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하여 零化{￥用에 

成
校)學

굶
 大。

돋r 

李
(서 

성질의 작용이 가해질 

판해서 영어의 예를 중 

1. 머 릿 말 

한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연형하는데에는 쟁加 置換등 여러가지 

수 있다. 여기서는 이중 문장내의 어떤 要素를 消去하는 작용에 

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문장내에서 消去되는 훌素는대체로 어떤 變形作用이나修節 表現|빠加의 결과로 생기는 

일종의 剩餘훌素라고 올 수 있으며， 이플은 消去후에도 문장내의 환경에 의해서 再生될 

수 있다. 예를 들연， 다옴 (1)에서 (a)는 (b)의 두벤 째 he 가 消去된 경우라고 올 수 있 

는데 이혜 he 가 消去될 수 있는 것은 (cii)를 (ci)에 접속시킴으로써 (ci)과 공통된 주어를 

갖는 (cii)의 he 가 f專達內容으로 보아 剩餘要素가 되기 때문이 라고 말할 수 있다 . ((cii) 

아닝 은 말할 

消去된 요소 

가 (ci) 에 접 속되지 않고 그 자체로 사용되는 경우에 주어 he 가 剩餘훨素가 

냐위도 없고 따라서 消去될수도 없옴은 自明한 일이다. ) 한편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공 消去된 he 를 再生하여 (b)률 만 는 쉽사리 再生될 수 있으므로 (a)가 주어지면 

들어 낼 수 있게 된다. 

(1) (a) He came and wen t. 

• (b) He came and he wen t. 

((i) He came. 
• (c) 1 

‘(ii) He wen t. 

일반적으로 消去된 요소의 존재는 殘餘構造의 特異性등에 의하여 지적되는 것이 보통이 

다. 예를 들어 (la)의 구조를 품사의 연쇄로 표시하연 

N t V Cc t Vl 

와 같이 되 는데 이 예 NtV 다옴에 Cc t V 라는 구조가 얼 어 냐고 있 는것 이 바로- N 이 빠 

진것을 나타내고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읍 (2 a)에서는 N t V N 다음에 Cc N N 이 

란 쿠초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곧 t V 라는요소가 빠져 있음을 가르켜 주고 있다고 하 

1 N: 영사 t : 時制형태소 Cc : 등위접 속사 V :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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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다. 따라서 우리는 (2a)는 (2b)에서 plays 라는 요소를 消去해 낸 것이라는 것올 알 수 

있게 된다. 

(2) (a) John plays piano and Mary violin. 

N t V N Cc N N 

• (b) John plays piano and Mary plays violin. 

N t V N Cc N t V N 

또한 (3a)의 경우에는 NN 이라는 과외의 N 의 存在가 wh-N t V 의 消去를 가리켜 주고 

있다. 

(3) (a) The rnilkrnan carne. 
Nz N1 t V1 

• (b) The rnan who delivers rnilk carne. 

N1 Wh-Ñl t Vz N2 t V1 2 

이렇게 볼때에 消去된 요소는 문장내에서 완전히 제거되어 벼런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零의 形願로 바뀌어졌다고 보는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다시 말하연 이러한 요소는 消去

된 후에도 여전허 그 문장내에 존재하나 그 흡賴이 零의 形態를 취하고 있기 혜문에 실제 

로는 말옴될 수 없는 零形의 異形願素로 바뀌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消去作用을 零化 作用이 라고 부르고저 한다. 

2. 零化의 종류와 특징 

零化되는 요소는 다l 체로 세가지로 大分할 수 있는데 이들은 첫째로 문장내의 다른 어떤 

단어들에 대해서 零化되기에 適切한 關係를 지니는 만어 (이를 零化適宜語라고 부르기로 

함)， 둘째로 운장내에서 반복되는 요소， 셋째로 환경에 대해서 零化適宜語의 판계 를 지냐 

는 不定代詞등 이라 할 수 있다. 

