논항이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나 청자라는 정보가 

구조적으로 주어지기만 하면 de se/te 해석이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Landau (2013)의 de se/te에 대한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이 논문의 입장에서는 ‘의

향절’ 통제 구문에서 어떻게 Res 논항이 필수적으로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나 청자

라는 정보를 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PRO의 de se/te 해석에 대한 설명에서 

첫 번째로 풀어야 하는 쟁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를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

은 한가지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이 논문의 구조에서 Res 논항에 이러한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은 담화조응 화행

핵과 이와 일치작용을 가진 내포 지시의향 핵밖에 없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

듯이 이러한 두 핵과 직접적으로 PRO가 구조적인 관계를 맺는다면 PRO는 1/2인

칭 자질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는 4.2.2절에서 다룬 문제들이 다시 발생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특히 Agree (S, JH)가 있을 수 없으므로 PRO는 담화조응 화행핵을 통

해 de se/te 해석을 위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둘은 적절

한 통사적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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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PRO가 담화조응 화행핵의 1/2인칭 자질을 통해서 de se/te 해석을 가지게 

된다면 담화조응 화행핵의 1/2인칭 자질을 통해서 de se/te 유형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담화 조응 화행핵의 1/2인칭 자질과 통제어 선택과의 관계도 이 논문

의 입장에서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두 문제가 최소 대명사인 PRO의 성격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풀릴 수 있다고 본다. 다음 소절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위의 두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다. 

4.3.4. de se/te 유형 선택: Res 논항과 화행핵의 인칭 자질 

4.3.4.1. ResP와 독립적인 Res 논항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 de se/te 유형이 결정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 

우선 기존의 논의를 따라서 PRO와 연관된 G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Anand 2006, 

Landau 2013, Pearson 2013 등). 그렇다면 본문의 입장에서는 Res 논항은 담화조응 

화행핵의 1/2인칭 자질과 연결이 되지만 PRO는 1/2/인칭 자질을 가질 수 없으므로 

Res 논항과 달리 담화조응 화행핵과 연결되면 안 된다는 일종의 모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PRO와 Res 논항이 독립

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살펴보기 위

해서는 명제태도 문맥에서 각각의 논항들이 어떻게 G와 Res 논항 간의 관계를 형

성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모든 명제태도 문맥내의 논

항은 독립적인 ResP를 이루고 이러한 ResP 내부에 G가 존재한다는 Anand (2006)

의 입장을 받아들인다. 

 Anand (2006)은 다음과 같이 G와 Res 논항이 같이 일종의 ResP를 구성하고 이 

안에 세계 변항과 시간 변항, 그리고 G의 인식자인 태도 담지자에 대한 정보가 

모두 들어 있어서 개체에 대한 개념(concept)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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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ttitude [CP λi’ λGi λwj λtk [TP [ResP i’ Gi DP wj tk ]1 [ [vP t1 … v] T ]C ] 

 이 구조는 인식자인 i’이 태도 담지자에 연결되고 태도 담지자가 ResP 내의 논

항인 DP, 즉 Res 논항에 대한 적절한 인식 관계를 G를 통해 가지게 되는 것을 쉽

게 설명해 줄 수 있다. 즉 명제태도 문맥의 모든 논항은 ResP를 이루어야만 적절

한 해석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PRO와 Res 논항의 독립성을 설명하기 위해 PRO와 같은 최소 

대명사가 명제태도 문맥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ResP 내부에 독립적인 Res 논항

이 생성되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ResP i’ [GP PROx [GP Gi  prox (=res)]] wj tk ] 

 물론 이러한 가정은 일견 보편성이 결여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Res 논항의 성격에 대한 일반적인 가정을 보면 이러한 구조의 타당성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우선 Res 논항은 명제태도 문맥 내부의 논항이 지칭하는 것으로 기

대되는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G

가 적절한 인식 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Res 논항에 대한 

가정은 자신의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꼭 통제어와의 변항 결속 관계를 통해 얻어

야 하는 최소 대명사인 PRO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PRO와 같이 

파이-자질을 결여하고 있는 최소 대명사가 Res 논항으로 직접 사용된다는 것은 개

념상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PRO 같은 최소 대명사가 명제태도 문맥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G 내부에 독립적인 영 형태의 자유 변항(free variable)이 존재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는 Res 논항은 그 본질상 최소 대명사가 될 수 없다는 입장에 기초한 것

이다. 이러한 가정들이 타당하다면 최소 대명사가 명제태도 문맥에 나오는 경우 

적절한 인식 관계를 얻기 위해서 독립적인 Res 논항이 부여되고 이러한 Res 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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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최소 대명사가 부가된다고 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가정일 것이다.46 그렇다면 

PRO가 나온 경우의 ResP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PRO의 인허 시 ResP의 내부 구조와 G의 관계47 

 

 이 구조에서 iatt는 인식자로서 태도 담지자를 나타내고, 자유 변항인 proRes는 G

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Res 논항이며 PRO는 실제 명제태도 동사의 내포절에

서 도입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논항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때 PRO가 ResP의 지정

어 위치에서 G 내부의 자유 변항과 ‘적절한 결속 관계’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다

면 어떻게 ResP 내부에서 G와 PRO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보여 줄 수 있

다. 

 그리고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독립적인 Res 논항이 존재하는 구조를 가

정한다고 해도 Percus & Sauerland (2003)식의 명제태도 동사에 대한 입장에서 보면 

명제태도 동사와 내포절의 해석에 있어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음의 두 구조의 비교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 두 

                                                        
46 이러한 설명은 국부적 재귀사의 특성과 관련된 논의와도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 국부

적 재귀사는 논항 그 자체가 아니라, 논항에 부가된 존재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47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세계, 시제 관련 변항은 생략하였다. 그리고 이때 ResP의 G의 인

식자로 태도 담지자가 연결된다고 가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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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살펴보자. 

 독립적인 Res 논항의 유무와 명제태도 동사 내포절의 의미 비교48 

 a. 독립적인 Res 논항=(89)       b. 독립적인 Res 논항이 없는 경우 

   

 위의 두 구조는 Percus & Sauerland (2003)가 가정한 것처럼 명제태도 동사의 내포

절이 <<e, se>, <s, t>> 유형이고 이때 내포절 내부에 ResP가 포함하고 있는 G를 결

속할 수 있는 적절한 G 논항이 명제태도 동사를 통해서 부여될 수 있기만 한다면 

Res 논항이 실제 내포절의 논항인지의 여부는 해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논문이 가정하는 구조는 구조상의 차이는 존재

하지만 Percus & Sauerland (2003)가 가정한 구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의미 해석이 일

어나는 것이다(cf. Anand 2006, Pearson 2013).49 

                                                        
48 역시 논의의 편의를 위해 세게(w) 논/변항과 시제(t) 논/변항은 제외하고 기술하였다. 하

지만 이 부분은 Anand (2006)이나 Percus & Sauerland (2003) 모두 동일하게 ResP(혹은 GP) 

내부에 변항으로 존재한다고 보았으므로 둘의 비교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9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Percus & Sauerland (2003)에 기반한 의미 해석을 

사용하므로 의미 구조에 대한 기술은 더 자세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de se/te 해석을 

위해서 Res 논항의 이동이 있다고 보지 않고 태도 담지자에 대한 정보를 따로 두는 정도

의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문장이 해석되는 방식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또 G가 존

재 양화가 되는지(Percus & Sauerland 2003), 아니면 문맥에 의해서 선택되는지(Anand 2006)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선 한가지 확실한 것은 내포절 내부에서 ResP가 구성되었을 때, 

PRO는 아직 통제어와 변항 결속 관계를 맺지 못하므로 Res 논항이 PRO로부터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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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89)의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G와 PRO가 하나의 ResP를 

이루지만, 명제태도 동사의 내포절의 논항 그 자체가 G와 연관된 Res 논항이 아

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Res 논항이 자신의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이 

논문은 Res 논항은 최소 대명사가 아닌 일종의 자유 변항으로 가정하였으므로 이

러한 자유 변항이 자신의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4.3.4.2. Res 논항과 화행핵의 관계: de se/te 유형 결정 

 이전 소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ResP 내부에 PRO가 나오는 경우 경우 형성되는 

Res 논항은 ResP가 구성되었을 때 적절한 인식 관계가 생성되기 위해서 자신의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PRO로부터 얻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선 PRO는 단지 최소 대명사일 뿐이므로 명제태도 문맥의 영향권 

밖에 있는 통제어와 변항 결속 관계를 가지기 전에 ‘내포절 내부’에서 Res 논항이 

어떤 지시체인지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없다.50  

 그렇다면 이 경우에 Res 논항의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방

식은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통제어와의 관계를 통해서 PRO가 결속된 이

후에 PRO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지시체를 알게 되는 것이고(Landau 2013), 또 

                                                                                                                                                        
어떤 개체를 지칭하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Res 논

항이 자신이 지시하게 되는 대상에 대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절한 인식 관

계가 주어질 수 없으므로 PRO와 같은 최소 대명사가 Res 논항과 연계되는 경우 이때의 

Res 논항에 PRO와 독립적으로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주는 기제가 필요할 것이다의 문제

가 남아 있지만 이 부분은 무시하고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50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PF에서 결속자로부터 적절한 파이-자질이 

전이 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논문이 따르고 있는 결속 이

론(Heim 2008, Kratzer 2009)에서는 LF만으로는 선행사가 최소 대명사인지 일반 명사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식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PF와 LF가 완전하지는 않지

만 어느 정도 서로 소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Halle & Marantz 1993, Marantz 1997, 

Szabolcsi 2004, Csirmaz 200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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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방법은 PRO와 독립적으로 담화조응 화행핵의 인칭 자질과의 관계를 통해

서 자신의 지시체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능한 방법 중 이 논문은 

후자의 방식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선 Res 논항이 자신의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ResP 내부에서 얻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이때 Res 논항은 그 다음 방식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논

문은 이러한 경우에 Res 논항이 이동을 통해서 자신의 지시체를 가지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이유는 우선 간단하다. 첫 번째로 Res 논항은 PRO 이외의 다른 요

소와 직접적인 결속 관계에 의해서는 절대 자신의 지시체를 얻게 될 수 없다. (89)

의 구조에서는 PRO가 자신의 가장 가까운 결속자이므로 H 규칙에 의해서 PRO 

이외의 직접적인 결속자를 가질 수 없는 것이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H 규칙은 

어떤 결속 변항에 대해서 다수의 잠재적 결속자가 존재하고, 각 결속자가 의미상

으로 동일한 지시체를 지칭하는 경우 가장 가까운 결속자에 의해서 결속되어야 

한다는 규칙이다.  

  (89)에서 Res 논항과 H 규칙 (Fox 2000) 

 담화조응 화행핵i          PROi         Res 논항i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는 Res 논항이 통제어에 의해서 결속을 받든, 담화조응 

화행핵에 의해서 결속을 받든 관계없이 이 두 개체가 지칭하게 되는 개체는 결국 

PRO가 지칭하게 되는 지시체와 완전히 일치해야 한다. 이 둘이 같은 GP를 이룬

다면 PRO와 Res 논항이 동일한 지시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둘

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지칭해야 하는 것이

다. 그렇다면 규칙 H에 의해서 언제나 가장 가까운 결속자인 PRO만이 적절한 결

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51  

                                                        
51 Baker (2008)이나 Preminger (2011)과 같은 경우도 1/2인칭 대명사의 경우 매우 강한 국부

결속(binding) 
결속(binding) 

성분통어 성분통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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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ResP가 구성되는 순간 자신의 지시

체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Res 논항이 이동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만

약 이러한 이동이 존재한다면 왜 Res 논항이 주절이 형성된 이후에 통제어에 의

해서 결속된 PRO에 의해서 결속되지 않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서 ResP와 국면 간의 관계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서 우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담화조응 화행핵을 가지고 있는 접속법 내포절

의 CP를 국면으로 볼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하지만 Landau (2004)에서 논의하고 

있듯이, PRO와 통제어와의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를 적어도 강 국면(strong 

phase)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Landau (2004)는 일치작용으로 통제 관계를 설명하

고 있으므로 이 논문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 대명사와 선

행사 사이의 변항 결속 관계도 국면에 의해서 제약 된다는 Kratzer (2009)의 입장

을 받아들이면 이때의 통제 보어를 강 국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CP만이 국면으로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ResP 자체를 국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져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 DP가 국면인 것과 유사

하게(Kayne 2004, Hiraiwa 2005, Boškovíc 2011 등) ResP도 일종의 국면이라고 가정해 

보자. 

 국면 불침투 조건과 Res 논항의 결속 

           

                                                                                                                                                        
성 원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논문의 

구조에서 Res 논항은 PRO에 의해 적절한 인허가 방해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면 

국면의 가장자리 

국면의 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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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에서 볼 수 있듯이 국면의 보어에 속해있는 Res 논항은 ResP의 지정어 위치

로 이동하지 못한다면 ResP의 지정어 위치에서 기저 생성되는 PRO와 다르게 국

면 불침투 조건에 의해서 자신의 지시체를 적절하게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즉, 

Res 논항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PRO가 통제어에 의해서 변항 결속 관계를 

가지게 된 다음에 PRO와의 변항 결속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지시체를 얻게 되어

야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더군다나 Kratzer (2009)나 Reuland (2001, 2010) 그리고 Landau (2004, 2008)이 가정

하는 것처럼 결속 변항인 PRO를 실질적으로 결속하는 결속자가 통제어와 일치 

관계를 맺은 주절의 기능핵인 v나 T라면 내포절에 존재하는 국면인 ResP의 보어

에 대한 해석이 강 국면인 주절의 v가 통사 구조에 들어온 이후까지 미루어져야 

하므로 기저 생성 위치에서 Res 논항이 자신의 지시체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

다.52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이 경우 내포절의 C가 약 국면이라 하더라도(Landau 

2004, 2008)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다. 그렇다면 PRO와 연계된 ResP의 경우 Res 논

항은 주절의 v가 도입되기 전에 이동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지시체를 얻어

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 기반하여 Res 논항의 이동이 필수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가정

해 보자. 그렇다면 이때 이동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곳은 두 군데가 있을 것이다. 

