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語 前置詞坐確、의

史的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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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 와 후기 중세 영 어 (LME) 사이 에 일 어 난 前置詞坐應 (Preposition

‘Stranding) 의 변화를 생성문법이론의 테두리안에서 관찰 • 분석하려고
함은 전치사구 (PP) 에서 전치사 (P) 의 목적어가 移動規則에

한다.

前置詞坐應라

의하여 앞쪽(=좌측)으로

이동

할때 전치사만이 그대로 꼼짝않고 남아있는 현상이다. 현대영어 (NE) 에서 예를 들연

다음

과 같다:

(1 ) The good 1 go ever busily about.

(2) The man was laughed at.
(3) The fruit which 1 spoke

0/ was suddenly turned to black.

前置詞坐碼는 (l), (2) 에서 처렴 단문에서도 볼 수 있고 (3) 에서 처럼 복문에도 나타난다.

1. OE 뿔文과 前톰詞坐碼
여기서는 OE 단문에 적용되었던 移動規則들과 前置詞坐廳가

1. O.

를 살펴보기로 한다.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여기서 논의펼 移動規則으로는 (l)의 예에서 보는 主題化變形 (Topical

:ization) 과 (2) 의 受動變形 (Passivization) 이 있다.OE의 主題化蠻形과 受動變形에 前 置詞坐

廳현상이 없다는 사실은 뒤에 논의될

關係詞構文에서의

前置詞坐應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OE의 語順 (word order) 을 볼 때， 전치사구， 부사구， 목적어 둥은 NE에서

보다

이동이

훨씬 더 자유로우나， 명사구 (NP) 나 천치사구 (PP) 에서의 分짧 (sp1it) 현상은 눈에 띄지 않는
다.

이들 成分 (constituent) 들이 이동할 때는 반드시 한 단위로 행동했다

L 1. OE
먼저

主題化變形 (Topica1ization)

OE 主題化規則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4) Twa þing ic þe gehet þæt ic þe wolde gelestan

(Two things 1 thee promised that 1 thee would perform=Two things 1

pro~ised

Sol. p. 70. 9

you that 1 would perform for you)
{5) To þæm soþum gesælþum ic tiohige þæt ic þe læde

(To the true happiness-d. 1 intend that 1 you lead=To the true happiness 1 intend
to lead you)
Boeth. XXI I. 2 p. 5 1. 12

*본
1

(Pied

논문은 1981 년도 문교부 학술 연구 조성버 (대학원 육성 분야) 에 의한 것임.

천치사구에서 예를 플연， OE 에서는 전치사와 목척어는 한 단위로 이동함으로써

前置를혀隨伴規約

Piping) 의 적용을 받았다 . 뒤징어서 말하연 移動規 ~U(Movernent Rule ) 이 적용되었을 때는 前置

릎혀坐碼가 허용되치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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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þoπe modigan cedwallan mid his micclan werode þe wende þæt him ne mihte nan
werod wiþstandon
( =the proud Cadwa l1a , with his great army, who thought that him not could any
army withstand= ... the proud Cadwall , with his great army , who thought that him ,
Alc. S. XXVr. 28

no army could withstand)
(7) for þam þe him nan man þone godcundan geleafan ne tachte

(because that him no man the divine faith not taught= because him , no man taught
Alc. S. XXX. 12

the divine faith)
예문

(4) , (5) 는 OE 主題化規則이 節의 경계를 넘어서까지 주제어구를 이동시키고 있음
명사구 Twa þiπg과 전치사구 To þæm soþum gesælþum은 종속철 밖으

을 보여주고 있다.

로 이동하여 주절 맨 앞에 나왔 있다.

이것은 NE에서와 마찬가지이다.

( 7 ) 은 主題化變形이 종속절 안에서만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하여 (6) ,

여기서 일단 OE의 主題化規則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8) 主題化變形 (Topicalization)

X W2J
1 2 3
2+ 1 cþ 3

s 만"f.f 1

그런데 OE에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주제어구를 이동할 때 전치사의 목적어만을 주제화하
는 예가 없다.

이동하려면 전치사까지 PP를 한 덩어려로 이통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전치

사와 목적어가 함께 이동하는 현상을 隨伴規約 (Pied Piping) 2 이라고 하는데， 이는 전치사와

목적어가 떨어져 나가는 前置調坐應와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OE 주제화에서 전치사와 목

적어가 함께 이동한다는 말은 결국 隨伴規約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었다는 말이 된다.

隨伴

規約은 주제화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이동규칙들에서도 마창가지로 의무적으로 적용되었다 .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한 반증으로 보이는 전치사좌초의 예가 많이 있는데

세심한 관찰。1

필요하다. 우선 몇가지 예 를 들어보연 :

(9) and me com þær-rihte to godes engel mid rode
(= and rne carne directly to God ’ s angel with cross = and God ’ s angel carne directly
to me with a cross)

Alc. S ‘ VII. 356

(1 0) & him þa siþþan se feondscipe wæs betweqnum weaxende

(and him then afterwards the emnity ￦as between growing =and between them
emnity was afterwards growing)

Oros. p. 232. 26

여기서 주목할 정은 주제화된 어구가 名詞(full noun) 가 아니라 代名詞 (pronoun) 라는 점

이다. 대명사를 주제화시킨 전치사좌초는 OE문헌에 얼마든지 나타난다. 그런데 명사를 주
제화시킨 전치사좌초는 없다.

그러연 주제화구문에서 대명사만이 전치사를 좌초시키는 이

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 를 알기 위해서는 전치사의 목척어언 대명사의 행동을
2

천치사가 옥척어와 함께

이동하는 것을 隨伴規約(“Pie d

Ross Cl 967 ) 이 다. 물론 Hamelin의

Pied

Piper의

Piping

古훌에 서 따옹 것 임 .

자세히 관

Convention") 으로 이룡붙인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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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할 필요가 있다.

OE의 대명사들은 그들의 전치사와 자리바꿈을 할 수 있었다(=前置詞轉位).