2. 1 익tit~톰宜語의 묶化 

짧化適宜語의 종류는 동시 영 사， 전치시 등 多樣한바 다옴에 類別로 예 시해 나가기 로 

한다. 零化適宜語는 일 반적 으로 X.P 의 記號로 나타내 고 몽사어 일 경 우에 는 V.P ' 영 사어 

일 경 우에는 Nap 등￡로 냐타내기로 한다. 

A. 動詞語의 零化
1) (a) Nz N1 

(• (b) Nz V.p-ing N1) 

• (c) N1 wh-애 1 V ap N2 

에: 

2 Ñl 은 N1 의 대 영 사임 융 나타낸 다 Ñ l 이 human nOlln 일 애 N 윤 ψ}z . 다옴 에 서 는 O 의 형 태 플 
강는다. 



예: 

(4) (a) the milkman 

• (b) the milk delivering man 

• (c) the man who delivers milk 

(5) (a) a paperboy 

• (b) a paper selling boy 

• (c) a boy who sells paper 

(6) (a) a fruit tree 

• (b) a fruit bearing tree 

• (c) a tree which bears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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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에 서 (c) 는 名詞共有變形(Noun-sharing transformation) 에 의 해 서 (di)의 N1 과 (dii) 가 結

合하여 。l 루어진 名혐句라고 볼 수 있다. 

( (i) N1(of W N1 y)3 
(c)• (d) ( 

~ (ii) N1 V.P N2 

이렇게 해서 형성된 (c)는 선행사와 판계절로 이루어진 영사구인데 -이것이 (a)에서는 

두개의 영사어의 연쇄로 바뀌고 (c) 에 포함되어 있떤 동사어와 판계대영사는 零化된다. 

그런데 이러한 零化作用은 요직 (di)과 (dii)와의 結合作用이 있는 후에라야만 가능해지는 

데 이는 떻化뇌는 요소가 이러한 變形作用을 거쳐서 형성되는 영사구에서만 剩餘활素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이다. 

앞에 서 도 말한바와 같이 零化된 剩餘要素는 다시 再構가 가능하므로 (a)가 주어 지 연 곧 

(c)를 再生할수 있다. 단 이때에 零化된 요소의 자리에 再生할수 있는 단어나 형태소는 

반드시 한개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연 위의 (4a)에서 (4c)를 再生시킬때 Vap 자리에 

는 다음과 같이 몇몇개의 단어가 들에갈 수 있다. 

delivers 

brings 

(4) (a)• (c) the man who I sells ) r써써m띠떼n띠il바11‘ 
deals 、w씨it야h 1 

。l 러한 경우에 (c)의 V.P 자리에 일어날 수있는 단어들은 the man 과 milk 에 대해 서로국 

부적인 類義性(local synonymity)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팎化된 適宜語의 再

生이 가능하다는 것 은 반도시 동일 단어 의 再生이 가능하다-는 것 이 아니 라 국부적 類議性

을 지난 소수의 단어플에 의한 再生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a W N1 Y 는 문장을 형성 하고 W, Y 는 각각 N1 에 先行 흑은 後行하는 요소을-올 나 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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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ψh-語와 be 의 零化

연 결 동사(linking verb) be는 전 달내 용(information content)의 연 o 로 보아서 는 눌 剩餘要

영핫라고 할 수 있다. 아래서 보는바와 갇이 (cii)에서는 be 가 문장을 성럽시키기 위해서 문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되어있으나 (b)에서는 (cii)가 N에 대한 수식표현으 

로 변했기 때문에 문장으로서의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be를 零化할 수 있게 된 

다. 이해 be의 零化와 함께 wh-語의 零化도 동시에 일어난다. 

예: 

(a) N D/ ÑP N 4 

• (b) N wh-N be D/ P N 

( (i) N (of W N Y) 
• (c) ( 

l (ii) N be D/ P N 

(7) (a) the man here 

• (b) the man who is here 

( (i) The man (wrote the book.) 
• (c) i 

l (ii) The man is here. 