하나는 C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여 통제어로부터 직접 결속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화행핵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하여 화행핵과의 지정어-핵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이 논문

은 후자가 더 적절한 방식이라고 본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Res 논항은 어느 정도 문맥과 연관이 있는 논

항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때 Res 논항이 본유적으로 1/2인칭 자질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은 아니다. 명제태도 동사의 내포절에는 3인칭 개체가 아무 문제없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들이 본유적으로 1/2인칭 자질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52 국면과 국부적 변항 결속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Kratzer (2009)에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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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하지만 GP 내부의 자유 변항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문맥 의존적(context de-

pendency)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G 자체가 자신의 인지자가 누구인

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명제태도 동사의 의미와 관련해

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간접 대화 문맥과의 연관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약간 순화적이기는 하지만 왜 최소 대명사가 그 자체

가 Res 논항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GP 내부의 독립적인 Res 논항은 어느 정도 본질적으로 문맥 

의존적이고 이에 의해서 특별한 문맥의존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렇다면 이때 Res 논항이 담화조응 화행핵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러한 특성 때문에 Res 논항이 PRO에 의해서 지시체를 얻지 

못하는 순간 국부성 조건을 어기지 않고 화행핵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본다. 즉 

Res 논항이 자기의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PRO에 의해서 만족시키지 못하는 순간 

화행핵으로의 이동이 촉발된다고 보는 것이다. 53  특히 이러한 방식은 Res 논항이 

C로 이동한다고 가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Res 논항이 C로 이동해

야 하는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고, C 역시 일종의 문맥과 관련된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적절한 이동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담화조응 화행핵으

로의 이동이 더 가까우므로 국부성 원리에 더 어울리는 것이다. 즉, 이동을 통해

서 담화조응 화행핵에서 자신의 지시체를 얻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멀리 있는 C

까지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Res 논항이 담화조응 화행핵의 지정어 위치로 이동한다면, 이는 일종의 

운용소-변항 관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때 Res 논항은 화행핵과의 지정어-핵 관

계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인칭 자질을 가지게 될 것이다. 

  

                                                        
53 물론 이러한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은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

다. 명제태도 동사의 내포절의 주어에 최소 대명사가 주어로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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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와 연관된 G의 Res 논항의 이동54 

 

 이때 앞에서 가정한 것처럼 Kratzer (2009) 등은 1/2인칭 자질의 경우는 그 자체

가 일종의 개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담화조응 화행핵의 1/2인칭 

자질은 Res 논항에 대해서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Res 논항이 ResP 내부에서 자신과 연결된 논항이 PRO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

시체에 대한 정보를 내포절 내부에서 얻게 되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담화조응 화행핵이 나오는 경우에 PRO와 독립적으로 Res 논항이 자신

의 지시체를 얻을 수 있다면 이는 ‘의향절’ 통제 구문을 설명함에 있어서 큰 장점

을 가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Res 논항이 1/2인칭 자질을 가지게 되더라도 이 자

질이 PRO에 전이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우선 Res 논항이 이동

을 하고 그 위치에서 자신의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면 재구성(reconstruction)

될 수 없을 것이므로 PRO가 Res 논항의 흔적을 결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 Res 

논항이 이동을 통해서 자신의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전의 결

속자인 PRO를 결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55  만약 이전의 화행핵이 결속하지 않던 

                                                        
54 논의의 편의를 위해 세계 변항이나 시간 변항, 그리고 G의 결속관계 등은 생략하였다.  
55 혹자는 처음에 Res 논항이 PRO와 결속 관계를 가지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PRO도 1/2인

칭 자질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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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를 화행핵과 같은 지시체를 가진 Res 논항이 결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만약 이러한 결속이 허용된다면 자신의 흔적을 성분통어하던 논항을 이동 후 결

속하게 되므로 일종의 강 교차(strong crossover) 원리를 어기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것처럼 G 내부에 Res 논항을 따로 가정하였을 때, PRO와 연결

된 Res 논항에 적절한 지시체를 줄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존재가 담화조응 화행핵

의 인칭 자질이라 본다면 이때 어떻게 담화조응 화행핵의 인칭 자질이 de se/te 유

형을 결정하는지 설명할 수 있게 된다. (93)에서 보이듯이 담화조응 화행핵의 인칭 

자질이 Res 논항이 어떤 개체인지를 결정해 준다면 이때 Res 논항이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와 관련되어 해석되는지, 청자와 관련되어 해석되는지, 아니면 둘 다

와 연관되어 해석되는지를 알려줄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어떤 논항이 태도 담지자

에 의해서 꼭 인지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인지되

어야 하는 대상이 결정된다는 것은 de se/te 유형이 결정된다는 것이다(Landau 

2013).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de se/te 유형의 결정이 PRO나 PRO의 통제어와 관련 

없이 독립적으로 내포절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56 ‘의향절’ 통

제 구문의 경우 주절의 통제 동사와 상관 없이 내포절 내부에서 de se/te 유형이 

결정된다는 것도 설명할 수 있다. 

4.3.4.3. de se/te 유형과 필수적인 de se/te 해석 그리고 통제어 선택 

4.3.4.2절의 논의를 통해 PRO의 Res 논항과 담화조응 화행핵의 1/2인칭 자질의 

                                                                                                                                                        
도 통사/의미적 관계를 맺은 모든 논항은 결국 모든 자질을 공유한다고 가정해야 한다는 

특별한 규칙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러한 자질 공유(feature sharing; Pesetsky 

& Torrego 2008 등)와 같은 체제는 따르고 있지 않다. 
56  이러한 설명은 Schlenker (2003)에서 제기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Schlenker (2003)는 일반적으로 1/2인칭 자질과 관련이 있는 de se/te 해석이 일어날 때 왜 

PRO가 다른 인칭 자질을 가진 통제어와 결속되면서도 전제 실패를 보이지 않는가에 대

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과 같이 보면 de se/te와 관련된 해석은 PRO와는 독

립되는 Res 논항을 통해서 주어져야 하므로 Schlenker (2003)가 제기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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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통해서 de se/te 해석과 그 유형의 선택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지만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통제어 선택과 연관되는지도 설명해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논문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Res 논항이 PRO

와 독립적으로 지시체를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이 둘의 지시체가 언제나 동일해

야 한다는 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3.1절에서는 내포 지시의향 핵이 담화 조응 화행핵으로부터 인칭 자질을 부여

받는다고 가정하였다. 그렇다면 이때 내포 지시의향 핵은 부여받은 인칭 자질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할 일 목록에서 갱신되어야 하는 개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내포절의 주어가 공지시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지시의향 핵은 할 일 목록의 갱신자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주어의 지시

체를 제약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상태에서는 Agree (S, JH)가 없으므로 꼭 간접 대

화 문맥의 화자나 청자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하지만 이때 PRO가 내포절의 주어

로 나타난다면 PRO는 주절의 통제어와의 변항 결속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  

 ‘의향절’ 통제 구문의 해석 과정 

 

 이때 4.3.2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때 연결되어야 하는 통제어는 내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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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 핵의 할 일 목록의 갱신자와 동일한 지시체여야 한다. 만약 할 일 목록의 갱

신자와 다른 개체를 지시하는 통제어와 변항 결속 관계를 맺게 되면 의미적 불일

치에 의해서 비문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할 일 목록의 갱신자가 누구인가 

하는 정보는 어떤 통제어와 변항 결속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적 제약

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담화 조응 화행핵의 인칭 자질과 이를 통

한 de se/te 유형 선택, 할 일 목록의 갱신자, 통제어가 모두 일치하지 않으면 비분

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를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결국 담화 조응 화행핵의 인칭 

자질이 de se/te 유형에 기반하여 통제어 선택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

다.57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Landau (2000, 2013)나 Jackendoff & Culicover (2003)의 기

본 전제, 즉 통제어 선택은 통사적인 방식으로 직접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결정된다는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논문은 PZP&P처럼 Agree (S, JH)라는 통사적인 기제를 쓰지 않고서, de se/te 

유형 선택이라는 의미적인 기제를 통해서 통제어 선택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그러면서도 통사적으로 실현되는 1/2인칭 자질과 de se/te 유형 선택과 통제어 

선택의 연관성도 Agree (S, JH)가 없이도 계속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의도’ 통제 구문의 경우는 내포 지시의향 핵만 

없다는 차이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완전히 동일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의도’의 의미를 가지는 양상소 ‘-겠-’은 언제나 주절에 사용되는 경우 대응되는 

‘화자’와 연결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a. 철수가 집에 가겠다. (추측/*의도) 

b. 내가 집에 가겠다.  (의도) 

                                                        
57 De se/te 유형과 통제어 선택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Uegaki (2011)에서도 논의된 바가 있다. 

Uegaki (2011)는 이를 통해서 통제 전이 현상을 설명하려 시도하였다. 하지만 통제 전이가 

필수 통제 현상인지 일종의 비-필수 통제 현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논문의 입장과 완전하게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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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양상소 ‘-겠-’은 일종의 뿌리 양상소의 특징을 가지면서 문맥의 ‘화자’와 

행동주가 동일해야 한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은 ‘의향절’ 통

제 구문과 동일하게 통제 보어 내부의 행동주가 de se/te 유형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직접적인 일치작용만 없을 뿐이지 de se 해석이 강제되는 상

황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이러한 연관 관계를 뒷받침해준다. 그렇다면 이

는 ‘-겠-’이 담화조응 화행핵과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고, (94)의 구조와 유사한 환경에서만 인허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58 

즉, ‘의도’ 통제 구문의 경우에는 내포절이 접속법 내포절이 되므로 인지적 양상소

로 해석될 수 없고, 비-인지적 양상소의 해석을 가지는 경우에도 행동주가 해당 

문맥의 ‘화자’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는 것으로 ‘의도’ 통제 구문과 이 논문에서 

가정한 부분 통제 환경의 연관성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방식은 왜 PRO와 연관된 Res 논항이 필수적인 de 

se/te 해석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 논문은 

Landau (2013)가 가정한 것처럼 G가 일종의 de se/te 전제를 Res 논항의 지시체가 

구조적으로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나 청자가 되어야 생성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58 물론 왜 이러한 제약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3장에서 살펴본 

Hacquard (2006)의 구분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인지적 양상소는 ‘화자’와 비-인지적 양상소

는 ‘주어’와 대응한다. 하지만 ‘-겠-’의 경우는 비-인지적 양상소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어’

가 ‘화자’여야 한다는 제약이 존재하고 이러한 제약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때의 ‘-겠-’을 일종의 지시의향 핵의 실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러한 설명이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양상소로의 ‘-겠-’은 인지적 의미만을 가지고 

비-인지적 해석이 존재하지 못한다고 가정해야 하며, 또 한국어에는 양상소의 ‘-겠-’과 지

시의향 핵으로서의 ‘-겠-’,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다른 ‘-겠-’이 존재한다는 비-경제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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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의 독립적인 Res 논항이 가지는 지시체와 담화조응 화행핵의 인칭 자질 

a. 1인칭 담화조응 자질 →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 de se 인식 관계 

b. 2인칭 담화조응 자질 → 명제태도 문맥의 청자: de te 인식 관계 

c. 1+2인칭 담화 조응 자질 →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와 청자:  

               de se + de te 인식 관계 

 그렇다면 이 경우 (96)에서 볼 수 있듯이 PRO가 나온 경우 Res 논항이 이동을 

통해서 담화조응 화행핵의 인칭 자질에 연결되는 지시체는 꼭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 아니면 청자라는 의미를 명시적으로 가지게 되므로 이때 de se/te 전제는 필

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3인칭 대명사가 내포 지시의향 절에 주어로 나타나는 경우에 de 

se/te 해석이 강제되지 않는 이유와 ‘자기’가 내포 지시의향 절에 주어로 사용될 

때 필수적으로 de se/te 해석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이 논문의 구

조에서 PRO에 구조적으로 de se/te 해석이 강제되는 이유는 Res 논항이 독립적으

로 존재하고, 이러한 Res 논항이 담화조응 화행핵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두 조건은 모두 PRO가 최소 대명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Res 논항으로 

기능할 수 없는 경우와 관계가 있으므로. 최소 대명사가 통제 보어의 주어로 나오

면 de se/te 해석이 강제될 수 있는 충분조건이 충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부분 통제 구문에서 통제 보어의 주어로 나오는 ‘자기’가 이 논문의 

주장처럼 국부적 ‘자기’여야 한다면 이는 독립적인 Res 논항이 필요하고, 이러한 

독립적인 Res 논항은 담화조응 화행핵에 의해서 자신의 지시체를 얻게 되므로 de 

se/te 해석이 강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통제 보어의 주어가 일반적인 3인칭 대명사로 실현되는 경

우는 꼭 최소 대명사일 이유가 없다. 전술하였듯이 3인칭 대명사는 자기 자신의 

파이-자질을 독립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이다(Kratzer 2009). 그리고 이러

한 경우에는 Res 논항이 독립적으로 부여될 이유가 없이 3인칭 대명사 자체가 직

접 Res 논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 Res 논항이 통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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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을 통해서 담화조응 화행핵과 연결될 이유가 없고, 이 경우 G는 적절한 인식 

관계를 부여하기만 하면 되므로, 이때 꼭 3인칭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인 명제태

도 문맥의 화자 혹인 청자라는 인식 관계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에 더해서 이러한 방식은 왜 ‘의향절’ 통제 구문의 경우 PRO나 국부적 ‘자기’