(1 1) Gif ic eow fram ne fare

(If 1 you from not go= If 1 do not go from you)

Alc. P. XIII. 46

(1 2) and hi ne dorsten him fore gebiddan

(and they not dared him for pray=and they dared not pray for him)
Alc. P. XIX. 226
(1 3) ... þæt ic on bigspellum eow to ne spræce

(that 1 in parables you to not speak=that 1 do not speak to you in parables)
Alc. P. XIV. 35
이와 같은 前置詞轉位의 隨意的 (optional) 안 과청은 대명사안 경우에는 흔했으나 명사의 경
우는 거의 없다.

위에서 본것 처럼 前置詞轉位 후에도 전치사와 목적어는 계속 이웃하고 있었다.

이들 두

단어가 前置詞轉位 후에도 계속 하나의 成分 (consti tuen t ) 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OE의

이동규칙들 (예를 들연 주제화·수동·관계사절 변형 ) 이

PP의 성분인 전치사와

대명사를

함께 이동시켰다는 사질에 의해 뒷받침 된다.
여기서 먼저 前置詞轉位規則을 설정할 수 있다.

(14) 前置詞轉位 (P-Shift) 3

W 1 pp[P

1
1

NPJ
W2
[+pro
+persJ]

2

3

4

3

2

4

한펀 前置詞轉位가 적용된 다음에 목적어와 전치사 사이에 다른 成分이 개업펀

예를 찾

아 볼 수 있다.

(1 5)

:Þa . wendon hi me heora bæc to
(Then turned they me their back to=Then they turned their back to me)
Boeth. 11. p. 8. 12

(16) and cwæþ him sona to
이 규칙을 공식화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대명사를 전치사구 (PP) 밖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처 음 제 안되 었고 Fiengo (1974) 가 발전시 킨 trace theory 에서는 모든 NP 는 이동 할
때에 흔적을 남긴다. 그리하여 대 략 다음과 같·이 공식화 할 수 있다.
3

Chomsky (l 973 ) 에서

P-Shift (trace theory version)
pp[P
W1
NPJ
W2

[+P펙
+pers

1
1

3~~

2
pp[2

3

4

4

어떤 방법이 더 좋은 치는 여기서 논할 수가 없고 또 본 연구에서 결청적인 문제도 아니어서 그대
로 (14) 를 따르도록 하겠다.

62

語學핍究

第 1 8卷 第

1號

Alc. P. XXIII. 16 3.

(and said hirn soon to= and said to hirn soon)
(1 7)

1>a genealæhte hym an rnan

t。

(Then approached hirn a rnan to = then a rnan approached (to) hirn)

St. Ma t. XIX. 10
전치사 전 위가 생 기 기 이전 즉 전치사 + 대명 사에서 는 이

양자 사 이에 여 하한

요 소도 개 업’

되 지 않았 다는 사실 과， 그뒤 대명사+전 치사 사 이 에 다른 요소가 끼어 있 다는 사실 을 비교
히여 볼 때，

여기 에 는 전 치 사구 (PP) 를 갈 라놓는 어 떤 규칙이

있 었음을 가정하게 된다. 전

치사 전위가 적용되 기 전 이 떤 후 이던 전치사와 목적어 는 항상 하 나의 구성성분으로 행동했
다는 것 이 이 가설을 뒷 받침 해 주 고 있 다.
여기서 우리는 前置詞句分짧規則 을 설 정하게 된 다.

(1 8) 前置詞 句 分짧規則 (PP- Split)

pp [NP

PJε=)NP

pp[PJ4

(1 5) rv (1 7) 에서 본 것 처럼 전치사 전위가 적용된 다음에 대명사와 전치사 사이에 다른 성
분 이 개입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각해 낸 장치 이 다.

자 리 바꿈을 한 하나의 전치시구

를 두개 의 구성 성분으로 만들어 내는 규칙이 펄요한 것은 만약 이같은 규칙이 없으면

른 요소를 하나의 성분속에 끼 어 넣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다

이 규칙은 일종의 再調整規則

(readjustrnent rule) 이 며 도치 된 전 치 사구를 두개 의 구성 소 로 갈라 놓은 규칙 이 다. 이 규칙
을 변형규칙으로 공식화 할 수 없는 것은 角括孤만 달라졌기 때문이다 .

구성 성분을 강싸

고 있는 각 괄호만 재조정 하으로서 두개의 구성 성분으로 바꿔놓은 것 뿐이고 성분을

이

통하는 통상 변형규칙하고는 다른 규칙이기 때문이다.
前置詞轉位와 前置詞句分짧아 主題化變形에 선행한다고 가정할 때 어떤때는 轉位된 전치

사구가 한 벙어려로 주제화 되는가 하면 또 어떤때는 대명사만이 주제화되고 전치사는

뒤

에 남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前置詞句分짧規則은 隨意的이기 때문에 轉位띈
전치사구는 主題化 規則 이 적용될 때 하나의 구성 성분으로 행동할 수도 있고

별개의 성분

￡로 행동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 가능해 진다.
이제 우리는 대영사가 전치사를 뒤에 남겨두고 자기만이

주제 화된 이유 를 알게 되었다 .

前置詞轉位와 前置詞句分짧이 主題化變形에 앞서 먼저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때 이 두 규칙
을 겪은 대명사는 주제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치사 없이 단독￡로 이동이 가능했던 것
도 당연하다. 왜냐하면 대 명사와 전치사는 이제는 동일 구성 성분에
이와 같이

있지

주제화 변형에서 대명사만이 전치사를 뒤에 냥겨 두었다는

前置詞轉位와 前置詞句分짧의 적용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바꾸어
대명사를 제외한 모든 寶名詞 (full noun) 는

않기 해문이다.

사실은 대 명사만이

말하면

OE에서는

주제화될 때 隨伴規約에 의해 의무적으로 전치

사를 수반했으며 前置詞坐廳는 금 지 되었다는 돗이 된다

‘
서

형식상 移動規則으로 보이나 설은 再調整規 ílU (readjustmen t rule ) 임을

밝혀 둔다.

따라서

(i) 에

( i i) 는 채조정 된다고 말하는 것이 떠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i) pp [NP PJ
(ii) NP pp[PJ
5

이것은 主題化 變形 같은 移動規則이

먼저

척용되었을 때는

“ Pied Pipin g" 이 의우척이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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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적 A로 말해서， OE 주제화 변형에서는 전치사 좌초가 불가능했다.