(8) (a) the house nearby 

• ( b) the house which is nearby 

(9) (a) the Bower in the garden 

• (b) the flower which is in the garden 

(10) (a) the cat on the roof 

• (b) the cat which is on the roof 

be 동사 다음에 오는 단어가 서술형용사인 경 우에는 (a)에서 명 시-와 형용사의 어 순이 바 

뀐다. 

예: 

(a) A N 

• (b) N wh- 씨be A 

( (i) N (of W N Y) 
• (c) \ 

~ (ii) N be A 

(11 ) (a) the oJd man 

• (b) the man who is old 

( (i) The man (went fishing.) 
• (c) \ 

l (ii) The man is old. 

‘ ~f線 /은 ‘or ’ 의 뭇A로 사용되 고 있다. 



(12) (a) a pretty girl 

• (b) a girl who is pretty 

(13) (a) an obedient animal 

• (b) an animal which is ob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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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Z. S. Harris 는 다읍 (14b) 냐 (15b) 와 같은 문장의 술어 동사인 read 나 서 술형 용사 easy 

따위 를 文含要素(sentence operator)5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러 한 文含홈素에 의 해 變形된 

被含有文(operand sentence) 안의 to V 냐 Ving 등도 零化되는 경우가 적지 않이 있다. 

(14) (a) 1 read Shakespeare. 

• (b) 1 read the writings of Shakespeare. 

• (c) Shakespeare wrote. 

(15) (a) For me the problem is easy. 

or The problem is easy for me. 

• (b) For me to solve the problem is easy. 

• (c) 1 s이ve the problem. 

위에서는 (c)가 文含要素에 의하여 새로운 문장의 목적어구 내지 주어구로 體言化됨에 

따라 뺑形된 (c) 의 짧述詞 ψrite 와 solve 가 剩餘훨素로 나타나게 되 어 (a)에 가서 零化되 

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도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to V 가 零化된 것이라고 볼 

수있다. 

(16) (a) 1 began the novel. 

• (b) 1 began to write (or read) the novel. 

그러나 이러한 零化現象은 零化되는 요소가 그 문장내에서 零化適효語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어낸다. 따라서 (17)과 같은 경우에는 (b)의 體言化된 부분의 동사 to V 가 零

化適宜語가 아니므로 零化되지 않는다. 

(17) (b) For me to copy the problem is easy. 

• (c) 1 copy the problem. 

다옴과 같은 경우에 주어 영사와 동사의 수가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도 零化作用의 결 

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18) (a) Too many cooks spoils the broth. 

• (b) Having too many cooks spoils the broth. 

5 위의 예문에서(14 c)는 빼롭化되 어서 (14 b)에서 目的語句 구실올 하고 있고 (15 c)는 體홉化되어 
(15 b)에서 主語句의 구실을 하고 있다 . Harris 는 이와 같이 옥렵환 운장이 文含홈素(sentence operator) 
에 의해서 훌形되어 새로운 문장의 주어나 옥척어 약위 쿠성성분으로 쓰이게 되는것을 文含떻素흉形 
(Sentence Operator Transformation)이라고 부르고 있다. 예 운 (14)와 (1 5)에서는 文含훨素인 read 와 

easy 가 각각 (c)에 작용하여 (c)를 體람化하고 새 로운 문장 (b)흩 형 성 하고 있다. (영 어 와 한국어 의 

文含홈素햇形에 내해서는 각각 Harris (1965)와 Lee (1 968)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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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lnce 와 같은 단어 가 명 사구 앞에 일어 나는 경 우에 그 영 사구는 문장으로부터 體言化

된 것 (=Sn)이거나 時間을 表示하는 영사인 것이 보통이지만 다읍 (19 a)에서와 같이 위의 

어 느 쪽에 도 속하지 않는 영사가 일 어 나는 수도 있다. 이 와같은 경 우에 도 우리 는 零化作用

에 의해서 (b)의 the purchase of 가 零化되어 (a)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 (a) It’s the best bargain since Manhattan. 