가 꼭 담화 조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해 준다. 4.3.1절에서 논의하였

고 위의 3인칭 대명사 주어가 보여주듯이 이 논문에서 가정한 담화조응 화행핵은 

모든 요소가 필수적으로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제하

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 필수적으로 통제 보어의 주어가 담화조응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숨겨진 조건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이 논문의 

구조는 필수적으로 담화조응 화행핵과 연결되어서 자신의 지시체를 가져야 하는 

최소 대명사만이 필수적으로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청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

여 준다. 또 이때 통제어는 명제태도 동사의 특징상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나 청

자에 대응하게 되므로 재귀적인 성격을 가진 통제 보어의 주어들이 필수적으로 

담화조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통제 보어의 주어가 최소 대명사인 

경우에 필수적인 담화조응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설명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국부적 재귀사 ‘자기’의 해석이 내포절의 속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입장을 받아들이면 왜 이때 국부적 재귀사 ‘자기’의 해석이 통제어 선택과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자기’가 어떤 선행사와 결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내포 지시의향 핵의 할 일 목록의 갱신자가 누구인가에 따

라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기’와 같은 국부적 

재귀사도 강한 국부성 원리에 의해서 제약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3항 동사가 

나타나는 경우 이때 간접 목적어 위치에 존재하는 ‘자기’는 주어와도 직접 목적어 

와도 결속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자기’가 결속되는 선행사가 내포절의 의미적

인 특성에 의해서 통제어 선택과 유사하게 결정된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

이다. 그렇다면 왜 ‘의향절’ 통제 구문의 통제 보어에 주어로 나타나는 국부적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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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 ‘자기’가 PRO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지 모두 설명할 수 있다.59  

 그리고 이러한 국부적 재귀사 ‘자기’의 인허는 PRO도 통제어에 의해서 국부적

인 변항 결속 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Reinhart & Reuland (1993)이

나 Reuland (2001)에서 접속법 내포절의 경우 주절의 논항과 국부적인 변항 결속 

관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므로,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 담화조응 

화행핵을 포함한 접속법 내포절의 존재는 이러한 국부적 변항 결속 관계를 허용

할 수 있는 것이다. 

                                                        
59  이때 한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명제태도 문맥 내부에서 PRO에 의해서 결속되는 

비-주어 위치의 ‘자기’와 같은 최소 대명사의 경우 이러한 최소 대명사와 연결되어 있는 

Res 논항이 화행핵까지 이동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 논문의 논의를 따르면 PRO 자체의 

지시체가 내포절에서 얻어질 수 없으므로, PRO에 의해서 결속되는 최소 대명사와 연계된 

Res 논항이 화행핵까지 이동해야 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PRO에 의해서 결속되는 국부적 재귀사는 de re 해석이 가능하다(Heim 

1994, Sharvit 2011). 그렇다면 이는 이 논문의 가정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한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의 Res 논항이 PRO와 같은 잠재

적 결속자를 넘어서 화행핵까지 이동할 수 있느냐이다. 주어의 위치에 최소 대명사가 나

오는 경우와 다르게 PRO에 의해서 결속되는 최소 대명사의 경우에는 ResP에서 빠져 나

와도 화행핵보다 더 가까운 위치에 여전히 PRO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규칙 H를 어길 수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 또 이 경우는 내포절의 vP라는 강 국면이 존재하므로 

vP 내부의 최소 대명사의 Res 논항이 vP를 넘어서 화행핵과 연결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

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Kratzer (2009)를 따라 이러한 경우에 v에 

일종의 문맥과 관련된 자질이 독립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Kratzer (2009)는 변항 

결속도 국면 불침투 원리에 의해서 제약되어야 하므로 두 국면을 넘어서 자신의 지시체

를 얻게 되는 경우에 위와 같은 특별한 자질이 마지막 대안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Res 논항이 이러한 v와 연관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러한 가정은 Res 논항이 ResP 내부에서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일종의 문맥

과 관련된 핵과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는 이 논문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v에 의해

서 주어진 문맥 정보는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이면서 청자여야 한다는 정보 까지는 직접

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보는 특별한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화행핵이 직

접적으로 담화조응을 통해서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때의 Res 논항은 단지 명제

태도 문맥의 논항 중 어떤 논항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만 얻게 될 것이고, 이러

한 정보가 PRO의 지시체와 동일하게만 하다면 정문으로 인정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타당하다면 이때의 Res 논항과 G는 절대 필수적인 de se/te 인식 관계를 부여받을 

수 없으므로 이때 재귀사가 PRO에 의해서 결속되면서도 de re해석이 가능한지 쉽게 설명

할 수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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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부분 통제 환경과 PRO 

 지금까지 이 논문은 ‘의향절’ 통제 구분의 통제 보어의 속성에 근거하여 어떠한 

환경에서 부분 통제 구문이 형성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통제 보어는 명제

태도 문맥에 통사적으로 담화조응할 수 있는 구조를 이루어야 하고, 이러한 담화

조응 화행핵을 가진 접속법 내포절에서 PRO는 국부적인 변항 결속 관계를 가질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Res 논항이 인허되어 de se/te 해석이 강제된다는 것을 주

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타당하다면 PRO가 인허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부분 통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PRO가 인허될 수 있는 환경으로서의 부분 통제 환경. 

a. 내포절이 주절의 동사가 인허하는 명제태도 문맥에 통사적으로  

  담화조응 해야 한다. 

b. 내포절이 절 경계를 넘어서 PRO와 통제어 사이의 국부적 변항  

  결속 관계를 만족시켜주어야 한다. 

 이러한 설명은 왜 PRO가 특별한 환경에서만 인허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으

며 왜 한국어의 경우에는 담화조응 화행핵이 통제 보어에 존재하는 경우에만 인

허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  

 우선 이 논문은 담화조응 화행핵을 포함하고 있는 통제 보어는 일종의 접속법 

내포절로서 주절의 논항과 국부적 변항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는 파이-자질과 같은 일치 자질이 T에 존재하지 않으

므로 이러한 변항 결속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 논문은 PRO가 명제태도 문맥에서 실현되므로 ResP를 구성한다면 담화조

응 화행핵이 존재해야만 Res 논항이 자신의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

는 것을 보여 주었고, 이는 담화조응 화행핵의 존재와 PRO의 인허 가능성과의 관

계를 설명해 줄 수 있다. PRO가 가지는 최소 대명사 속성 때문에 독립적인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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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항이 존재한다면 이때 이 논문이 가정한 ResP의 구조에서는 Res 논항이 적절한 

목표를 향해 이동해서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이때 담화조응 

화행핵이 없다면 이러한 정보가 주어질 수 없고, 결과적으로 G가 적절한 인식 관

계를 생성할 수 없으므로 명제태도 동사가 적절한 해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PRO가 주어로 나왔는데 명제태도 동사가 

통제 동사로 나온 경우에는 담화조응 화행핵이 존재해야 PRO가 인허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PRO의 분포를 명제태도 문맥의 특성에 따라 설명할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60 

 이러한 설명은 결론적으로 ‘도록’ 통제 구문과의 비교를 확실하게 해 준다는 장

점도 가진다. 이 논문은 완전 통제 구문인 [ACC1]과 ‘의향절’ 통제 구문이 유사한 

통제 동사에 의해서 선택되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구조를 이룬다고 보고 있으므

로 유사한 통제 동사에 의해서 형성되는 이 두 구조의 인허 조건이 왜 서로 상보

적인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PRO의 유무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첫 번째로 3장에서 [ACC1]에는 유사 인상 구조적인 속성으로 PRO가 날 수 없

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차이는 두 구조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60  이 논문은 완전 통제 구문에서는 PRO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이 명제태도 문맥이 아닌 경우에 PRO가 절대적으로 인허될 수 없다는 제약으로 바

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문은 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통제 

동사로 명제태도 동사가 선택된 경우만 다루고 있고, 이때 PRO가 명제태도 문맥 내부에

서 인허되기 위해서 ResP를 구성해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인허 조건에 기반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비-명제태도 문맥에서 PRO가 나타날 수 있다면 ResP가 구

성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할 수는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

는 것이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부가어 통제 구문(adjunct control)이나 다른 여러 환경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최소 대명사라는 점에서는 국부적 ‘자기’와 유사하지만 PRO는 ‘자기’와 달리 주절

의 목적어 위치에 나타나지 못한다는 제약이 있고 또 부분 통제 구문과 명제태도 문맥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면 PRO의 인허와 명제태도 문맥의 관계의 긴 성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는 후속 연구로 남

겨두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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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통제 구문의 변이형 중 비-재구조화 구조에 대해서도 이때의 ‘도록’ 절도 

일종의 접속법 내포절이지만 왜 경우 PRO와 이에 연결된 ResP가 인허될 수 없는

지 설명할 수 있다. 담화조응 화행핵이 없으면 ResP가 적절한 해석을 가질 수 없

으므로 ‘도록’ 절이 소망 기반 명제태도 동사의 보어로 나오는 경우는 PRO가 적

절한 해석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논의는 다음과 같이 ‘자기’ 주어의 인허 가능성과 관련된 차이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진다. 

 a.  철수i-가 영희j-에게 [자기j-가 (직접) 철수를 도우-라]-고 명령했다.  [명령] 

b. ??철수i-가 영희j-에게 [자기j-가 (직접) 철수를 돕]-도록 명령했다 [DAT/NOM] 

    /제안했다/부탁했다. 

 4.3절에서 살펴보았듯이 (98a)의 경우 내포절의 ‘자기’는 통제어와 연결이 가능

하다(Madigan 2006, 2008b, Lee 2009, Landau 2013 등). 하지만 (98b)의 경우 ‘자기’가 

통제어인 ‘영희’와 공지시하면 상대적으로 문장의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되어 

왔다 (양동휘 1984, Lee 2009 등).61 그리고 이러한 두 구문의 차이는 내포절의 주어

                                                        
61 (98b)에 나온 ‘자기’가 아주 강한 대조 초점 해석을 받으면 ‘영희’와 공지시 되는 해석이 

나아진다고 판단하는 제보자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98a)의 ‘자기’

는 국부적 ‘자기’이고 (98b)의 ‘자기’가 장거리 결속 ‘자기’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

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 a.*철수i-가 나j-에게 [자기j-가 (직접) 철수를 도우-라]-고 명령했다.   [명령] 

b. *철수i-가 나j-에게 [자기j-가 (직접) 철수를 돕]-도록 명령했다.     [DAT/NOM]. 

 (ii) a. (?)철수i-가 나j-에게만 [자기j-가 (직접) 철수를 도우-라]-고 명령했다. [명령] 

  b. ??철수i-가 나j-에게만 [자기j-가 (직접) 철수를 돕]-도록 명령했다.   [DAT/NOM] 

앞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i)은 1/2인칭 제약에 의해서 비문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때 통제어에 초점사 ‘만’이 사용될 때 국부적 ‘자기’는 1/2인칭제약이 약해진다는 특성을 

통해서 이 (i)a와 (ii)a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DAT/NOM]의 경우를 

보면 (98b)를 정문으로 인정하는 사람들도 (ii)b는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이

러한 1/2인칭 제약과 관련된 차이(Hoe to appear)는 [DAT/NOM]의 ‘자기’가 대조적 초점 해

석에 의해서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가 아니라 ‘청자’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국부적 ‘자기’가 될 수 없고 여전히 장거리 결속 ‘자기’의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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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기’가 나왔을 때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 내포절의 주어인 ‘자기’가 주절의 

목적어를 지칭할 수 있지만 ‘도록’ 통제 구문의 비-재구조화 구조에서는 이러한 

공지시가 일어나는 경우 문장의 문법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논문은 이러한 차이는 이때의 ‘자기’가 국부적 ‘자

기’인지 장거리 결속 ‘자기’인지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도록’ 통제 구문의 경우는 모든 변이형에서 ‘도록’ 보어

의 주어는 피사동주가 되어야 하므로 주어보다는 목적어와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자기’는 ‘영희’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98b)에서 사용된 ‘자기’

가 장거리 결속 ‘자기’라면 이때의 ‘자기’는 주어 지향성 원리에 의해서 ‘영희’를 

지칭하지 못하고 이를 통해서 (98b)의 비문법성이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이 논문

에서 주장한 것처럼 장거리 결속 ‘자기’가 담화대용어고 언제나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와만 연결된다면 이때 주어 지향성 원리를 따라서 ‘철수’와 공지시 해야 하므

로 비문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98a)에서는 ‘자기’가 ‘영희’와 잘 결

속될 수 있고, 이는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는 국부적 ‘자기’가 내포절인 내포절에 

주어로 나타날 수 있다는 4.3절의 설명을 통해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

과 같은 차이도 이와 같은 설명을 뒷받침해 준다. 

 a. 철수i-가 영희j-에게 [자기자신j-이 (직접) 철수를 도우-라]-고.  [명령] 

  명령했다 

b. ??철수i-가 영희j-에게 [자기자신j-이 (직접) 철수를 돕]-도록   [DAT/NOM] 

  명령했다/제안했다/부탁했다. 