이 가설에

대한

반증으 로 보이는 예문플은 각기 독립적으로 필요한 규칙들 (예를 들연 前置詞轉位나 前置詞
句分짧)의 조작으로 설명될 수 었다.

1 . 2. OE 受動變形 (Passivization)

OE

單文에 적용되었 던 또 하나의 이동 규칙은 受動變形 이다.

현대영어에서와

마찬가지

로 OE에서도 타동사의 논리적 목적어를 문장의 주 어로 만드는 것이 가능했다.

( 19) Pys is þurh G~d gedon
(This is through God done = This is done through (i.e. by) God)
Alc. P. III. 34
( 20) Purh pæs wæteres styrunge wæs eac getacnod þæs Hælendes þrowuηg

(Through the water’ s stirring was also betokened the Savior’ s passion = The
Savíor’ s passion was also betokened through the stirring of the water)

Alc. P . II. 130
(2 1) and se brosnigeπda lichama biþ rnid deaþe fornurnen and to dust awend

(and the corruptible body is by death destroyed and to dust turned= and the
Alc. P. II. 107

corruptible body is destroyed by death and turned to dust)
(22) Þa wearþ hirn gebroht to sum witseoc man

6

(Then was hírn brought to sorne mad rnan=then a rnadrnan was brought to hirn)
Alc. P. IV. 3
위의 예 문들은 타동사의 목적어를 주어로 바꾸는

수동변형규칙의 결과 라고 흔히들 생각

되어 왔다. 그러나 수동변형에 의해 만들어진 주어의 格 (case) 표시가 주격이라는

들이 수동변형 이 전(즉 이 동규칙 이 적용되기 이 전) 에도 주어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보 았듯이 OE에 서는 새 로 만들어진 주어가
아니다.

반드시 문장의 맨 앞머리에 놓여야

점은·

이

위에서

하는

것은

OE의 주어 는 그 기동 성으로 인해서 위치가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Bresnan (1 976) 에 의하면 John was killed by Bill과 같은 문 장에서 by Bill은 본래 주 어로
비 릇된 것이 아니라 동사구 (VP) 안의 전치사구 (PP) 로 생성된다.
이 분석에 따르면 John
was killed와 갚은 문장에서 비 특 정주어 (unspecified subject) 의 생략 같은 것은 없고 오적
이동이 있을 뿐이다.
前置등司坐碼는 금지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반하여 移動規 則이

아닌 구문(즉，

前置힘轉位 나 前

置굶句分짧規則)에서는 前置詞坐碼가 가 능했다는 뜻이 다.
6

(22) 의 섬 충구조는 대 략 다 음과 같 으 며 이 것 이

(i) 前置詞轉位 (i i) 前置굶句移動 (iii) 前置휩句

分짧 및 이동 등의 규칙의 적용을 받아 파생 된 표연구조가 바 로 문장 (22) 이다.

S
NP

VP

V

~

l

gebroht

NP
ζi
surn
wltseoc
man

PP
ι/'-.....뇨
to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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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snan에 따라서 OE 및 NE의 수동문“ John was killed" 의

심 충구조를

다음과

같이 가

갱한다.

(23)

S

w

NP

N| 」이

vl

was

싸

1k

목적어 NP는 受動變形規則에 의해서 빈자리인 주어의 위치로 이동된다. 이것을 다음과 같
이 공식화 할 수 있다.

(24) 受動變形 (Passivization)

W1

NP AUX V

W2 NP W3

l

2

3

4

5

6

7

1

6

3

4

5

￠

7

본고에 서 는 수동변형 이 목적 어 를 주어 의 자리 로 옮기 는

이 동규칙 (movement rule) 이 라는

것만 가정하면 그 심충구조가 어떠하던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다

OE 수동문 형성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유일한 사실은 NE에서와는 달리

OE에는 John

was laughed at과 같은 수동문이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전치사의 목적어가 수동화되
는 예는 없다는 것이다.

ME에 와서 비로소 이와 같은 종류의 문장이 출현하게 되는데 OE

에 없었다는 것은 OE에는 전치사구 (PP) 밖으로 목적어 (NP) 롤 이동하는 것을 규제하는 제
약이 있었다는 돗이며 그 제약이 ME에 와서 소설되었다는 말이 된다.

2. OE

複文과 前흩詞坐確

2.0. 여기서는 OE의 복문 특히 關係詞構文에 대하여 검토하고 종속절(=관계사절)에 있는
성분을 주절에 있는 것과 관련지워주는 규칙에 관하여 고찰하겠다. 관계사구문에는 先行챔
(anteceden t)가 명 사[구]인 名詞先行關係詞節 (headed relative clauses) 과

아니면 대명사인 팀由關係詞節 (free relative clauses) 이

있다.

특히 이들

선행 사가

없거 나

두개의 구문에서

前置詞坐碼가 각기 다른 행 동을 한다는 데 에 흥미 를 갖게 된다. 또한 同-性條件T의 웹UI徐
規則 (deletion under identity) 이 일 부 OE의 관계 사구문에 적 용되 었 다는 사실 올 알게 될
이며， 관계사절 형성을 위한 이동규칙이 적용되었다눔

표연상의 증거가 없는

것

구문에서만

전치사좌초가 가능했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2.1.

名詞先行關係詞節올 이 끄는 OE의 관계 사

þe , se , se þe

먼저 OE에 서 가장 흔히 쓰인 관계 사는 屆折形뺑가 없는 不變化詞인
7 Bresnam ( 1976) 의

분석 에 따르연 ，

John

ψas

killed by

구조의) 주어로 생성펀 것이 아니고 동사구 (VP) 안의

John was

þe 이 다.

Bill 과 같은 운장에 서

전치사구 (PP) 로

생성펀다.

이 것은 NE

by Bill은 본래 (심 충
이 분석에

따르연

killed 와 같은 문장에서 非特定主語 (unspecificed subject) 의 생 략같은 것은 없고 오직 移動이

있올 뿐이다

그러나 수동문 형성의 이같은 분석은 본연구에서 결청껴인

의 상술은 피하겠다.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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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25) Gemyne he þæs yfeles þe he worhte
(Remember he the evil that he wrought c= Let him remember the evil that he
wrought)

Sweet CP 25. 54

(26) ... be þam þrim þingum þe se Hælænd sæde
(about the three things that the Savior said)
Alc. P. VII. 84
(27) Hi getacniaþ þa geleaffullan on godes geldunge þe mid geleafan underfoþ þa eladan
gecyþny~se

(They betoken the faithful in God’ s congregation that with faith receive the old
testament)
관계화된 요소는

Alc. S. XV. 56

(25) , (26 ) 에서는 관계사절의 목적어이며 (27) 에서는 관계사절의 주어이다.