• (b) It’ s the best bargain since the purchase of Manhattan. 

이렇게 보연 (b)에서 since 다음에 얼어냐고 있는 것은 So 이묘로 since 의 일반적 용법에 

도 합치되는 것이 된다. 

B. wh-語의 零化

ψh-語가 零化適宜語안 동사어나 be 와 합께 零化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마 앞에 이야 

기 하였으으로 여기서는 ψh-語가 영사어에 선행하는 경우에 零化되는 현상얀을 다루기로 

한다. 

예: 

(a) (Ni V‘) N j Nk Vj 

(wh-N;l 
• (b) (Ni Vi)N j t that.t Nk Vj 

(20) (a) (1 read) the book the boy wrote. 

• (b) (1 read) the book which the boy wrote. 

이 와 같은 wh-語의 零化는 동사어 가 다음에 오는 경 우에 는 (단 동사어 가 適효챔인 경 

우를 제외하고)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연 다옴 (21) 에서는 (b)의 which 가 零化될 수 

없 으며 따라서 (a)는 成立하지 않는다. 

(21) (a) ‘(l picked up) the book fel l. 

• (b) (l picked up) the book which feJl. 

통사가 뒤따를 얘에 wh-語가 零化될 수 없는 이유는 아마도 Ni 에 대해서 修節表現이 되 

어 있는 wh-폼이하의 표현이 wh-語가 零化됨으로 말마 암아 마치 Nj 를 主語로 갖는 없述 

動챔와 같이 보이기 애문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비 해 서 ψh-語 다음에 Nk 가 

오는 경우에는 wh-語가 짧化된 후에도 Ni V‘ Nj 기 완전한 문장의 요소를 가지 고 있어 다 

옴에 오는 부분이 修節的인 附加表現이 라는 것 이 분명 하기 때 문에 위 와 같은 그릇된 分析

이 일어날 영려가 없 다고 생 각할 수 있 다. 

零化가 얼어난 다옴에는 殘餘部의 문장구조가 特異하여지게 되는데 이러한 構造上의 特

異點은 공 零化作用이 있었옴을 시사해 주는 역할올 하게 된다. 위의 경우에서도 wh-N j 

Nk Vj 의 Vj 가 타동사로서 목적 어 를 취 하고 있 는데 〔여 기 서 는 Nj ) wh.語가 짤化펀 다옴에 

는 목적어가 없어지게 되어 이 절은 特異한 구조를 나타내게 되고 따라서 Vj 의 옥적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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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하는 요소가 零化띈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C. 前置詞의 품化 

전치사어도 그것이 문장내의 어떤 다른 단어플에 대해서 零化適宜語가 되는 경우에는 

零化될 수 있다. 즉 다옴과 갇이 영사어가 어떤 종류의 測定의 R度를 나다내고(=N.c) 동 

사어가 이러한 영사어에 의해서 測定되는 성질의 것(= V.c)인 경우에는 전치사어가 V.c 와 

N.c 에 대 해 零化適宜語가 되어 零化가 가능해진다. 

(a) … V.c N.c 

• (b) ... V‘c P N-c 

예: 

(22) (a) He walked ten miles. 

• (b) He walked for ten miles. 

(23) (a) He talked two hours. 

• (b) He talked for two hours. 

그라나 다옴의 경우에는 talk 가 영사어우 ten miles 에 의하여 測定되는 성질의 동사어가 

아니묘로 전치사 for 의 零化는 불가능하다. 

(24) (a) He talked ten miles. 

• (b) He talked for ten miles. 