 재귀사 ‘자기자신’의 경우는 다른 재귀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부적 해석이 

강제된다고 여겨져 왔다(cf. Kim & Yoon 2009).62 그리고 이 경우 ‘자기자신’은 ‘의향

절’ 통제 구문에서는 통제 보어의 주어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비-재구조화 구조인 

‘도록’ 절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도 역시 국부적 결속과 장

                                                        
62 Kim & Yoon (2009)에서 ‘자기자신’이 장거리 결속이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기

는 하지만 이때의 문법성이 ‘자기’가 사용된 경우 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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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결속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98)과 (99)의 차이를 모두 국부적 

재귀사의 인허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장거리 결속과 관련된 이론들이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쉽

지 않다. 우선 Reinhart & Reuland (1993)이나 Reuland (2001)에서 논의한 것처럼 접

속법 내포절이 국부적 변항 결속 관계를 허가한다면 결속 영역(binding domain)과 

관련된 결속 가능성으로는 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또 계속 논의한 것처럼 

한국어와 같이 일치 자질이 외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언어에서 일치 자질의 속

성을 가지고 국부적 재귀사 ‘자기’가 ‘도록’절의 주어의 위치에 나타날 수 없다고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왜 다른 외

현적 명사구들과 다르게 국부적 재귀사 ‘자기’만 ‘도록’절에 나타날 수 없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다.63  

 그러나 이 논문에서 제시한 이론은 (98)이나 (99)에서 보이는 차이를 쉽게 설명

할 수 있다. 담화조응 화행핵이 있는 경우에만 최소 대명사인 국부적 ‘자기’가 사

용되었을 때 이와 연결된 Res 논항이 정상적으로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도록’ 절은 통사적으로 담화조응하지는 못하지만 

명제태도 동사의 보어이고 명제태도 문맥과 의미/화용적으로 조응하므로 내부의 

논항들은 모두 해석을 위해서 ResP를 이루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 담화조응 

화행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부적 재귀사와 연결된 Res 논항은 자신의 지시체

를 적절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장거리 결속 ‘자기’의 경우

는 ‘도록’ 절의 CP에 존재하는 운용소에 의해서 인허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

                                                        
63  물론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Woolford 

(1999)는 국부적 재귀사가 절대 주어의 위치에 나타날 수 없다는 Rizzi (1990b)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T가 일종의 재귀적인 속성을 가진 [AGR]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부적 재

귀사가 T의 지정어에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Bianchi (2003)

이 주장한 것처럼 통사적으로 담화조응하는 내포절이 재귀적인 일치 자질을 가져야 한다

면 (98a)와 (98b)의 차이를 설명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이 계속 주장한 것처럼 한

국어에는 파이-자질과 관련해서 일치 자질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외현적인 증거가 없으므

로 사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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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기지 않지만 간접 대화 문맥의 청자와의 공지시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비문

을 야기하게 된다.64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이 논문에 제시한 설명은 일치 자질 없이도 PRO를 포함

해서 부분 통제 구문의 통제 보어가 가질 수 있는 주어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기존의 설명과 비교해서 큰 장점을 가

진다. 이 논문은 한국어의 경우 T는 일치 자질로서의 파이-자질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종류의 명사도 통제 보어의 주어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

다. 특히 위의 (98)의 차이를 일치 자질로 설명하려면 ‘도록’ 절은 눈에 보이지 않

지만 [+AGR]이고 내포 지시의향 절은 [-AGR]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지만 이러

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어에서는 PRO의 인허 여부를 파이-자질의 속성과 관련 없이 설명할 수 있어

야 할 것이고, 이 논문의 주장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의 주장은 일치 자질이 외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언어에서도 어

떤 경우에 비-필수 통제 구문이 형성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접속법 내포절

의 경우 내포절의 주어가 주절의 논항과 국부적 결속 관계가 허용된다는 입장을 

받아 들이면서도 각 구문마다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65 

                                                        
64 이러한 논의에 대한 반례로 결과 구문에서 결과 절로 사용된 ‘도록’ 절의 경우는 다음의 

예시에서 보이듯이 주어 지향성이 다시 강화된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i) 철수i-는 영희j-를 [자기i/??j-가 다치]-도록 때렸다. [결과 구문]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3장에서 가정한 것처럼 결과 구문의 결과절이 부가어이기 때문에 

Reinhart & Reuland (1993)을 따라 적절한 결속 영역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보면 쉽게 설명

이 가능할 것이다. 
65 하지만 이러한 논의는 한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PRO가 나올 수 있는 위

치에 일반적인 명사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왜 이때 pro가 인허될 수 없는

지 설명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pro가 나타날 수 있다면 필수 통제 해석과 de se/te 해석

이 더 이상 강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논의는 몇몇 논문에서 

다루어지기는 했지만 ‘의향절’ 통제 구문과 같은 경우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서 

Sundaresan (2014)은 동일한 환경에 외현적인 명사구와 PRO가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

실이 이 위치에 pro가 나타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로망스어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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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자면 이 논문은 어떤 환경에서 PRO가 인허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부분 통제 환경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 논문의 입장은 Chomsky (1981)의 PRO 정리(PRO Theorem)에서 시작된 기존의 

논의와 유사하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PRO의 분포를 이용한 설명

(Chomsky 1981, Chomsky & Lasnik 1993, Martin 2001, Landau 2000, 2004 등)과 다른 점

은 이 논문은 완전 통제 구문을 PRO가 없는 구문으로 보고 있으므로 부분 통제 

구문에 대한 분포만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배(government; Chomsky 1981) 관계나 격(null case; Chomsky & 

Lasnik 1993, Martin 2001 등) 관계나 내포절의 자질 명세(Landau 2000, 2004)가 아닌 

PRO가 명제태도 문맥에서 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다.66 

그리고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재구조화를 통해서 완전 통제 구문을 설명하는 입장

과도 어울린다(Wurmbrand 2001, Bianchi 2003, Grano 2012 등). 하지만 이전의 이론들

과 이 논문이 차이가 있는 것은, 왜 부분 통제 구문에서 PRO가 인허될 수 있느냐

에 대한 논의를 조금 더 명료화했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어의 차이에서 볼 수 있듯이 pro 자체도 일치-자질과 관련한 특별한 인허조건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파이-자질이 완전하지 않은 통제 보어에서 pro가 주어로 인허될 수 없다

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Sundaresan (2014) 스스로도 언급하고 있듯이, 한국

어나 중국어처럼 일치-자질과 pro의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 까지 이러한 논의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 논문은 3장에서 논의한 Hornstein (2006)의 입장을 따라 PRO와 

pro가 모두 나타날 수 있고, 내포 지시의향 핵의 제약에 의해서 의미적으로 두 지시체가 

달라지기 힘든 경우에는 필수 통제 구조가 비-필수 통제 구조보다 선호된다고 주장하려 

한다. 이는 구문분석이 일어나는 경우 두 구조가 모두 정문인 상황에서 최소 대명사인 

PRO와 pro 중에서 하나가 골라져야 한다면 이때는 일종의 흔적(복사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결속 변항인 PRO가 존재하는 구조로의 구문분석이 더 선호된다고 볼 수 있다는 인

식에서 출발한다. 다양한 이론에서 국부적 변항 결속 관계에서의 최소 대명사는 LF에서 

흔적(복사체)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Heim & Kratzer 1998 등) 이러한 설명

은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

고,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66 이러한 이 논문의 제안은 Landau (2013)의 부분 통제 환경과 매우 유사하다. 하지만 실질

적으로 통제 보어의 구조와 PRO가 해석되는 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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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기존 이론과의 비교 

4.5.1. Pak et al. (2007)과 Park (2011) 

4.2.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PZP&P는 내포 지시의향 핵의 직시 전환 가능 1/2인칭 

자질과 영주어와의 Agree (S, JH)로 ‘의향절’ 통제 구문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영주

어가 필수적으로 통제어와 파이-자질을 공유해야 하고 1/2인칭으로 실현되지 않는

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일반적인 3인칭 대명사가 내포 지시의향 핵의 주어로 실현될 수 있는 이유

와 실현되는 경우 비-핵심 지시의향 의미가 가능하고 또 de se/te 해석이 강제되지 

않는 것도 설명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4.3절에서 제시한 이론은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지 않는다. 우선 통제 보

어가 접속법 내포절의 속성을 가진다는 설명을 통해서 Agree (S, JH)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동시에 PRO가 최소 대명사라는 가정을 통해서 PRO

가 통제어와만 변항 결속 관계를 가지고, 독립적인 Res 논항을 통해서 de se/te 해

석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설명할 수 있었다. 또 이를 통해 최소 대명사가 아닌 3인

칭 대명사가 통제 보어의 주어로 나오는 경우에는 de se/te 해석이 강제되지 않는

다는 것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논문의 이론은 ‘의도’ 통제 구문을 ‘의향절’ 통제 구문과 동일한 환경

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포 지시의향 핵과 Agree (S, JH)가 없어도 

담화조응 환경과 접속법 내포절에서 필수적으로 비인지 양상소고 ‘-겠-’이 사용되

어야 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나타나는 de se해석과 통제어와의 연관관계로 왜 ‘의

도’ 통제 구문이 필수 통제 구문인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논문에 제시한 이론은 ‘직시 전환 1/2인칭 자질’이라는 특별한 기

제가 아니라 통사적 담화 조응을 위한 담화조응 화행핵과 그와 관련된 담화조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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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인칭 자질이라는 좀 더 보편적인 방식으로 내포 지시의향 핵이 가지는 1/2인칭 

자질이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와 청자에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이 논문은 PZP&P의 분석보다 ‘내포 지시의향 핵’의 특성도 더 잘 포착한

다는 장점이 있다. PZP&P는 주절과 내포절에 나타나는 지시의향 핵이 완전히 동

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PZP&P는 한국어의 경우 

한 종류의 지시의향 핵이 존재하고 이러한 지시의향 핵이 자신을 포함한 절의 속

성을 결정하므로 내포절에 지시의향 핵이 나온 경우와 주절에 지시의향 핵이 나

온 경우 완전히 동일한 통사적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입

장에서 주절의 지시의향 핵이 주어로 pro를 가지므로 내포 지시의향 절에서도 동

일하게 pro가 주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주절과 내포절에 서로 다른 지시의향 핵을 설정하지 않

는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지만, 지시의향 핵이 하나라 하더라도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통사/의미적 특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지시의향 핵이 

포함된 절의 성격은 단순히 지시의향 핵의 속성에 의해서 결정될 필요가 없는 것

이다. 특히 Zanuttini (2008)의 아이슬란드어의 예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시의

향 핵은 다양한 절에서 나타날 수 있고, 각각의 환경에 의해서 다른 통사/의미적

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의향 핵이 속

한 절의 통사적 특성이 더 중요하다면 내포 지시의향 절의 영주어가 주절의 경우

와 다르게 PRO가 된다고 가정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PZP&P가 가정한 것

처럼 주절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내포절의 영주어도 pro일 것이라고 보고 통일된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절대 이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내포절의 속

성이 내포 지시의향 핵의 통사/의미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한국어에 오직 하

나의 지시의향 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지시의향 핵이 나온 CP의 특성에 따라 

주어의 속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논문의 분석은 내포 지시의향 핵이 

Zanuttini (2008)가 분석한 아이슬란드어와 유사하게 지시의향 핵이 자신이 속해있

는 절의 속성에 영향을 받아서 다양한 통사/의미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더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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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가정은 왜 ‘약속문’이 내포절에 나타나기 어려운지에 대한 설명에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준다. 

 내가 그 일을 하-마. → 

  a. ?내가 그 일을 하-마-고 말했다. 

  b.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권재일 2012, p. 299-300) 

 권재일(2012)은 위와 같은 차이를 한국어에서는 독립적인 ‘문장종결법’으로 사용

될 수 있는 경우에만 내포절로 사용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100a)가 문법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지시의향 핵이 일인칭 

자질을 가지고 ‘-마’로 실현되는 경우와 나머지 경우가 ‘문장종결법’ 상으로 보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권재일(2012)은 ‘약속법’은 ‘명령/청유법’과 달리 

완전하게 독립적인 문장종결법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서술법’의 하위 부류로 보

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00b)처럼 ‘약속법’으로 볼 수 있는 문장이 내포절에서 

평서형 어미 ‘-다’로 끝나는 형태가 더 자유롭다는 것은 ‘약속법’의 의미가 기본적

으로 ‘명령/청유법’과 다르게 ‘서술법’으로의 속성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재일 (2012)의 입장은 이 논문의 가정과도 어느 정도 잘 어울린다. 이 

논문은 ‘약속/명령/청유’와 관련된 동사가 나오는 경우 기본적으로 ‘접속법 내포절’

이 나와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접속법 내포절’은 포함한 인지

적 양상소를 인허하지 못하고(Anand & Hacquard 2013 등), 또 본질적으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Giannakidou 2009, Anand & Hacquard 2013 등). 하지

만 다양한 연구에서 의향문 중 ‘약속’의 경우는 그 의미상 연관된 사건의 참/거짓

을 다른 의향문보다 좀 더 잘 판단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Villalta 2008, Zanuttini et al. 2012 등). 또 이와 관련하여 스페인어 같은 경우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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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다’가 사용된 경우는 ‘명령하다’, ‘설득하다’와 같은 동사가 접속법 내포절을 

보문으로 가지는 것과 다르게 ‘직설법 내포절’이 보문으로 사용된다(Villalta 2008). 

그렇다면 지시의향 핵이 ‘-마’로 실현되어야 하는 경우 의미상 ‘-라’나 ‘-자’와 다

르게 접속법 내포절과 완벽하게 어울리지 않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특징도 내포 

지시의향 핵이 ‘-마’로 실현되면 수용성이 떨어지는 이유와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논의를 따르면 ‘-마’가 실현되는 경우 주절에서든지 내포절에서든지 

관계없이 나머지 ‘-라/자’와는 좀 다른 특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문장종결법 중 ‘서술법’과 서법(mood) 중 직설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지시의향 핵이 ‘-마’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명령/청유’보다는 좀 더 

‘평서문’적인 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논

문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처럼 ‘-마/라/자’의 실현이 동일한 ‘지시의향 핵’의 인칭 

자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 어떻게 ‘-마’로 실현되는 경우에만 ‘평서문’적인 

성격이 더 강해지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 유형(clausal 

type)이 통사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라면 ‘-마’가 실현될 수 있는 통사적 환경은 주

절과 내포절 모두 다 ‘-라/자’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지시의향 핵은 인허

되는 환경에 따라 다른 통사/의미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

다.67 

                                                        
67 다음과 같은 차이점도 이러한 주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i) 집에 안-가-마!  /  ??집에 가지 말-(으)-마! 