또 한 관계화된 요 소가 관계사절 안에서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이
1매;전치사는 언제 나 좌초된다.

(28) Seo gesyþ þe we god myd geseon scylon is angyt
(The sight that we God with see shall is understanding=The sight that we shall
see God with is understanding)

So1. P. 67.6

(29) ... þam burgum þe he on geworhte his wundra
(the cities that he in wrought his miracles=the cities that he"wrought his miracles
in)
Alc. P. XVII. 54
(30) Ic sceal ærest afyllan þa þincg þe ic fore asend eom
(1 shall first fillfill the things that 1 for sent am= I shall first fulfill the things
that 1 am sent for)
Alc. S. XXIV. 119
현대영어 that와 마찬가지로 þe도 앞에 전치사를 두지 못한다.

þe 바로 앞에 전치사가 온

예문은 찾을 수가 없다.
다음은 名詞先行關係詞節 (headed relatives) 을 유도하는 se를 관찰해

본다 . se는 指示代名

램이다. 이런 유형의 관계사는 게르만에서는 흔하다. 현대독일어에서는 지시대명사가 아직
도 의문대명사와 함께 관계대명사의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는 질정이다.OE에서 의문대명
사는 自由關係詞節 (free relatives) 에서만 관계대명사로 쓰었다. 따라서 선행사가 명사인 관

계사절에 아직은 의문대명사가 비정고 들어오지 못했다. 男性 • 單數 • 主格形의 지시대명사
가 se 였던 관계로 일찍부터 se가 지시대명사를 대표해서 指稱되었다. se관계사의

예 를 들어

본다.

(3 1) Ac ge onfoþ þæm mæqene Halges Gastes se cymþ ofor eow
(But you receive the-n .d.s. power- n.d.s. Holy- m.g.s. Ghost’ s-m.g.s. who- m.n.s.
comes over you = but you receive the power of the Holy Ghost , who comes "over
you)
(32) Her feng to Dearne rice Osric , þone Paulinus ær gefullode

Blickling p. 119

(Here succeeded to Deira Kingdom Osric- n. whom-m.a.s. Paulinus earlier bapt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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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year Osric , whom Paulinus had earlier baptized , succeeded to the Kingdom
of Deira)

P.C. 643

þe와는 대조적으로 se의 경우 관계화된 요소가 명사이며 전 치 사의

목적 어 일때 隨半移動

(Pied Piping) 은 의 우적 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33) . . . ure yfelan word wi Þ þone we geremodon
(our evil word- n.a.s. with which-n.a.s. we provoked)
Alc. S. XV. 190
(34) Weorþian we eac þa claþas his hades , 0/ þæm wæs ure gekind ge edneowod
(Honor we aIso the clothes his person-m.g.s. by which- m.d.s. was our race renewed
= Let us also honor the clothes of his person , by which our race was renewed)

:Blickling p. 11
se 관계사 구 문 에 서 전치사 좌초가 나타나는 예 플 찾 을 수 가 없다. 다만 수 반규약이 의무적
i로 적용된 예만 있을 뿐이다.

다음으로 명사선행관계사절 을 유도하는 또 하나의 관계사 se þe를 관찰해
지시대명사 (se) 와 불변화사 ( þe) 가 결합된 형태로서 se는 선행 사의 格 (case) 을

관계화된 요소의 격을 받기도 한다.

본 다.

이것은

받기도

하고

(35) 는 전자의 경우이고 (36) 은 후자의 경 우이다.

(35) Ic wat wytodlice þæ t" ge secaþ þone hælend þone þe on rode ahangen wæs
(1 know truly that you seek the- m.a.s . Savior-m.a.s. whom- m.a.s. that on ross
hung was=I know truly that you seek the Savior, who was hung on the cross)
S t. Ma t. XXV [ 11. 5J
(36) Ure Drihten arærde anes ealdermannes dohtor, seo þe læg deae
(Our L o.r d raised an aldorman’ s daughter- f. a.s. who- that- f. n.s. lay dead)
A lc. P. VI. 176
se와 마찬가지로 se . þe에서도 관계사철 안의 관계화요소가 영 사 이 고 동 시에 전치사구의 옥

적 어 일때는 隨伴規的은 의무적으로 적용되 었 다.

(37) Eala þu wundorlice rod , 0π þæra þe Crist wolde orowian
(Hail , thou wonderful cross ‘ on which- f. d.s. (that) Christ would suffer)
Alc. S. XXVII 115
이것은 또한 대명사가 전 치사를 수반하고 補文化子 (complementizer= Comp) 앞으 로 이동 했
다는 증거가 된다.

2.2. þe , se , se

þe의 분석

먼저 þe는 어 떻 게 분석되는가? þe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補文化子로 분석됨이 마땅하

다. 왜냐하면 그것은 첫 째 격변화가 없으며， 둘째 전치사의 목적어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

이다. 굴절변화를 하며 전치사의 목적어로 나타나는 진짜 관계대명사 기능을 발휘하는 se하
고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þe 관계사절에 있는 관계화어구는 그자리에서 삭제되는가 아니연 절 앞에 이동되

었다가 삭제되는가? 여기서는 þe 관계사철은 관계화어구가 그 자리에서 삭제되어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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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펀 것으혹 깐주한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렇다면 이 삭제가 조건적 인 삭제

인가 아니연 우조건적인 삭제인가이다. 이 삭제가 무조건적이

아닌 것은 다음에서

알 수

있다“ 첫째 ， 관계 사절형성 에서의 대명사의 무조건 삭제는 관계 대 명시뿐만 아 니 라 모든 대
명사를 삭제하는 언 어 들에서만 효과적인 것으로 제안된 바 있으며
둘째 ， 만일 관계사절

의 선행사 (NP) 가 전치사의 목적어이고 그 천치사가 관계사절의 전치사와 동일한 형태일
때 ， 관계사절 ( =下位節) 에 있는 전치사구 (PP) 는 삭제되 었다. 즉， 동일성

조건하의 조건적

삭제 라고 할 수 있다.