위의 예문 (22)이나 (23)에서 零化作用에 의하여 생겨난 (a)는 여러가지 쿠조상의 특。l 

성을 나타내게 된다. 예를 들면 동사어 αalked 이나 talked 는 타동사가 아닌데도 뒤에 영 

사어를 가지고 있고 또 한편 NVN 의 문장양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a)에 對應하는 受

動形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등올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a)의 쿠초상의 특이성은 

(a)가 零化作用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D. 담的語의 零化

통사의 목적어로 사용된 相互代名詞는 통사어가 相互動詞(reciprocal verb)6인 경우에는 

零化될 수 있다. 이해의 동사는 타동사이나 零化에 의해서 마치 자동사처럼 보이게 된다. 

예: 

(25) (a) John and Mary met. 

• (b) John and Mary met each other. 

(26) (a) Those two dogs always fight when they meet. 

• (b) Those two dogs always fight each other when they mee t. 

8 動詞+相互代名협의 결압융 갖는 動詞句中에서 相互代名템가 탈략하고 相표뼈%의 개념이 동사자 

체 에 의 해 서 표시 되 는 경 우에 이 러 한 동사를 相표動캡 라고 부-르기 로 한다 (Henry Sweet, A N ew 
English Grammar, Logical and Historical, Part 1 (Oxford : Clarendon Press) , ~ 25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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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We quarreled, made it up. 

(28) They kissed and parted. 

그러나 운장내의 동사어가 相효훨l詞가 아닌 경우에는 이와 같은 목적어의 零化作用은 

일어나지 않는다. 

예: 

(29)*(a) John and mary disliked. 

‘카 (b) John and mary disliked each other. 

E. Performative sentence-operator 의 零化

영 어 의 의 문문과 영 령 문은 모두 performative 한 기 능을 가진 文含要素(sentence operator) 

의 零化에 의해서 유도된다고도 볼 수 있다. 

우선 의문문의 경우를 살펴보연， 다음과 같이 (c)가 일종의 형태음운흔적 작용에 의해 

서 (b)로 變形되고 그 다음에 (b)에 새로 생긴 값問語調에 의해서 1 ask you 의 부분이 깜 

化되어 (a)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예: 

(a) S? 

• (b) 1 ask you: S? (()/" S? ‘ 1 ask you.) 

• (c) 1 ask you whether S. 

(30) (a) W i\l he do it? 

• (b) 1 ask you: will he do it ? 

(or W iIl he do it ?, 1 ask you.) 

• (c) 1 ask you whether he wiU do it. 

영 령 문의 경 우에 는 아래 와 같이 우선 형 태 옵운흔적 작용으로 (d)가 (c)로 바뀌 고 (c)에 

서 come 의 주어 인 you 가 零化適宜語가 되 어 (b)를 형 성 하고 여 기 서 다시 1 request you 가 

팎化되어 (a)의 모양이 된다고 볼 수 있다 

(31) (a) Come here! 

• - ( b) 1 request you: come here! 

• (c) 1 request you: you come here! 

• (d) 1 request you that you come here. 

이와 같이 해서 의운문이냐 명령 문이 형 성 된다고 보는 것은 운장안의 performative 한 풋 

융 지난 文含要素가 剩餘的인 요소로서 零化된다는 견해를 가질애에 가능해진다. 이와 같 

7 여 기서 文含쫓*는 동사 ask 이 다 . 文슐홈#는 被승춰文외에 그 자체의 주이나 옥척 어 흩 취 한 수 
있다. 의문부호는 疑問語關흩 나타내 기 위해 감i인 것 ~j응 疑問짧뼈가 끝냐는 꿋에 기입되 어 있다. 

8 여 기 서 文含경젖素는 동사 reqιesl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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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performative sentence-operator 의 훨化는 다옴과 같은 문장에도 일어낮던 것으로 올 수 

있다. 

(32) (a) 1t was warm , not to say ho t. 