 (ii) *집에 안-가-라/자!  / 집에 가지 마-라/말-자! 

권재일(2012)은 이러한 차이도 ‘약속법’이 ‘서술법’에서 사용되는 부정소를 사용하는 것에

서 생기는 차이라고 지적하였고, 또 Amritavalli (2014)는 서법의 영향을 받아 문장의 부정

소가 다양한 형태로 바뀌는 현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

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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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Landau (2013) 

 2.2.4절에서 살펴보았듯이 Landau (2013)는 이전의 시도(Landau 2000, 2004)와 다르

게 명제태도 문맥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부분 통제 구문이 형성될 수 있는 이유를 

통제 보어의 사건이 명제태도 동사가 야기하는 명제태도 문맥에 직접적으로 담화

조응해야 한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입장에서 Landau (2013)는 필

수 통제 구문의 영주어는 PRO이며 PRO는 최소 대명사(Kratzer 2009 등)이고, 또 

스스로 필수적인 이동을 통해 자매성분(sister)을 속성(property)으로 만드는 특징

(Chierchia 1989, Pearson 2013 등)을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이를 통해 Landau (2013)

는 PRO가 FinP까지 이동하여 FinP를 속성으로 만들고 이러한 FinP가 명제태도 문

맥과 주술관계를 맺을 때 부분 통제 구문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명제태도 문맥을 설명하기 위해서 Landau는 G가 내포절의 개체에 존재

한다고 보지 않고, 부분 통제 구문에서 담화조응이 일어나는 경우 특별한 GP가 C

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담화조응 문맥내의 GP와 독립적인 Res 논항 (Landau 2013) 

  

 위와 같은 구조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우선 GP는 Res 논항을 독립적으

로 포함하고 있다. 이는 통제 보어에서 vP에 병합되는 PRO가 Res 논항이 되는 것

이 아니라 독립적인 Res 논항이 GP 내부에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

고 Landau는 이러한 구조에서는 Res 논항이 담화조응 문맥(i’)과 직접적으로 G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 G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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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g,c = λrese. λi’k.ι (re): r is picked by the description G of the res for the AH (=the      

          AH's concept of the res) in context i’.         (Landau 2013) 

 이러한 의미 명세는 G 자체가 직접 담화조응 문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서 담

화조응 문맥과 연결된 인식 관계만을 Res 논항에게 부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더해서 Landau (2013)는 이때 GP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Res 논항도 일종

의 최소 대명사이고, 주절의 통제어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변항 결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GP내부의 Res 논항이 내포절의 주어와 독립적으로 자신의 지시체

를 통제어와의 변항 결속을 통해서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Res 논

항은 통제어와 동일한 파이-자질을 ‘결속시 전이 작용’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이

유를 설명해 준다.  

 부분 통제 구문 도출: 통제어와 Res 논항 PRO의 관계 (Landau 2013) 

      

 Landau (2013)는 이 경우 GP 내부의 Res 논항과 PRO가 속한 절이 주술관계를 

이루고 이를 통해서 PRO가 명제태도 문맥에 조응하는지 설명할 수 있고, 동시에 

왜 PRO가 언제나 통제어와 동일한 파이 자질을 가져야 하는지도 설명할 수 있다

고 주장하였다. Res 논항은 명제태도 문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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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Res 논항과의 주술관계를 통해서 통제어의 파이-자질과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Res 논항을 통해서 이어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GP 내부의 Res 논항을 독립적으로 설정하고 이 Res 논

항을 통해서 PRO가 자신의 파이-자질과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고 본 것

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는 PRO가 주술관계를 맺어야 하는 대상인 Res 논항은 

CP에 G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왜 담

화조응 통제 구문이 명제태도 동사와만 나타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고다. 

즉 담화조응 화행핵과 같은 특별한 핵을 가정하지 않고도 왜 부분 통제 구문에서 

통제 보어가 필수적으로 명제태도 문맥에 담화조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다르게 다음과 같은 구조가 완전 통제 구문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완전 통제 구문 도출 (Landau 2013) 

   

 부분 통제 환경과 다르게 명제태도 문맥을 인허할 수 없는 동사들이 나오는 경

우 PRO는 자신의 자매항과 같이 통제어와 직접적으로 주술관계를 맺게 된다고 

보고, 이러한 구문이 바로 완전 통제 구문에 대응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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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Landau의 설명은 많은 장점을 가진다. 우선 Landau (2013)의 이론은 부분 

통제 구문과 명제태도 문맥 사이의 관계를 명제태도 동사의 해석에서 필수적인 G

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e se/te 해석과 그 유형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독립적인 Res 논항이 직접 GP에 존재하면서 통제어

와 변항 결속 관계를 가지므로 Res 논항은 언제나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와 청자

에 대응하게 되므로 필수적인 de se/te 인식 관계가 생성되는 이유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통제어 선택에 의해서 de se와 de te의 유형이 결정된

다는 것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또 구조에 의해서 de se/te 해

석이 부여되므로 PRO에 de se/te 해석을 강제하는 전제(presupposition)을 명세해야 

할 이유가 없이 PRO를 단순한 최소 대명사로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완전 통제 구

문에도 PRO가 있다고 본 Landau (2013)의 입장에서는 왜 명제태도 문맥이 없는 완

전 통제 구문에서는 PRO가 de se/te 해석을 가지지 않을 수 있는지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PRO가 완전 통제 구문에 나온다면 명제태도 문맥이 

없으므로 de se/te 해석이 배제되고 부분 통제 구문에 나온다면 담화조응에 의해서 

de se/te 해석이 강제되는 것을 PRO가 최소 대명사라는 기본 전제를 유지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또 1/2인칭 자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de se/te 유형을 설명

할 수 있으므로 PRO가 언제나 통제어와 동일한 파이-자질을 가지면서 동시에 적

절한 de se/te 해석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설명할 수 있다.68  

 이렇게 Landau (2013)의 설명은 이 논문이 가지는 de se/te 설명에 있어서의 장점

을 거의 다 유지하면서 담화조응 화행핵 같은 특별한 기재를 가정하지 않고 명제

태도 문맥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G와 Res 논항만을 가지고 명제태도 문맥에 담

화조응이 일어나는 방식을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68 Landau (2013)은 이와 관련하여 만약 de se/te 유형이 1/2인칭 자질과 관련해서 결정된다면 

인칭 자질에 따라 여러 개의 PRO가 필요하므로 비 경제적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의 주장은 담화조응 1/2인칭 자질은 담화조응 화행핵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PRO가 본

유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Landau (2013)의 문제 제기는 이 논

문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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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au (2013)의 구조에 의한 설명은 많은 장점을 가지지만 ‘의향절’ 통제 구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PRO가 인허되기 위해서는 꼭 특별한 종류의 GP가 C에 인허되어야 한다고 

가정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Landau (2013)의 구조에서 PRO가 담화조응하기 위

해서는 명제태도 문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GP가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

지만 이러한 GP의 존재는 이론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 Percus & Sauerland (2003)이

나 Anand (2006)에서 주장한 것처럼, 명제태도 문맥 내부의 논항이 해석되기 위해

서 G가 필수적이라면 부분 통제 구문만을 위한 GP의 설명은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왜 부분 통제 해석이 나타나는 경우에만 이러한 GP가 형성되

어야 하는지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어와 같은 경우 왜 ‘도록’ 통제 구문의 경우는 부분 

통제 해석이 일어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ACC1]의 경우는 PRO가 없으므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나머

지 비-재구조화 변이형들은 모두 명제태도 동사와 접속법 내포절로 이루어진 구문

이다. 그렇다면 Landau (2013)는 왜 접속법 내포절인 ‘도록’ 절에서는 부분 통제 구

문이 형성될 수 없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도록’ 절이 나오

는 경우에만 GP가 C에 형성되지 않고 명제태도 문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

는다고 보는 것이지만 Landau가 가정하고 있는 이론적 배경에서는 왜 ‘도록’ 절과 

내포 지시 의향절이 담화조응에 있어서 서로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

다.69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 내포절에서만 GP가 형성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 어

                                                        
69 이에 대한 한가지 방법으로 [AGR] 자질의 차이를 생각해 볼 수 있다. Landau (2000, 2004)

는 [+AGR, +T]인 경우에는 필수 통제 구문이 형성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비-재구조화 구조에서의 ‘도록’ 절은 [+T]이므로 [+AGR] 자질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언급하고 있듯이 한국어의 경우 외현적

인 파이-자질이 실현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증명하기 어렵다. 특히 이러한 입장을 

따르면 내포 지시 의향절은 [-AGR]이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

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논의하지 않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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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담화조응 화행핵의 유무로 설명한다면 어느 정도 쉽게 설

명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 담화조응 화행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내포절이 ‘-고’나 이에 대응하는 보문소가 실현된다고 가정해 보자. 즉 ‘담화조응 

화행핵’이 인허되기 위해서는 보문소 ‘-고’가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구조가 필요

하다고 보는 것이다.  

 = (41) 부분 통제 구문에서 담화조응 화행핵의 실현 구조 

   

 또한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대화 문맥과 관련된 핵은 구조상 가장 상위에 분포

해야 한다. 

 Cinque의 위계와 화행핵의 위계 

 MoodSpeechAct  >  Moodevaluative  >  Moodevidential  >  Modepistemic  >  Tense 

 그렇다면 담화조응 화행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의 내포절이 존재

해야 하고, 이러한 차이를 ‘-고’에 대응하는 보문소의 실현 여부로 설명할 수 있다

면 왜 ‘도록’ 통제 구문의 경우에 통사적 담화 조응이 불가능한지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서, 이 논문의 설명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보문소 ‘-고’의 분포와 의미 

대한 논의와 많은 부분에서 어울린다.70 Sohn (1994, 1999)의 경우는 ‘-고’는 언제나 

                                                        
70 물론 보문소 ‘-고’ 자체가 담화조응 화향핵의 실현이라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러한 화행

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고’와 같은 보문소가 실현될 수 있을 정도도 내포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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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의 발화 행위와 관련된 동사의 보어로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고, 또 Sells 

(1995)의 경우는 ‘-고’는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말’이나 ‘생각’과 연관이 된다고 지

적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포적인 특성은 모두 ‘-고’ 자체가 일종의 명

제태도 문맥과 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준다고 볼 수 있

다.  

 또한 ‘-고’의 존재가 담화조응과 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설명은 ‘의도’ 통제 구

문을 설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의도’ 통제 구문에도 ‘-고’가 

꼭 실현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한국어의 경우는 ‘부분 통제 해석’이 가능한 경우 

거의 일률적으로 ‘-고’라는 보문소가 실현되어야만 한다고 일반화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다.71  

그렇다면 ‘도록’ 절의 경우는 담화조응 화행핵이 없기 대문에 주절의 동사가 야

기한 명제태도 문맥이 통사적으로 담화조응을 할 수 없고 단지 의미/화용적으로 

명제태도 문맥에 조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가정한 것처럼 통사

적인 담화조응이 일어나는 경우에 PRO와 Res 논항의 인허가 가능하다면 ‘도록’ 

통제 구문의 비-재구조화 변이형들은 PRO를 인허하기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필수 통제 구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다.  

이와 관련해서 Landau (2013)의 구조에서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Landau

는 PRO가 자매항을 술어로 만들기 위해서 FinP까지 이동을 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도록’ 절이 이러한 FinP를 구성하지 못한다면 Landau의 구조에서

도 ‘도록’ 통제 구문과 ‘의향절’ 통제 구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

지만 ‘도록’ 통제 구문 중 비-재구조화 변이형의 경우 ‘도록’ 절이 확실히 접속법 

                                                                                                                                                        
투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71 이와 유사하게 Lee (2009)에서도 ‘-고’ 보문소를 중심으로 부분 통제 구문의 일반화를 시

도하고 있다. 하지만 Lee (2009)는 ‘-겠-’과 지시의향 핵을 모두 직접적으로 서법(mood)과 

관련된 문법소로 보고 있고, 왜 이러한 문법소가 나오는 경우에 부분 통제 해석이 나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루고 있지 못한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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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절로서 한정절의 속성을 가지므로 적어도 한정성을 구분하는 FinP가 투사되

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타당하다면, 이는 단순히 통제 동사의 특성만이 아니라 이와 관

련된 통제 보어의 구조적 속성이 필수 통제 구문을 형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한국어의 경우 통제 보어에 드러난 다양한 표지를 통해

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 ‘의향절’ 통제 구문은 내포 지시의향 핵의 실현을 위해서 부분 통제 해석

에 있어서 1/2인칭 자질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Landau (2013)의 설명은 GP 내의 Res 논항의 통제어에 따라서 de se/te 유형이 결정

되므로 1/2인칭 자질 없이 통제어 선택과 de se/te 유형의 상관 관계를 보여 준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PRO가 최소 대명사인 경우에 1/2인칭 자질의 방해를 받지 

않고, 통제어와 동일한 인칭 자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서도 큰 

장점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인칭 자질이 완전히 배제된 설명은 

다음과 같은 ‘의향절’ 통제 구문의 특수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a. 철수i-는 영희j-에게 [ PROj 집에 가-라]-고 명령했다/타일렀다/요청했다 

   요구했다/충고했다/권고했다/설득했다. 

 b. 철수i-는 영희j-에게 [ PROi+j 집에 가-자]-고 설득했다/제안했다/요청했다 

   요구했다/권고했다/부탁했다. 