(38) Iudas se swicola hraþe eode to pam arleasum ehterum , þe he ær gespræc
(J udas the trator quickly went to the impious persecutors that he ea r1 ier spoke

Alc: Th. vo I. 2. p. 246. 7

(to) )
(38) 의 심충구조는 대략 (39) 와 같다.

(39)

S

~
NP
VP

l udas

-----\

V

PP

"7ζ~\ ’
eode ‘ ""P
、 _ NP ‘
I
I
./<:‘니、NP

to

l’

、

S

j---\ :- / \ \

\ þam , arleasum J ~omp
~
ehterum
'1
~
\、
/’
þe
색P
VP
he

Adv

V :..:;;c

ær

gespræc : P

p j>

r-~--

NP I

___

É싹:

( 39) 에서 보는 바와 같이 (38) 의 전치사구 (PP) 의 삭제는 동일성 조건 하의 통제된 삭제규칙

이 적용된 결과이다. 단순한 대 명사의 삭제 규칙은 전치사구 전체를 삭제하지 못한다. (38)
에서 적용된 규칙을 공식화 하면 (40) 처 럼 된다.

(40) OE 관계 사 삭제 규칙

X

Pro W 3J W 4J
[ + demJ

S [W IX[W 2 _

l

2

345

6

l

2

cþ

6

cþ

cþ

다음으로 se는 어 떻 게 분석되는가? se는 관계화지시대명사 ( =관계대명사)의 이동의 결과
로 분석함이 마땅하다. 만얼 그렇지 않다연 se의 격은 下位節 인 관계사철에서가 아니 고 上
位節에서 찾아야 할 것 이 고 전치사 수반(隨伴)은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 이 다. 그런데 사실운 se의 격은 T位節 인 관계 사절에서 결정되고 隨伴規約은 의우적 으로
8

Bresnan (l 976) 은 대영사 삭제와 같은 일반규칙이 OE에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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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

적용되는 것을 보았다.

다음 문제는 se가 補文化子 (Comp) 의 자리로 이동하는가

아니연

Comp의 앞자리로 이동

하는가이 다. 여기서는 se가 Comp 바로 앞에 놓이는 것으로 일단 가청하겠다(= Chomsky

adjunction) . 그리하여 se 관계사의 이동을 다음과 같이 공식화 할 수 있다.

(4 1) OE

관계사 이동 규칙

NP

1

s[W j

2

1 3-4- 5 5[2

x[W 2

Pro
[ +dèmJ

W 3J

W4J

345

6

cþ

6J

cþ

끝으로 se þe는 어떻게 분석되는가?

cþ

첫째 ， se þe는 se 관계사의

變異形이다. 둘째 ， þe는

補文化子 (Comp) 이다. 따라서 se þe는 지시대명사와 보문화자의 결합형이다 .

se þe는 관계

사이동규칙 (4 1)이 관계사 se를 Comp þe 앞에 이동시켜 놓은 좋은 예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밖에 OE에 있던 관계사절로서 관계사 표시가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은 NE의

‘接續節‘

에 해당된다.

(42) Ponne is oþer stow elreordge beoþ on

( Then is other place barbarous men are in=Then there is another place barbarous
men are in)

3 OE p. 69. 9

위 문장에서는 전치사좌초가 눈에 띈다. 선행사는 분명 stoψ ‘ place’인데 관계사가 없다. 이
처럼 관계사 표시가 없는 관계사절을 þe 관계사절로 간주해야 한다. 여기서는 먼저 동일성
조건하에 관계화어구가 삭제되고 뒤이어 본래 있던 Comp þe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같은 관계사절이 OE에서 그리 흔하지는 않은 것 같다

2.3. 自由關係詞節 중에서 선행사가 指示代名 詞 인 관계사절
앞에서는 (2. 1,-...., 2.2) 선행사가 名詞인 관계사절을 다루었으나， 이번에는 선행사가

代名詞인 관계사절 (2 .3) 과 선행사가 wh -대명사인 관계사절 (2.4) 을 다루겠다.

指示

현대영어의

“ whoever" 또는 “ he who" 에 해 당한다.

OE의 다음과 같은 예 를 살펴 보자.

(43) þæt is , þæt man for-gife , þam þe wiþ hine gegylted

(that is , that one forgive him- d. that against him sins=that is , that one forgive
him who sins against him)

(44) Micele mare miht ys menn to gescippene þonne to arærenne

Ver. III. 170
þoπ e þe

ær wæs

(Much greater might is man to create than to raise him- a. that easlier was=it is
much greater power to create a man than to raise him who was earlier)
Alc. P. V I. 122
위 예문들은 현대영어의

“ he

who" 에 해당하는 관계사철의 유형이다.

얼핏 보아서는

se þe

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시대명사가 이통한 것으로 보일련지 모른다. 그러나 se þe에서의 格奉
9

Cf. Curme (l 912: 10-29 , 180-204 , and 3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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引 (case attraction) 은 隨意的 (optional) 인데 반하여 지시대명사의

主節) 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格表示는 항상 上位節(=

(43) 에서 þam은 上位節 통사 for-gife의 목

적 어 로서 與格 (dative) 을 나타내 고 있 다. 만일 þam 이 관계 사라면

下位節에 서 의

역 할로 보

아 主格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므로 지시대명사 þam은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선행사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þam þe와 þoηe þe는 대명 사 (영사가 아니고)를 선행사로 갖게된
補文化子 þe들이며， 이는 관계사 이동이 아니라 관계어구 삭제의 결과로 보 아야 한다.
이 분석을 가청한다연 다음의 예문들에서 前置詞坐廳가

일 어난

것이

조금도

이상할게

없다.