위의 문장에서 not to say 는 構文上 特異한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때 say 의 주어에 해당 

하는 것 A로 우리는 I를 설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32a)는 다읍 (32b)에서 주어 I가 떨어 

지고 이에 따리서 (even) if 1 am 의 나머지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32) (b) 1t was warm , (even) if 1 am not to say that it was ho t. 

그러나 문제 는 어째서 I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띈다. 이 현상은， 同-主語

I가 또 하나 들어 있는 문장에서 反覆要素 零化의 원칙 (2.2 참조)에 의하여 두벤째의 I가 

零化되는 것이라고 봄으로써 설영할 수가 있올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또 하나의 I를 

설정 한 필 요가 있게 되 는데 이 러 한 I 의 설정 은 다읍과 같이 performative sentence-operator 

의 주어로써 도입된 것으로 간주하연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32) (c) 1 say that it was warm , (even) if 1 am not to say that it was hot. 

2.2 反?훌훌素의 힐it 

문장내에서 반복된 요소는 흔히 零化가 되거나 代詞化될 수가 있다. 

A. 接續詞로 이어진 문장l-~에서 

1) 等位接-續詞로 이어진 경우 

예: 

(33) (a) He plays vi이in and she plays flute. 

• (b) He plays violin and she flute. 

(34) (a) ]ohn came and ]ohn lef t. 

• (b) John came and lef t. 

(35) (a) He wrote a book and she too wrote a book. 

• (b) He wrote a book and she too. 

그러냐 반복된 듯이 보이는 要素가 同-한 성질의 것이 아난 경우에는 零化作用이 일에 

날 수 없다. 따라서 다음 took 의 경우와 같이 하냐는 本來的인 타동사이고 (36a) 다흔 하 

나는 樣態動詞인 경우(36b)에는 접속사로 이 두 운장이 이어진다 해도 반복된 듯이 보。l 

는 took 의 零化는 일어나지 않는다. 

( (a) He took an urnbrella. 
(36) í 

\ (b) He took a walk. 

• (c) He took an umbrella and he took a walk. 

커(d)*He took an umbrel1a and a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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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從位接續詞로 이어진 경우 

예: 

(37) (a) 1 will join the c\ub if you wi l1 join the c\ub. 

• (b) 1 will join the c\ub if you will. 

從位接續詞로 이 어진 운장에 서 의 反覆훌素零化는 從位節에 서 일 어 냐는 것 이 보통이 다. 

다만 從位節이 主節보다 앞에 있고 先行램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主節內의 反覆要素가 零

化휠 수 있다. 따라서 다옴 (b) , (c) , (d)는 成立하나 (e)는 成立하지 않는다. 

(37) (b) 1 will join the c\ub if you will. 

(c) If you wi1\, 1 wil\ join the c\ub. 

(d) If you wi1l join the c\ub, 1 wil l. 

를 (e) 1 wil\, if you join the c\ub. 

또 從位接續詞로 이어진 문장에서 反覆된 훌素가 主語인 경우에는 보통 零化現象은 알 

어나지 않고 다만 代名詞化現象만아 일어난다. 

(38) (a) John will come if John can come. 

• (b) John will come if John can. 

• (c) John wil\ come if he can. 

그러나 從位節의 동사가 be 인 경우에는 反覆된 主語와 함께 be 가 零化될 수도 있다. 

(39) (a) If he is free, he will go. 

• (b) If free , he wi1\ go. 

零化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代詞化의 現象도 先行詞롤 포함하는 從屬節이 先行하지 않는 

한 主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다옴 (40)의 (a) , (b) , (c)는 成立하나 (d)는 成

立하지 않는다. 

예: 

(40) (a) John wi\l come if he can. 

(b) If John can come, he wil J. 

(c) If he can , John will come. 

‘ (d) He wi1l, if John can come. 

B. 文含要素에 의해서 형성된 文章얀에서. 

文含要素 (sentence operato r) 에 의해서 형성된 문장안에 서 被含有文 (operand sentence)의 

초폼가 반복된 요소이 고 동시에 수식표현의 모양을 하고 있을 때에는 零化될 수 있다. 