 (107a)와 (107b)는 통제 동사의 종류와 상관없이 한국어의 경우는 확실하게 내포 

지시의향 핵의 인칭자질과 통제어 선택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두 

예문에서는 많은 통제 동사가 겹칠 수 있지만 통제어 선택은 내포 지시의향 핵의 

인칭 자질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실현되는 인칭 자질과 통제어 선

택과 de se/te 유형 사이에 실제 명세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단순히 

의미/화행으로만 처리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의향절’ 통제 구문을 설명하기 위해

서는 내포 지시의향 핵의 인칭 자질이 외현적으로 드러나고, 이러한 인칭 자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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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de se/te 유형 그리고 통제어 선택이 모두 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

여 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Landau (2013)는 Landau (2000)의 가정을 따라서 통제어 선택은 완전히 의

미/화용적인 작용일 뿐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의향절’ 통제 구문의 1/2인칭 자

질과 통제어 선택의 연관 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특히 Landau 

(2013)는 PRO에 1/2인칭 자질이 전이되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1/2인칭 자질 

명세를 완전히 부분 통제 환경에서 배제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상관 관계를 설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이 논문은 담화조응 화행핵의 1/2인칭 자질을 통해 이러한 

연관 관계를 설명할 수 있고, 또 PRO가 이러한 1/2인칭 자질과 절대 통사적인 관

계를 가질 수 없는 방식을 설정함으로써 Landau (2013)의 문제점과 장점을 모두 

포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절의 통제 동사와 상관 없이 통제어와 de 

se/te 유형은 통제 보어에 실현된 내포 지시의향 핵의 인칭 자질과 완전히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Landau (2013)는 왜 담화조응과 관련된 구조가 부분 통제 해석을 가

져야 하는지 설명하는 데 문제를 가지고 있다. Landau (2013)는 부분 통제 구문을 

담화조응이 일어나는 구조로 설명하면서 완전 통제 구문과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지만, 왜 이러한 구조에서 부분 통제 해석이 일어나야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하

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Landau (2013)는 간단하게 두 가지의 가능성만을 

제시하고 있고 이들은 ‘의향절’ 통제 구문의 특성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6절에서 어떻게 이 논문이 제시한 구조가 부분 통제 해석을 인허하는

지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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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부분 통제 해석과 부분 통제 환경 

 4.3절과 4.4절에서 이 논문은 부분 통제 환경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이

러한 환경이 만족되는 경우 왜 부분 통제 해석이 허용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논문은 부분 통제 해석을 통제어와 PRO의 변항 결속에서 나타나는 단수

-복수 불일치 현상으로 보려고 한다(Madigan 2008b, Kratzer 2009 등). 이를 위해 기

존의 논의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 논문이 제시하는 방식의 장점에 대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4.6.1. 부분 통제 해석에 대한 기존 논의와 문제점 

4.6.1.1. Pearson (2013)의 의미적 도출과 그 문제점 

 Pearson (2013)은 Landau (2000)을 따라 부분 통제 해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

분 통제 구문의 PRO+가 복수의 개체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통사적으로는 단수라는 

부분이 설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 *John wanted to meet each other in the hall. 

 b. *John expected to pamper themselves on vacation. 

 c. *John voted to become members of the new club. 

 d. *John promised to all be careful when they moved the piano.  (Pearson 2013) 

 Pearson은 이러한 시제상의 특수성은 PRO+가 일종의 ‘복수 자질’을 가지고 있다

는 주장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Pearson은 Landau (2000)의 통사적으

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특별한 ‘의미적 복수 자질([+SP])’도 개념상으로나 경

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부분 통제 구문에서 PRO+는 통제어의 수 

자질과 일치하는 단수일 뿐이며, 부분 통제 해석은 명제태도 문맥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전체-부분 관계에서 순수하게 의미적으로 도출되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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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Pearson (2013)은 통제 동사와 통제 보어가 비-동시적 시

제를 가지는 경우 두 시제 사이의 부분-구간(sub-interval)과의 관련을 통해서 내포

절의 주어가 복수의 개체로 확장(extension)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간단히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Pearson은 비-동시적 시제에서 나오는 시간 구간이 여러 부분 

구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고, 각 부분 구간에 개별의 개체들이 연결되고, 

이러한 개체들이 연결되는 각 부분 구간들과 함께 합쳐져서 하나의 집단으로 확

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간단히 말해서 통제어가 확장된 복수 개체의 각 개별 

개체들이 비-동시적 시제가 나누어진 각 부분 구간에 대응해서 일종의 부분-전체 

관계를 형성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Pearson (2013)의 이러한 설명은 한국어의 부분 통제 구문의 특성을 설명

하지 못한다. 가장 큰 문제는 동일하게 비-동시적 시간 관계를 가지는 ‘도록’ 통제 

구문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Pearson은 통제 동사가 가지는 시간적인 속성을 

통해서 부분 통제 해석을 설명하려 하고 있으므로 ‘의향절’ 통제 구문과 거의 유

사한 동사와 같이 형성되는 ‘도록’ 통제 구문이 왜 부분 통제 해석을 가질 수 없

는지 설명할 수 없다. 특히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도록’ 통제 구문의 모든 변이형

은 비-동시적 시제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물론 [ACC1]은 국면 선택 사동핵

에 의해서 실현되는 비-동시적 해석이고 LRI-동사의 보어가 CP가 아니라 vP라 명

제태도 문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것으로 Pearson의 이론도 설명이 가능하다. 하

지만 비-재구조화 변이형의 경우는 명제태도 문맥이 형성되며 비-동시적 해석이 

강제되므로 정확한 설명이 어려운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어의 경우는 Pearson (2013)의 주장과 다르게 부분 통제 해

석이 일어나는 경우 PRO가 통사적인 복수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a. (?)철수i-는 영희j-에게 [PROj
+ 서로j+k-를 잘 돌보-라]-고 명령했다. 

  b. (?)철수i-는 영희j-에게 [PROj
+ 그녀-자신들j+k/그녀들 자신j+k-을 우선 

    잘 추스리-라]-고 명령했다. 

  c. (?)철수i-는 영희j-에게 [PROj
+ 세 명j+k-이 모두 집에 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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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에서 보이듯이 ‘의향절’ 통제 구문의 경우는 PRO가 상호대명사도 인허할 

수 있고, 복수표지를 가진 재귀사와 결속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PRO의 성격

은 다음의 예시에서 보이듯이 ‘의도’ 통제 구문도 보여 준다. 

 a. (?)철수i-는 영희j-에게 [PROi
+ 서로i+k-를 잘 돌보-겠-다]-고 말했다. 

 b. (?)철수i-는 영희j-에게 [PROi
+ 그-자신들i+k/그들 자신i+k-을 우선 잘  

   추스리-겠-다]-고 말했다. 

  c. (?)철수i-는 영희j-에게 [PROi
+ 세 명i+k-이 모두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Pearson (2013)에서 논의한 ‘PRO에 복수 자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적어도 ‘의향절’ 통제 구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72  오히

려 Pearson의 의미에 기반한 방식으로는 한국어의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 PRO+가 

실질적인 복수의 해석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4.6.1.2. Landau (2013)의 제안과 그 문제점 

4.5.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Landau (2013)은 PRO가 주술관계를 가지는 두 가지 

층위를 나누는 것으로 필수 통제 구문의 두 하위 범주를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하지만, 왜 담화 조응이 일어나는 필수 통제 구문의 경우에 부분 통제 해석

이 나타나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말았다. 

하나는 Pearson (2013)과 유사하게 비 동시적인 시제 관계를 통해서 확장되는 부분

                                                        
72  한국어의 경우는 명사구가 ‘들’ 표지가 일반 명사인 경우 복수로 인식이 가능하므로 

(109)와 (110)은 통사/의미적인 복수성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음에서 보이듯이 이러한 연결은 (iii)을 제외하고는 아주 수용성이 떨어진다. 

(i) ??학생은 서로 싫어했다. 

(ii) ??선생님은 자기들의 학생을 정말 사랑한다. 

(iii) 철수는 학생 세 명을 혼내주었다. 

그리고 3장에서 간략히 살펴보았듯이 한국어의 경우 3인칭과 관련된 대명사들은 모두 ‘들’

과 같은 복수 표지 없이는 복수의 개체를 지칭하지 못하므로 PRO가 최소 대명사라면 부

분 통제 해석에 일어나기 위해서 확실히 복수와 관련된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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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관계를 통해서 부분 통제 해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Res 

논항과 관련된 GP 층위에 부분 통제 해석을 줄 수 있는 일종의 [a.group] 자질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두 가지 가정은 모두 ‘의향절’ 통제 구문

의 특징을 설명하지 못한다.  

 우선 Pearson (2013)에 기반한 가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6.1.1절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Pearson (2013)의 설명은 ‘의향절’ 통제 구문을 설

명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도록’ 통제 구문의 비-재구

조화 변이형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점 중 하나였다. 하지만 Landau (2013)

의 경우 Paerson과 다르게 구조를 통해 부분 통제 구문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구조

적으로 ‘도록’ 통제 구문의 비-재구조화 변이형에서 담화조응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도록’ 통제 구문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4.5.2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러한 설명은 불가능하므로 Pearson의 방식의 도입으로는 ‘도록’ 통제 구문의 특성

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리고 설령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Pearson (2013)처럼 ‘의향절’ 통제 

구문의 경우 영주어가 통사적인 복수 개체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남아 있게 된다. 

이에 더해서 [a.group]을 통한 설명도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이때 전제

된 [a.group] 자질에 대해서 간단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Kratzer (2009)는 Rullmann (2004)과 Heim (2008)의 논의를 따라 변항 결속 관계가 

있는 경우 최소 대명사라 하더라도 완전히 아무런 자질 없이 태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러한 가정은 다음과 같은 분열 결속(split binding)을 설

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Only I mentioned our audiovisual capabilities.  (Kratzer 2009,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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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의 경우 결속 변항인 ‘our’는 통사적으로 직접 결속하는 ‘only I’와 다른 누

군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수 불일치(number mismatch) 현상을 설명하

기 위해 Kratzer (2009)는 ‘수’와 관련된 특별한 자질은 최소 대명사의 경우라도 독

립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해석과 관련된 수 

자질을 [a.group] 자질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Kratzer (2009)는 이때의 [a.group] 자질은 일반적인 ‘집단(group; Landman 

2000 등)’을 지칭하는 자질과는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a.group] 자질을 일종의 연계

된 집단(associative group)을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한 개체를 지칭하는 표현에 붙어

서 그 개체를 포함한 ‘집단’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자질이라고 본 것이다(Tomioka 

2006, Madigan 2006, 2008b, Kratzer 2009, Kim & Madigan 2010, Landau 2013 등). 특히 

이러한 자질은 다양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장점을 가진다. 예를 들어 

1인칭 ‘복수’ 대명사의 경우는 ‘화자들의 집합’이라는 의미보다는 ‘화자를 포함한 

집단’으로의 해석을 가져야 하는데, [a.group] 자질은 이러한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 

있어서 일반적인 복수 자질보다 더 적합한 것이다(Kratzer 2009 등).  

 그리고 한국어의 경우 ‘철수들’과 같은 표현은 ‘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개체들의 

집합’이라는 의미도 나타낼 수 있지만 ‘철수’를 대표로 하는 집단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a.group] 자질은 후자의 의미를 쉽게 부여해 줄 수 있다(Kim & Madigan 

2010 등).  

 Kratzer (2009)는 이러한 [a.group] 자질을 최소 대명사인 결속 변항이 가지고 태

어난다면 단수-복수 수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 Kratzer 

(2009)는 Rullmann (2004)의 논의를 따라 최소 대명사라고 해서 모든 파이-자질을 

완전히 결여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a.group] 자질은 최소 대명사도 

수의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111)에서 결속 변항인 

‘our’는 ‘화자’인 단수의 선행사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a.group] 

자질에 의해서 선행사를 포함한 복수의 개체와 연계된다면 어떻게 단수-복수 불일

치가 나타나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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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tzer (2009)는 부분 통제 해석도 이와 같은 단수-복수 수 불일치의 일종이라고 

보았다. 즉 Kratzer (2009)를 따르면 부분 통제 해석은 통제어에 의해서 변항 결속

되는 결속 변항이 수의적으로 [a.group] 자질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Landau (2013)는 이러한 입장에서 [a.group] 자질이 담화조응과 관련된 구조에 적

용이 되면 부분 통제 해석을 설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Landau (2013)

의 구조에서 이러한 설명이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통제어와 직접적인 변항 결

속 관계를 맺는 Res 논항이 [a.group]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Landau (2013)의 

체계에서 PRO가 [a.group] 자질을 가질 수 있다면 술어 통제 구문, 즉 완전 통제 

구문에서도 부분 통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4.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 Res 논항은 절대로 통제

어에 의해서 직접 결속될 수 없으므로 Landau (2013)의 가정은 ‘의향절’ 통제 구문

을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4.6.2. ‘의향절’ 통제 구문의 부분 통제 해석과 PRO 

 지금까지 기존의 이론이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 나타나는 부분 통제 해석을 설

명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 어떻

게 부분 통제 해석이 나타날 수 있는지 4.3절에서 제시한 구조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래의 구조에서 중요한 것은 Landau (2013)와 다르

게 담화조응이 강제되는 구조에서도 통제어와 PRO가 직접적인 변항 결속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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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의 부분 통제: 예) 목적어 통제 구문의 경우 

 

 이 논문은 이러한 특징에 기반하여 부분 통제 해석을 PRO가 수의 적으로 

[a.group] 자질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서 PRO와 통제어 사이의 변항 결속 관계

에서 발생하는 단수-복수 불일치 현상의 하나라고 주장하려고 한다(Madigan 2008b, 

Kratzer 2009). 