(45) Forþon þe we nabbaþ þa þe he on þrowade
(Because that we not- have that- f.a.s. that he on suffered=because we do not have
that which he suffered on)
Alc. Th. vol. 2 p. 306. 22
(46) ... þæt he wolde mancynn ahreddan þurh þone þe he ealle gesceafta mid geworhte
(that he would a11 mankind redeem through him- a. that he a11 creatures with
￦ho

wrought=that he would redeem mankind through him

he wrought a11 creature

with)

Alc. Th. p. 192. 20

(47) & he tobryst þone þe he 0πuþþan fylþ

(and it crushes him- m.a.s. that ít upon fa11s=and it crushes hím whom it falls
upon)

St. Mat. 1249

(45) 가 어떻게 파생되었는가를 알기 쉽게 도표로 나타내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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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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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Pz는 NP 1 과의 동일성 조건하에서 삭제된다.
위의

(45)-(47) 에서 대영사 þa þone는 上位節의 자기 본래의 위치에 있다. 그들은 上位

節에서의 자기의 본래의 역할로 기대되는 위치에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지시대명사가 þe 앞에 옴으로써 위의 예문틀과 類似한 外形을 가지고 있는 구문
들에 부딛치게 된다.

(49)

Pa pe his leasungum ge1yfaþ , þam he ara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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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짧

(Those- n. that his lies believe , those-d. he honors=Those that believes his lies ,
those he honors)
(50) and

Alc. Th. Preface p.6

þe þu nu hæfst , nis se þin were

þoηe

(and him- a. that you now have , not-is he your husband=and the one that you
now have , he is not your husband)
위에서

Alc. P. V. 37

종속절이 전방이동할 때 주절에는 대명사 복귀현상이 일어난다. Ross ( 1967) 는 左方

轉位 (Left Dislocation) 10를 제안하고 있는데 이 규칙은 成分을 왼쪽으로
그것이

이동시키고

본래

있던 자리는 대명사로 메꾸는 규칙이다. 左方轉位가 基底部에서 생성되느냐 아니면

變形規則으로 생성되느냐의 문제는 여기서 논할 여유가
것으로 가정하겠다.

없고， 일단

기저부에서

생성되는

다만 중요한 것은 문제의 관계사절이 이동의 결과라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대명사의 격표시를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위 예문들에서 볼 때， 관계대명
사는 선행사가 아니며 . 종속철에서 생성되었다가 왼쪽으로 이통하였으며 그 결과 이동된 대

명사의 격표시는

종속철에서의 본래의 역할에서 예측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0)

의 심충구조는 대략 (5 1)로 나타낼 수 있다.

S

(51)

S

N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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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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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관계대명사 pone (= 관계화된 어구)는 하위절 (S) 에서 생성되었다가 왼쪽으로 이동되
어 (관계사 이동 규칙에 의해) 다음 (52) 와 같은 표면구조를 파생시킨다.

(52)

S
NP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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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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þone

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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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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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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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

S

----------

N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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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hæfst

NP

þone

10 Cf. Ross (1 967 , 422ff.) . 예 를 들연
Mary wi1l never marry Schwarz에 서 Schwarz. Mary will
never marry him올 따생 시 키 는 隨意的인 훌形規則융 X NP Y킹2~\O [1 2 3J 으로 공식 화하고 있 다 .
1 2 3
[+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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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대명사가 선행사인 경우 (45)-(47) 에는 前置詞坐廳 현장이 보였으나

方轉位의 관계사절 (49) 와 (50) 에서는

이에 반해 左

前置詞坐廳、의 예를 찾을 수 없는 것도 이와 같은 구

조적인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左方轉位펙 관계사철은 주철에 대명사 복귀 (復歸)가 없이 앞으로 이동하는

관계

사철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53) Ac þam þe on hel1e beoþ ne gehelpþ nan forþþingung
(But those-d. that in hel1 are not helps no intercession=but those that are in hell ,
no intercession helps)

Alc.

p~

X I. 242

이 예문에서도 관계사철은 이동되었으나 이는 단지 主題化規則에 의한 이통일 뿐이다.
면상의 차이점은 이 경우에 代名詞 復歸가 일어나지 않는다.
주절에서의 역할에 따른다.

이 경우

표

대명사의 格표시는

이것은 代名調的 先行詞 (pronominally-headed) 의

관계사절언을

말해준다.

2.4 .

自 由빼係詞節 중에 서 선행 사가 wh-대 명 사인 관계 사철

OE에 서 는

‘ someone,’

의 문대 명 사가

不定代名詞로

사용되 었으며 ,

대체로

‘ anyone; ’

“ anything ,’

“something’의 뭇을 나타냈 다.

(54) And þe nis nan neod þæt þe hwa ahsige
(An d thee not-is no need that thee who ask=And you have no need that anyone

Alc. P. VIII. 48

ask you)
{55) gif þu hine gesawe on hwelcum eardoþu

(if you him saw in any- d. difficulty=if you saw him in any difficulty)
Boe th. X

(56) Wenst þu þæt hit hwæt niwes sie ... þæt þe on becuman is?
(Think you that it anything new-g. is ... that (which) thee on come is?=Do you
think that that which has come upon you is anything new?)
그런데 이 wh-대명사가 관계사절을 형성하는데 이용되었다.

Boeth. VII. ii

관계사철에 쓰일 때는

대 명 사는 그 앞이 나 뒤 에 또는 양쪽에 swa를 거 느리 고 있 었는데 swa의 뜻은
였다.

wh-

“so" 또는 “ as"

또한 swa는 비교구문에서도 쓰이고 있으나 여기서는 관계사구문에서의 Sψa의 행동에

만 관심을 기울이겠다.

(57)

& ure

sawle þearfe , þa þe sculon bion on ecnesse æfter þyssum life mid sawlre

&

lichoman in swa-hwæþrum-swa we' her nu ge-earniaþ
(and our soul’ s need , who that shal1 be in eternity after this life with soul and
with body in so-what-d. -as we here now earn=and the need of the souls of us
who will be in eternity after this life with soul and body in whatever (state) we
now earn here)

Ver. II. 132

..(58) Fæder and moder moton heora bearn to swa hwylcum cræfte gedon swa him leofost
by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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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her and rnother rnust their chil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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號

which- d. occupation put as hirn liefest

is=Father and rnother rnust put their child to whatever occupation is rnost pleasing
to hirn)

Alc. P. XIX. 54

(59) Soþes ic þe sylle swa hwæt swa þu me byddest
(Truly 1 you give so what- a. as you me ask = Truly 1 give you whatever you ask
of me)

S t. Mark. 290

위의 예문들에서 보면 관계사의 격은 주절에서 결갱되고 있다.

적 어 hψæþrum은 與格 (dative) 표시를 하고 있다.