(41) (a) 1 prefer to remain here. 

• (b) 1 prefer for me to remain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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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42) 1 prefer for you to remain here. 

(43) (a) He insisted on helping her. 

• (b) He insisted on his helping her. 

cf. (44) He insisted on my helping her. 

만일에 被含有文의 主훌훌가 修節表現의 모양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零化되지 않는다. 

(41) (c) 1 prefer that 1 should remain here. 

(43) (c) He insisted that he should help her. 

文含要素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零化作用올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45) ‘ (a) 1 demand release . 

..;- (b) 1 demand my release. 

C. 接觸前置詞 다음에 서 

接續前置詞(節擾續기능을 가진 前置詞) 다옴에 얼어나는 반복요소는 零化될 수 있다. 

예: 

(46) (a) He went out after finishing the meal. 

• (b) He went out after his finishing the meal. 

(c) He went out after he finished the meal. 

또한 (a)에서 finishing 은 after 와 the meal 에 대해서 零化適宜語가 되으로 零化필 수 있다. 

(46) (a)• (d) He went out after the meal. 

다음 (47a)와 같은 경 우에 는 반복된 요소가 they 라고도 볼 수 있고 him 이 라고도 볼 수 

있기 애운에 의마의 二重性이 생기게 된다. 

(47) (a) They caught him while leaving the house. 

• (b) They caught him while they were leaving the house. 
or 

• (c) They caught him while he was leaving the house. 

때로는 반복요소의 零化가 반드시 얼어나야 할 경우가 있다 . 즉 다옴에서 (b)는 成立。I

안되 으로 반드시 반복요소 he 를 零化해 서 (a)의 모양을 갖추어 야 한다. 

(48) (a) He stopped while speaking. 

•‘ (b) He stopped while his speaking. 

cf. (c) He stopped while he spoke. 

(49) (a) 1 got there , after driving a1l nigh t. 

←싸(b) 1 got there, after my driving a1l nigh t. 

2.3 후定代名詞의 휩化 

離接關係에 있는 문장은 영사의 離接을 포함하는 문장으로 變形되고， 영 사의 離接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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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不定代名詞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런 不定代名詞는 다옵과 같은 경우에 零

化가 가능해진다. 

A. 不定代名詞가 修節表現의 모양을 하고 있을 때 

예: 

(50) (a) The seat is occupied. 

• (b) The seat is occupied by someone. 

• (c) The seat is occupied by N1 or by N2 or by Nn • 

• (d) The seat is occupied by N 1 or the seat is occupied by N2 or the seat is 

occupied by Nn • 

(51) (a) To so\ve the prob\em is difficu\ t. 

• (b) For anyone to so\ve the prob\em is difficu\ t. 

• (c) For N1 or N2 •• • or Nn, to so\ve the prob\em is difficu\t. 

• -(d) For N j to so\ve the prob\em is difficu\t, for N2 to so\ve the prob\em is difficult , 

, ùr for Nn to so\ve the prob\em is difficult. 

1(52) (a) He opposes smoking. 

• (b) He opposes anyone’s smoking. 

• (c) He opposes N1’s or N2 ’s ... or Nn ’s smoking. 

• (d) He opposes N1’s smoking, or N2’s smoking, ... , or Nn’s smoking. 

B. 不定代名램가 g的語 자리에 일어 났을 때 

예: 

(53) (a) He reads. 

• (b) He reads something. 

• (c) He reads N1 or N2 ... or Nn • 

• (d) He reads N 1, or he reads N2 , ... , or he reads Nn • 

(54) (a) Did you eat ? 

• (b) Did you eat something ? 

c. I調係節의 先行詢자리에 얼어나는 不定代名웹 

關係ÍÍiÍ의 先行詞로 使用된 離接이나 連接關係에 있는 名웹대신에 不定代名詞가 쓰인 경 

우에 이 不定웹는 零化되는 수가 많다. 