이러한 PRO+와 [a.group] 자질을 통한 부분 통제 해석의 설명은 많은 장점을 가

진다. 우선 부분 통제 해석을 일반적인 국부적인 변항 결속 관계로 환원해서 설명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부적인 변항 결속 관계에서 

단수-복수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부분 통제 해석을 이렇게 

본다는 것은 분열 결속 구문이나 부분 통제 구문을 위한 서로 다른 기재를 가정

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이론 내적으로도 큰 장점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 기존의 이론이 설명하지 못하는 ‘의향절’ 통제 구문의 특성을 잘 설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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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이러한 가정은 PRO가 인허될 수 있어야 부분 통제 해석이 가능하다

는 것을 의미하므로 왜 ‘도록’ 통제 구문의 경우 부분 통제 해석이 나타날 수 없

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ACC1]은 영주어가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비-재구조화 

구조에서는 pro만이 인허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a.group] 자질은 왜 한국어의 경우 PRO+가 실질적인 복수로 기능하는지 

도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Sauerland (2003)는 단수의 DP들이 등위 접속사

로 연결되는 경우, 연결된 접속사구가 복수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 자

질이 DP 내부에 존재하는 개념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a. Kai and Lina are playing together. 

  b. 

              (Sauerland 2003, (3)) 

 Kratzer (2005)는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여서 수 자질은 기본적으로 동사와 명사

구의 일치 관계와 관련이 있는 자질이라고 보았다. 이는 수 자질이 완전히 명사구 

밖의 자질이고 오히려 술어와 더 접하게 연관된 자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Kratzer (2009)는 NP 내부 층위에도 ‘수’와 관련된 특별한 자질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a.group] 자질로 보았다.  

   wo 

  Num   wo 

  [pl]      D 	 	 	 	 	 	 	 	 	 	 	 	 	  N 

                         [a.group]     (Kratzer 2009,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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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DP 외부에 존재하는 수 자질과 다르게 [a.group] 자질은 NP 내부에 부여되

는 자질이기 때문에 최소 대명사라 하더라도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은 통사적인 ‘수’ 자질과 [a.group] 자질이 기본

적으로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자질이라는 것을 함의한다. 그렇다면 이때 [a.group] 

자질과 DP 외부의 수 자질의 관계를 통해서 [a.group] 자질만 존재하는 경우에 통

사적으로 복수로 기능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정확한 설명은 이 논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할 수 없지만, 만약 [a.group] 자

질이 NP 층위에 존재하는 경우 한국어에 필수적으로 DP 전체가 복수가 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존재한다면 왜 한국어의 PRO+가 복수인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다.73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한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

제가 있다. 이 논문은 PRO에 [a.group] 자질이 명세된다고 보고 있고, 이와 독립적

으로 Res 논항이 자신의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가진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Res 

논항의 경우 PRO+와 관게 없이 담화조응 화행핵으로부터 자신의 지시체가 ‘복수’

라는 정보를 얻고 이를 통해서 G가 각 개체에 적절한 인식관계를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때 Res 논항이 담화조응 화행핵으로부터 ‘복수’라는 정보를, 그것도 

PRO와 동일한 개체로서의 복수 개체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73  물론 이러한 [a.group] 자질을 가정했을 때 어떻게 영어의 경우 PRO+가 통사적으로 단

수가 되어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한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NP에 [a.group]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DP 외부에서 복수 자질이 인허되지 않는 경우가 있

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바로 Landau (2000)에서 가정한 범언어적인 차

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Landau (2000)는 영어의 경우 ‘의미적 복수 자질’이 통사적 

복수로 나타나지 못하지만 영국 영어(British English)에서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영국 

영어의 부분 통제 구문은 한국어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Pearson (2013)은 다양한 조

사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영국 영어에서도 PRO+는 통사적으로 단수여야 한다는 것을 

보임으로서 Landau (2000)의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어가 바로 Landau (2000)가 찾던 언어일 수 있다. 단지 ‘의미적 복수 자질’이 NP 층위

에 있는 [a.group] 자질로 바뀐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어 이외의 부분 통

제 구문의 PRO+의 복수성과 관련된 문제는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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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다음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화행핵’은 본질적으로 

복수의 주어와 잘 어울린다는 것이다. 

 a. (우리들이) 집으로 가-마/자!   

  b. (너희들이) 집으로 가라!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식은 ‘화행핵’ 자체가 ‘복수’ 자질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115)와 같은 지시의향 문의 경우 화행핵의 1/2인칭 자질

이 일치작용을 통해 지시의향 핵으로 전이된 후, 필수적인 Agree (S, JH)에 의해서 

‘주어’로 전이되게 되므로, 아예 화행핵 자체에 ‘복수’ 자질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러한 복수 자질이 지시의향 핵을 통해 주어까지 이동해서 주어의 복수

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을 위해서는 어떻게 단순한 기

능핵인 화행핵에 ‘복수’ 정보가 명세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특히 [a.group] 

자질은 NP 층위의 자질이므로 기능핵에 명세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1/2인칭 자질의 특징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Kratzer (2009)는 3인칭 자질과 다르게 1/2인칭 자질은, 자질 그 자체가 

‘개체’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담화조응 화행핵

의 인칭 자질이 Res 논항에 대한 지시체 정보를 줄 수 있다고 가정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1/2인칭 자질이 일종의 DP와 같은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므

로(Kratzer 2009), 1/2인칭 자질은 적어도 NP층위의 [a.group] 자질은 가질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의 경우 이러한 [a.group] 자질은 ‘통사적 복수’의 

의미를 필수적으로 인허할 수 있으므로 (115)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74 

                                                        
74 한가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이때의 자질 전이는 일치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LF와 PF에 다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변항 결속 작용이 아니므로 ‘결속시 자질 

전이 작용’에 의해서 PF에서만 자질 전이가 일어나는 것과 구분해야 한다. 또 [a.group] 

자질은 NP 층위 자질이므로 DP보다 더 상위의 수 자질은 일치작용을 통해 자질 전이가 

일어날 수 없다 하더라도 [a.group] 자질은 아무 문제 없이 전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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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와 함께 PRO와 Res 논항의 수 자질이 복수인 경우에도 G에 의해서 적절

한 인식 관계가 부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아야 한다. 특히 부분 통

제 해석의 경우 다음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통제어와 일치하는 개체만이 de se/te 

인식 관계를 가지고 나머지는 de re 인식 관계를 가질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문맥:청소 회사 사장인 철수는 새로운 일거리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  

  일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자리를 비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철수는 직접 일을 처리하기로 하고 같이 일할 사람을 찾아 보았다. 철수의  

  생각으로는 한 세 명 정도가 나간다면 충분을 일을 처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 철수는 사무실에 영희가 남아있는 것을 보고 영희에게  

  아무나 한 명 데리고 같이 일을 하러 나가자고 지시했다. 

  철수i-는 영희j -에게 [PROi+j
+ 세 명i+j

+-이 청소 하러 가-자]-고 지시했다. 

 (116)은 유동 양화사가 PRO+가 두 통제어를 포함한 세 명의 개체를 지칭할 때 

태도 담지자인 ‘철수’가 간접 대화 문맥의 화자인 ‘철수’와 청자인 ‘영희’는 인식

하고 있지만 PRO+가 포함하고 있는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

하고 있어도 정문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이는 부분 통제 해석에서 

de se/te 해석과 de re 해석이 공존하는 경우에도 문장이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de se/te 유형과 상관 없는 제 3인 인물만이 de re 해석이 가능하겠

지만, (116)은 G에 의해서 부여되는 인식 관계가 각 개체들마다 모두 독립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G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잘 설명된다.. 

 문맥: John가 Bill 그리고 Sam은 모두 다이빙 선수다. 이들은 모두 화질이  

  좋지 않은 테이프를 통해서 사람들의 다이빙 모습을 보고 있었다. 이중 

  John과 Bill은 모두 자신의 다이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 

  의 다이빙이 가장 최고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일하게 Sam은 자신의  

  다이빙을 알아보고, “아 역시 나의 다이빙이 가장 최고야’ 라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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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ch diveri thinks that hisi dive was the best.   (Anand 2006, (68a)) 

 Anand (2006)은 위의 예문을 통해서 세 명에 대한 Res 논항에 대해서 하나의 de 

se 해석과 두 개의 de re 해석을 동일한 G가 적절하게 배분하여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위의 문맥에서 (117)은 정문이고, 이는 세 명의 다이빙 선수 중 

두 명은 de re 해석을 가지고 한 명만 de se 해석을 가지는 경우에도 문장이 정문

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Anand (2006)은 이를 설명하기 위

해서 G는 문맥에 의해서 주어지고, 각각의 배분적 해석을 가지는 개체마다 독립

적인 G에 의해서 독립적인 인식 관계가 주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cf. Percus & Sau-

erland 2003).  

 그렇다면 [a.group] 자질이 배분 해석과 연관될 수 있다면, [a.group] 자질에 의해

서 도출된 ‘집단’의 개개인이 G에 의해서 독립적인 인식 관계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예시는 [a.group] 자질이 배분 해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철수-들-은 의자를 옮겼다. 

 의미1: ‘철수’로 대표되는 집단은 모두 같이 의자를 옮겼다.  

                           (집단 해석) 

 의미2: ‘철수’로 대표되는 집단의 개개인들이 각자 의자를 옮겼다.  

                            (배분 해석) 

 한국어의 경우 (118)에서 보이듯이 [a.group] 자질은 형태적 표지 ‘들’로 나타날 

수 있다(Madigan & Yamada 2007, Kim & Madigan 2010).75 위의 문장에서 ‘들’이 단순

                                                        
75 한국어의 ‘들’이 [a.group] 자질의 실현형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

다. 3장에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듯이 표지 ‘들’의 속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

는 것이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a.group] 자질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연계적 집단 

해석이 가능하고, 이때 배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의 경우 [a.group] 자

질이 나타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복수 자질이 명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

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Kratzer (2009)는 수 자질이 두 층위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수 자질은 DP 외부의 자질이고 [a.group] 자질은 NP 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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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복수 표지가 아니라는 것은 ‘철수들’이 여려 명의 ‘철수’의 집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때의 ‘철수들’은 ‘철수’와 연관된 집단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 이러한 의미는 전형적인 연계된 집단(associative group)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 (118)은 각 집단 구성원 개개인이 모두 독

립적으로 의자를 옮겼다는 배분적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는 [a.group] 자질 그 자체만으로 배분 해석을 인허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이고, ‘의향절’ 통제 구문의 경우 PRO+가 [a.group] 자질에 의해서 

일종의 집단으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집단의 각 구성원들이 모두 독립적으로 인식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배분적으로 인식 관계가 주어질 수 있다면 Res 논항이 적절한 인식 관

계를 PRO+가 지칭하는 집단의 개체에 모두 줄 수 있다는 것도 쉽게 설명할 수 있

다. 특히 명제태도 문맥의 화자나 청자를 제외한 나머지 개체에 대해서는 단순하

게 화자나 청자와 연관된 단체에 속한 ‘개체’라는 인식 관계는 쉽게 부여될 수 있

고, 이러한 약한 de re 인식 관계가 부여된다 하더라도 부분 통제 구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즉, 결론적으로 말해서 PRO와 독립적으

로 Res 논항이 개체에 대한 지시 정보를 얻는다고 가정해도 PRO가 부분 통제 해

석을 가질 때, Res 논항은 적절한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담화조응 화행핵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 이를 적절한 인식 관계가 PRO+를 이루는 각각의 개체에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PRO가 가진 [a.group] 자질에 의해서 부분 통제 해석이 나타난다는 

                                                                                                                                                        
의 자질이라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경우 ‘들’ 표지는 DP 외부의 복수 자질의 

실현이고 한국어의 경우 이러한 복수 자질은 [a.group] 자질이 나타나는 경우 필수적으로 

부여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Landau (2000)에서 주장한 ‘의미적 복수’자질이 특

별한 경우 ‘통사적 복수’ 자질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과 유사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Kim & Madigan (2010)에서 논의하고 있듯이 [a.group] 자질의 실현형으로 한국

어의 경우 ‘-네’라는 표지가 또 존재한다는 것도 ‘들’ 표지와 [a.group] 자질이 실제로는 분

리된 자질이라고 보는 입장을 지지한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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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도 다음과 같이 존재한다. 

 a. ?철수i-는 영희j-에게 [자기-들j
+-이 직접 집에 가-라]-고 명령했다. 

  b. *철수i-는 영희j-에게 [자기j
+-가 직접 집에 가-라]-고 명령했다. 

 Madigan (2006, 2008b)은 PRO의 위치에 ‘자기’가 나타날 때, 부분 통제 해석이 일

어나기 위해서는 꼭 ‘들’ 표지가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119a)의 경우는 문장

이 아주 좋지는 않지만, ‘자기들’이 ‘영희를 포함하는 집단으로 해석이 집단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119b)의 경우는 이러한 부분 통제 해석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차이는 확실히 ‘의향절’ 통제 구문의 경우 부분 통제 해석을 위해서는 

통제 보어의 ‘주어’에 복수와 연관된 표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

다. 물론 이러한 논의가 Madigan (2006, 2008b)이 주장한 것처럼 PRO에 꼭 ‘들’ 표

지와 관련된 자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Madi-

gan은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 내포절의 주어로 나오는 ‘자기’가 PRO의 외현적 실

현형으로 보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주장은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다. 

 하지만 이 논문처럼 이때의 ‘자기’를 국부적 재귀사 ‘자기’로 본다고 해도 이때 

부분 통제 해석을 위해서 ‘복수’와 관련된 ‘자질’이 필요하고, 이러한 자질이 직접

적으로 내포절의 ‘주어’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 3장

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적어도 3인칭이나 재귀 대명사에 나타나는 ‘들’은 통사적인 

복수 자질의 실현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때 실현된 ‘들’ 표지는 적어도 

[a.group] 자질과 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Kim & Madigan 2010). 