(57) 에서 전치사 찌의 옥

만약 종속절에서 이동되어 온 것이라면

下位節의 통사 ge-earniaþ의 직접목적 어인 對格 (accusative) 이어야 한다.

(58) 에서도 선행사

가 종속절에 서 는 主格 (nominative) 이어야 하는데 주절에서 to의 목적어인 與格으로 표면에
나타나고 있다. 또 ( 59) 에서 도 관계사 hwæt는 주절의 동사 Sylle의 목적어 (對格 ) 로 표시되
고 있다. 만약 관계사의 격이 종속절안에서의 역할에 의해 결청된다면 마땅히 屬格 (genitive)

이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연 동사 byddan은 목적어로 屬格을 취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wh-대명사의 격표시가 항상 주절에서의 역할에 의해 결청됨 3로 이들은 종속절 에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 서 이들 ψh-대명 사는 관계사가 아니라 선행사로 보아야 한다.
여 기 서 두번째 swa는 어 떻 게 분 석 해 야 할까 ? 이 swa는 현 대 영 어 whosoeνer의

-soeνer처

럼 不 定代名詞에 단지 부착되는 것이 아 닝 은 분명하다. 왜냐하면 (58) 에서 보 았듯 이 swa는

명 사 crεefte에 의해 분리되기 때 문이 다.

둘째 Stνa는 限定詞 인 첫 째 swa에 의 해

선택되어

相關的으로 쓰이는 補文化子 (Cornp) 로 분석됨이 타당하다. 限定詞가 특청 補文化子를 선택
하는 것은 현대영어의 경우와 같다. 예를 들어 NE의 such에 의해 한청되는 선행사 ( =名詞 〉
다음에 오는 관계 사절의 補文化子는 as이 다.

(60) a. Such snakes as we saw were uninteresting.
b. *Such snakes that we saw were uninteresting.
그러 므로 ψh-관계 사절 은 þe관계 사절 과 똑 같 이 형 성 되며 ， wh -대명 사는 관계 사절의

선행 사

이 며 ， 관계 화된 어구는 선행사와의 同一性 條件T 에 서 생략된 것으로 가청할 수 있다.
置詞坐廳 가 þe 관계 사절과 지시대 명사를 선행 사로 갖고 있는 관계사철 에 서

모두

前

가능했 던

것 쳐럼 不定代名詞 를 선행사로 갖고 있는 이 들 wh- 관계사절에서도 가능하다는 예 측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예 측 이 들어 맞는다는 것 은 다음의 예들에 의해 입증될 것이다.

(61) Se þe raþost corn on þone mere æfter þæs wæteres styrunge wearp gehæled fra m.

“

swa hwilcere untr mnysse swa he on wæs
(He that quickest came in the lake after the- g. water’ s stirring was healed from
so which- d. infirmity as he in was = He who came most quickly into the lake after
the stirring of the water was healed from whatever infirmity he was in)
S t. John V . 4
(62) And heo gefret softnysse oþþe sarnysse , swa hψæder sψa heo on biþ
(And it feels softness or pain , so which- a. as it in is = And it feels softness or
pain , whichever it is in)
(6 1)의 심충구조는 대략 다음의 (63) 처럼 나타낼 수 있다.

Alc. P. XI. 218
여기서는 지연상 두개로 갈라

英 등홈 前置를혀坐應의 史的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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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겠다.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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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3. 에서 指示代名詞 를 선행사로 가지는 自由關係詞節이 左方으로 이통된 경우를
살펀 바 있다.

그런데 不定代名詞 (wh-) 를 선행사로 하는 自由關係詞節이 左方으로

이동된

경우도 마찬가지임을 알게 된다. 이들 관계사절에서도 (65) 에서 처럼 대명사의 格은 주철이
아니라 종속철에서의 역할에 의해서 결청된 것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관계화된 어구가 종
속절안에

있는

전치사의 목적어

일때는 (66) 처럼 그 전치사는 의무적으로 隨伴規則 (Pied

Piping ) 의 적용을 받는다 .

(65) and swa hwæs swa hie rihtlice biddaþ for þinum naman &- for þinum gearningum ,

hig hyt onfoþ
(and 50 what-g. as they rightly ask for thy name and for thy merit , they it
receive=and whåtever they ask for thy name and thy merit , they receive it)
3 OE p. 74.4
(66) And to swa hwilcere leode 5wa we cumaþ , we cunnon þære gereord

(And to so which-d. people as we come , we know their language=and whichever
people we come to , we know their language)

Alc. Th. vol. 2. p. 474. 2

지금까지 2 장에서 우리가 살펀 바를 요약하면， (i) OE 관계사절에서 관계대명사가 이통한
표면적인 증거가 있을 때 (예를 들변

se 관계사절

se

þe 관계사철， 左方轉位된 自由關係詞

節)는 隨伴規則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어 前置詞坐廳흘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ii) 이동의

증거가 없는 경우(즉， þe 관계사철과 左方轉뾰가 없는 自由關係詞節 ) 는 前置詞坐應가 의무

적이었다.

自由關係詞節에서 어떤 때는 관계대명사로 보이는 것이 실장은 선행사여서 관계

사 이동의 증거가 없어 종속절안에서의 삭제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前置詞坐顧를 발

견하게 되는가 하연， 어떤 때는(즉 左方轉位의

自由關係詞節 ) 이동의 결과 前置詞隨伴이 의

무적이어서 前置詞坐廳를 발견할 수가 없다.

a.

ME 에 서의 前111詞坐雄、의 훌 fl::

3 . 0 . 여기서는 중세영어의 wh- 관계 사절과 수동문에서 前置詞坐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알이-보고 이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겠다.