(55) (a) We bought what she brough t. g 

9 이해 which 는 what 로 바꾸어지드로 先行랩와 .ich 가 합쳐져서 -al 의 모양~로 바뀌었다고도 봉 

수 있올 것 이다. 



69 

• (b) We bought that (or the things) which she brough t. 

N2 which she brought... and Nn which • (c) We bought N1 which she brought and 

she brough t. 

(56) (a) What he said has turned out to be true. 10 

(b) That (or the thing) which he said has turned out to be true.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위 의 (55a)의 tνhat 대 신에 (57a)와 같이 whatever 를 사용할 수도 

anything 과 같은 不定代名詞가 零化되었다고 볼 수 있올 것이다. 

(57) (a) We bought whatever she brough t. 

• (b) We bought anything which she brough t. 

그러나 위에 적은 것과 같은 경우 이외에는 離接關係에 있는 名詞語들은 代名詞化는 필 

수 있으나 5월化는 되지 않는다 

(58) (a) Someone will do it. 

• (b) John or Bob or Mary will do it. 

• (c) John wiJl do it, or Boh will do it, ... , or Mary will do it.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離接名詞語의 代名詢로 -0 가 사용되어 wh- 에 연결되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이 해에도 代名램의 零化는 일어나지 않는다. 

(59) (a) 1 wonder who took the book. 

• (b) 1 wonder whether N1 or N2 ... or N. took the book. 

• (c) 1 wonder whether N1 took the book , or N2 took the book , "', or Nn took the 

book. 

말
 

以上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떻化現象에는 여러가지 특정 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로 零化作用의 對象。l 되는 문장은 核文에 또 다른 어떤 홈素가 첨가된 경우， 즉核 

文含要素가 作用한 경우라든가 혹은 核文에 修

",1 
^ 3. 

文이 두개以上 결합한 경우라든가 核文에 

節表現。1 附加된 경우에 限하며 核文 자체가 零化現象의 對象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11 

바꾸어 말하연 零化되 는 홈素는 核文이 또 다른 核文이 나 文含要素나 흑은 修節表現과 

같은 다른 要素와 결부될 해에 바로소 생기는 剩餘要素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零化된 剩餘要素는 문장내의 환경에 의해서 再生이 가능해낀다. 따라서 이러한 

要素가 零化된 다음에도 그 문장이 지니는 전달내용에는 寶質的인 慣失이 일어나지 않는 

10 이 경우에는 쩍化원 요소가 한개의 영사에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는 것 이 다당할지도 모르겠다. 

11 He reads. 와 같이 타동사푼의 옥척어가 零化되었다고 올수 있는 경우에도 核文의 옥척어가 직정 
￥化펀것이 아니라 홉接빼tif:에 있는 여러 옥척어가 짧化원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 
우에도 5룹化作用은 여러 核文의 離接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운(53)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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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零化된 要素의 再生은 문장내의 局部的 類義住을 되찾는 한 

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반드시 줬化된 要素와 同一한 단어냐 형태소가 再生될 수 

있는 것은 아냐다. 

세째로 어떤 要素가 零化된 다음에는 그 운장에 構造上의 特異住이 나타냐는 것이 보통 

이으로 零化作用。l 얼어났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되며 零化된 훌素의 再生은 바로 이 

라한 構造上의 特異性애 의해서 가능혜진다 lz 

네쩨로 零化作用은 그 對象要素가 어떤 統훌훌的 조건에 합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어난 

다고 폴 수 있다. 

이렇게 보연 문장내에서 없어진 要素는 옮全히 除去되어 벼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形態

홉題論的요록 零의 .)l.양율취하예 일종의 變異形으로서 存在한다고 보는것이 쫓當하겠다. 

이와 같이 혜서 零化作用은 文法이 허용하는 태두려얀에서 文章의 걸이률 단축해 주고 表 

現을 간결하게 해 주는데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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