또 ‘자기’는 통제어와 직접적인 변항 결속 관계를 맺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때의 [a.group] 자질이 내포절의 주어이자 최소 대명사인 국부적 재귀사 ‘자기’에 

명세되어 있어야 한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들’ 표지 없이 ‘자기’가 나온 경우에 부분 통제 해석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Pearson (2013)식의 의미적인 확장관계로 부분 통제 해석을 설명할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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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다. Pearson의 논의가 타당하다면 ‘자기’가 통사적인 단

수형을 보이지만 의미적인 확장에 의해서 부분 통제 해석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19a)는 ‘의향절’ 통제 구문에서 PRO가 [a.group] 자질을 가지는 

경우에 부분 통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지지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타당하다면 이 논문에서 주장한 부분 통제 환경과 부분 통제 

해석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PRO가 인허되면 언제나 부분 통제 해석이 가능하다. 

 즉, PRO가 인허될 수 있는 환경이면 수의적인 [a.group] 자질로 인해 언제나 부

분 통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설명은 왜 ‘도록’ 통제 구문의 

모든 변이형들이 부분 통제 해석을 가질 수 없는지 쉽게 설명할 수 있다. [ACC1]

은 필수 통제 구문이면서 PRO가 없는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이고, 나머지 비-재구

조화 구조에는 PRO가 인허될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도 이야기해 준다. 

 완전 통제 해석은 PRO 없이 필수 통제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강제된다. 

 완전 통제 구문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여러 측면에서 2.2.3절에서 논의한 Grano 

(2012)와 유사하다. 하지만 이 논문의 주장은 PRO없이 필수 통제 해석이 가능한 

환경이 존재할 수 있다면 모두 완전 통제 해석이 강제될 것이라는 점에서 기능적 

재구조화만이 완전 통제 구문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Grano

와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우선 한국어의 경우만 생각해도 다

양한 필수 통제 구문이 존재하고(양동휘 1984, Gamerschlag 2007, Madigan 2008a, b, 

Lee 2009, Park 2011 등), 이들이 모두 이 논문이 제시한 필수 통제 환경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기능적 재구조화와 연관된 구문도 존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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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명사(화) 보어가 나타나는 경우에 대해서는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논문의 논의는 어떠한 경우라도 부분 통제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 경우

는 PRO가 인허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예측하므로 다양한 구문의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5. 결론 및 남은 과제 

이 논문은 명제태도 동사와 나타나는 ‘도록’ 통제 구문과 ‘의향절’ 통제 구문을 

중심으로 완전 통제 구문과 부분 통제 구문의 인허 환경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두 가지의 기본 가정을 바탕으로 두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 번째로, 한국어의 각 필수 통제 구문이 범 언어적으로 일반적인 필수 통제 

현상에 속하는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다양한 통제 보어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한

국어의 필수 통제 구문에 대한 연구는 필수 통제 구문의 일반 원리의 연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두 번째로, 이 논문은 한국어의 필수 통제 구문이 통제 보어의 형태에 따라 구

분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두 통제 보어의 성격을 통해서 두 필수 통제 구문의 

인허 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우선 적절한 통제 보어가 선택되기 위해서 통제 동사

가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통제 동사의 필수 통제 환경의 형성을 위한 충분 조건 

a. ‘도록’ 통제 구문: LRI-동사와 양립가능한 ‘소망/의도’의 양상 의미와 국면 

          선택 사동핵과 양립가능한 사동의 의미. 

b. ‘의향절’ 통제 구문: 통사적 담화조응을 위한 명제 태도 문맥의 인허 

  (1)을 전제로 이 논문은 먼저 ‘도록’ 통제 구문을 특정한 환경에서 어휘적 재구

조화가 일어나서 영주어가 결여된 구문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완전 통제 구문이 

재구조화와 연관이 있다는 기존의 논의가 완전 통제 환경을 설명함에 있어서 더 

나은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도록’ 통제 구문이 형성되기 위해

서 ‘어휘적 재구조화’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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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영형태의 국면 선택 사동핵이 존재하고 국면 선택 사동핵 아래에 ‘소망/ 

  의도’의 양상 의미에 대응하는 준-기능핵이 존재해야 한다. 

b. 어휘적 재구조화 구조에 대응하는 비-재구조화 구조의 보어인 CP는  

  내부에 인지적 양상소를 인허할 수 없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어떻게 목적어 통제 구문인 ‘도록’ 통제 구문이 어휘적 재

구조화를 통해서 완전 통제 구문으로 형성될 수 있는지를 논하였다.  

부분 통제 구문으로서의 ‘의향절’ 통제 구문은 담화조응 화행핵을 가진 내포절

의 특성에 의해서 PRO가 인허될 수 있는 환경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부분 통제 구문이 명제태도 동사가 통제 동사로 사용된 경우에만 형성될 수 있다

는 전제를 바탕으로, 명제태도 문맥과 de se/te 유형과 해석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PRO의 인허 환경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PRO의 기본 속성 

a. PRO는 명제태도 문맥에서 Res 논항이 독립적으로 지시체에 대한 정보를  

  얻어 de se/te 해석이 강제되는 환경에서 인허된다.  

b. PRO는 최소 대명사로 통제어와 국부적 변항 결속 관계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때 파이-자질을 통제어로부터 PF에서 ‘결속시 자질 전이 작용’을 

  통해서 부여받는다. 

 특히 PRO와 연계된 ResP가 적절하게 해석되고, PRO의 de se/te 유형과 해석, 그

리고 이를 통해서 통제어 선택을 위해서는 담화조응 화행핵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을 보이고, 왜 담화조응 화행핵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PRO가 인허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유를 제시하였다. 또 PRO가 인허되면 부분 통제 해석이 인허될 수 

있는 이유를 일반적인 변항 결속 관계에서 나타나는 단수-복수 불일치 현상으로 

설명하고, PRO의 인허와 부분 통제 구문의 연관성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논의된 통제 보어의 구조적 속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각 

구문의 필수 통제 환경은 다음과 같이 일반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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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RO가 인허될 수 있는 환경에서는 부분 통제 구문이 형성된다. 

b. 재구조화에 의해서 PRO가 존재할 수 없는 단문에서 완전 통제 구문이  

  형성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주어로 사용될 수 있는 명사구의 종류는 T의 일치 자질

의 속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일치 자질이 존재하지 않는 언어의 경우는 나타날 수 

있는 주어의 속성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입장에서 왜 부분 통제 구문에 PRO와 

국부적 재귀사 ‘자기’, 그리고 일반 명사구가 내포절의 주어로 나올 수 있지만 pro

가 나올 수 없는지를 설명하고 왜 ‘도록’ 통제 구문의 비-재구조화 구조에 PRO나 

국부적 재귀사 ‘자기’가 주어로 나타날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하지만 이 논문이 시도는 한국어 필수 통제 구문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점

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한국어의 경우는 다음의 예시에서 

보이듯이 이 논문에서 다룬 것 이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필수 통제 구문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Gamerschlag 2007, Madigan 2008b, Lee 2009, Park 2011). 

 a. 철수는 집에 가-려고 (노력)했다. 

b. 철수는 집에 가-고자 (시도)했다. 

 우선 (5a, b)는 내포절의 행동주가 언제나 ‘철수’여야 하므로 의미적으로 필수 통

제 구문으로 볼 수 있다(Gamerschlag 2007, Madigan 2008b, Lee 2009, Park 2011). 특히 

이러한 두 구문은 모두 Landau (2000)의 분류를 따르면 완전 통제 구문에서 사용

될 수 있는 ‘노력하다’, ‘시도하다’ 등의 동사와 사용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주장은 

더욱 지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하다’ 동사와만 문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은 이들 구문의 설명을 어렵게 한다.  

 또한 이 두 구문이 모두 완전 통제 구문인지의 여부도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Madigan (2008b)은 이들을 모두 ‘의향절’ 통제 구문과 유사하게 처리하려고 시도하

였고, 이를 따르면 이를 모두 부분 통제 구문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제보자의 판단도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다. 또 설사 이들이 완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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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구문이라 하여도 이를 Grano (2012)를 따라 기능적 재구조화에 의해서 형성되

는 구문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어휘적 재구조화에 의해서 형성되는 구문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문제가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구문을 부분 통제 구문으로 보려

고 해도 이때 왜 PRO가 인허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다.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이 명사(화)된 통제 보어를 가지는 구문에 대해서도 더 다

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a. 철수는 영희와 집에 가-기로 약속했다. 

b. 철수는 영희에게 집에 갈-것을 명령했다. 

 이러한 구문들도 내포절의 해석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필수 통제 구문으로 분

석될 수 있다(Gamerschlag 2007, Madigan 2008b, Lee 2009, Park 2011). 하지만 이를 분

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우선 이러한 명사화된 통제 보어를 재구조화나 담화조응 

화행핵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구문의 존재는 필수 통제 구문의 속성

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기존의 논의에서 ‘명사화 

통제 보어’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구 통제 구문이 구조적인 특성보다는 순수한 의

미/화용적인 측면에 근거해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것도(Gamerschlag 2007, 

Lee 2009 등)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논문은 필수 통제 구문과 관련된 의미/화

용적인 특징을 최대한 구조가 가진 특성으로 환원해서 설명하려고 하였지만, (6)과 

같은 명사화된 통제 보어를 어디까지 유사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또 명사화 통제 보어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의 필수 통제 환경을 구성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Landau (2013)에서 주장한 것처럼, PRO가 자신

이 속한 절을 일종의 속성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이러한 논의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가정을 받아들인다 해도 이 구문이 완전 통제 구문인지 부분 통제 구문인지, 아니

면 또 어떠한 특별한 속성을 가지는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5)와 (6)에는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고, 이에 대해서는 더 복잡하고 자세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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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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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OBLIGATORY CONTROL CONSTRUCTIONS IN KOREAN 

BASED ON EXHAUSTIVE AND PARTIAL CONTROLS 

BY 

HOE, SEMOON 

UNDER THE SUPERVISION OF PROFESSOR JAE-IL KWON 

SUBMITTED TO THE DEPARTMENT OF LINGUISTICS,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LINGUISTICS 

This dissertation aims to investigate the syntactic licensing conditions on the O(bligatory) C(ontrol) 

constructions in Korean. It has been argued that there are many kinds of OC structures which are 

classified by types of their complements. Among them, two types are primarily investigated: (i) 

tolok OC, which is an OC with a subjunctive complement headed by tolok maker and (ii) Jussive 

OC, which is an OC with an embedded J(ussive) C(lause) related to various directive meanings 

(Pak 2006 among others) 

  These two OC structures have many properties in common. First, they are all generated under 

bouletic attitude verbs. Second, their complements both allow overt DPs as a subject. Lastly, the 

controller selection of these OCs are determined by the nature of their complements. With the to-

lok complement, object oriented control is forced and with the embedded JC, the controller choice 

is closely related to the person feature specified at the J(ussive) H(ead). 

  Despite of these similarities, the two OCs are dramatically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tolok 

OC is an E(xhaustive) C(ontrol) whereas the Jussive OC is a P(atrial) C(ontrol). However, such 

pattern raises a crucial theoretical problem for the PC/EC distinction. Since Landau (2000), it has 

been argued that PC/EC distinction is attributed to the nature of predicates. Thus, many researchers 

have seeked for the core factors that distinguish EC verbs from PC verbs. However, the tolok OC 

and the Jussive OC can be formulated under the bouletic attitude verbs that are regarded as PC 

verbs in Landau (2000). Accordingly predicate types can explain why the Jussive OC is a PC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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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s to explain the nature of tolok OC.  

 To explain this problem, it is suggested that PC and EC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each other 

by the structural properties of the complement of the OC structures (OC complement, hereafter), 

not by the nature of control predicates. Two OCs in Korean can explicitly support this idea based 

on various syntactic/semantic properties of each OC complement. 

  In this line of reasoning, in order to show that the tolok OC is EC, structural variants of tolok 

OC and their structural properties are concerned. Regarding this, it is shown that the existence of 

tolok variants can be explained by the optionality of the Lexical Restructuring (LRI, hereafter). 

Furthermore, it is claimed that EC structure is accounted for by a mono-clausality of LRI: a mono-

clausal variant in tolok OC shows EC properties since it lacks a PRO (Wurmbrand 2001). However, 

since previous studies on LRI cannot explain how EC structure can be derived via LRI under the 

alleged PC verbs (bouletic attitude verbs), I propose a novel theory of the LRI licensing condition 

focusing on the causal and modal meanings of the LRI structures and the way of the introducing 

the external argument of the LRI-verbs. 

  As for the Jussive OC, following Landau (2013), I propose that the licensing condition on the 

PC (PC contexts) is attributed to logophoric anchoring of the OC complement. Based on this, sev-

eral structural conditions on the logophoric anchoring are provided to explain (i) the nature of the 

person features specified at the embedded JH, (ii) the structurally forced de se/te acquaintance 

relation in PC and (iii) the finiteness/subjunctiveness of the OC complement. By doing so, it is 

also argued that the analyses based on the shifted indexicality fail to explain these properties. Fur-

thermore, the relation between the logophoric anchoring and the licensing condition of PRO is 

discussed in detail. Given the assumption that PRO is a null subject of the OC complement in PC, 

it is shown that PC contexts are required for PRO and its res to be properly interpreted under an 

attitude context. Related to this, I provide a novel analysis to account for why local reflexive caki 

should be interpreted as de se/te when it is employed as a subject of the OC complement in PC. In 

addition, this analysis can shed some light on the reason why overt DP subjects including local 

reflexive caki and PRO can be licensed in the same position regardless of the agreement properties 

of an embedded JC. 

Key words: Exhaustive Control, Partial Control, Lexical Restructuring, logophoric anchoring, 
  de se/te types, PRO 

Student Number: 2004-30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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