ME에서의 前置詞坐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OE의 前置詞坐廳를 잠시 개관하는 것이 좋

겠다 .OE의 主題化形成에서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대영사가

아닌 한 前置詞坐鷹는 불가능

했다. 대명사인 경우 전치사와 목적어는 도치되고 감 뒤 양자가 자유롭게 분열하는 독립척
으로 필요한 규칙의 적용을 받아 전치샤는 좌초되였다‘
의무적이었으나

þe 관계사철에서는 前置詞坐鷹가

se관계사절이나 se þe관계사철에는 前置詞坐健가 없 었다. 션행사가 대명사

이거나 아니면 선행사가 없는 自由關係詞節에서는 前置詞坐應가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한 경우가 있었다. 전자의 경우는 대명사가 선행사이며 관계어구는

뭇

삭제의 결과로 분석되

는 경우이고， 후자는 대영사가 분명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는 경우였다. 요컨례 前置음펴坐廳
는 전치사구분열 (PP-Split) 이 적용되지

않는 한，

목척어의

이동이 명백한 구문에서는 일

어나지 옷한 반변에 표면상 목적어 이통의 증거가 없는 구문에서는 확초가

어났다.

또한 OE에서는 전치사의 목척어를 受動化 시키지

10μghed ot 과 같은 구문은 찾아 볼 수 없었다.

못했다.

의무적으로 얼

예를 틀연

H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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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다음은 위의 상황이 ME에 들어와서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볼 차례이다.
이 동과 관 련 이 있는

wh - 관계 사절 에 서 前置詞坐應의

첫 예 문들이

산발적 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 은 13세기 초이다 11
whε~

(67) Nuste nan kemp

he sculde slæn on

(Not-knew no soldier whom he should strike on = no soldier knew whom he should
L. Brut 27487

strike at)
(68) Her is whamm guw birriþ follgenn ,

ψhamm

a11 mannkinn birriþ lefenn onn

(Here is whom you behooves fo11ow , whom a11 mankind behooves believe in=There
is the one whom it behooves you to follow , who it behobves a11 mankind to believe
in)

Orm. 12887

(6 8) 은 선행 사 없는 관계 사절 의 예 이 지 만 wh-대 명 사의 여 격 (dative) 표시 로

보아

wh-대

명사가 이동된 것 을 말해 주고 있다 12

13세기 중엽 무 렵 아직 드물기는 하지 만 그래도 前置詞坐碼의

예가

약간씩

증가된 것이

눈에 띈 다.

(69) And getenisse men ben in ebron quilc men mai get wundren on
(And giant men are in Hebron , which men may yet wonder on (i.e. at))

G & Ex . 3715
(70) Wiste noman of werlþe þo quat kinde he was kuman fro
(Knew no man of wo r1 d then what kind he was come from=no one in the wor1 d

G & Ex. 901

then knew what kind he had come from)
( 71 )

H:αam

se heo bisecheþ for is sike r1 iche iborhen

(Whom so she prays for is surely saved) 13

M. OEH. vol. 1. 1. p.261

같은 시 기 에 主題化 構文과 受動構文에 서 前置詞坐碼、의 예 가 드물커 는 하지 만 더 러 눈에
띈다.

( 72) An pe gode ich ga a bisiliche abutm

St. Marg. p. 30. 35

(But the good 1 go ever busily about)
( 73)

Hoseη

wip ute yampes ligge in hwa se likep

(Hose without feet , sleep in whoso pleases= Whover cares to may sleep in hose
without feet)
11

T.A. Wisse p. 214. 2'1

Cf. Visser (1963: 400 , 406)

12 그렇지만 이

예문은 모호한 데가 있다 .OE에서와 마찬가지로 ME에서도 대영사

이동의

自由 關

係 휩 는 보 통 左方轉뾰의 구 문에 만 국한되었다 . 이 시기에 격표시의 혼란이 얼어나기 시작하였으 며 ，
기 격 의 힘格 ( oblique ) 표 시는 wh- 대명사의 동사 뒤의 위치에 단지 기인하는 것 같다. 만일

그 대영사는 선행 사이며 따라서 이동이라기 보다는 삭제의 결과로 보게 펀다.
置詢坐碼의 뚜렷한 예는 거의
것 ξ 로도 짐 작이

없다 .

Brut '-t

여

그렇다면

어쨌든 13세기

Orm 과 같은 방대한 작 품 속에서도 두개의 예문밖에

초의 前
없다는

간다.

13 (71 ) 은 다소 모호하다 .

휩復흙의 결여는 이 구문이

Wham 이란 格표시로 보아 이동펀 관계사(선행사 없는)로 보이나，

이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대로 본래의 자기

명사를 선행사로 하는 ) 이며 格표시는 일종의 착오임을 말해 주고 있다.

자리에 있는

代名

自由關係휩 (wh-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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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Heo schal beo greattre ibollen , leafdiluker

l

號

leoteπ

01 þen a leafdi of hames

(She shall be greater honored , lady-like-er thought of than a lady of home = She
shall be more greatly honored , more lady-like thought of , than a house-wife)
T.A. Wisse p. 58. 7
주목할 점 은 wh-관계 사 구문과 의 문문에 서 前置詞坐碼가 산발적 으로 발견되 는

은 시기에 主題化構文과 受動構文에서도 前置詞坐碼의 산발적인 예가
그리고 14세기에 이르러 전자의 구문들에서 前置詞坐廳、가

것과

같

발견된다는 것이다.

보다 더 빈번해 졌을 때 후자의

구문들에서도 前置詞坐應가 빈번해 졌 다는 점이다 14

14세기 후반에 접어 들면서 이동과 관련된 전치사좌초는

점점 더 빈번해지기 시작했다.

Grimshaw (1975) 가 제 시 한 Chaucer의 글을 보면 前 置詞坐碼는 wh-관계 사 구문과 의 문문에
서 펙 빈번히 쓰였는데 주로 전치사 iηne이 사용되었다.

(75) Now have 1 told ψhat peril he is inne

Ch. TC. 3. 9111

(76) And thoughte anon what loly he was inne

Ch. TC. 1. 820

(77) For nadde they but a sheete , which that they myghte wrappe hem iηne a-nyght

Ch. 6. Cy. 879
위의 Grimshaw의 예문말고도

Chaucer 작품에서 다른 전치사와 함께 쓰인 前置詞坐碼의

예 를 보면:

(78) His lady, certes , and his wyf also , the which that lawe of love accordeth to

Ch. F. Frank. 797
(79) But to King Alla , which 1 spak 01 yore ... I wol retourn

(80) What

sh이de

Ch. B. M. Lawe. 984
1 tellen ech proporcioun of things which that we werche 째on
Ch. G. CY. 754

Chaucer보다 31 년 뒤늦게 태 어난

Lydgate (born 1371 ) 의

작품에 서도

wh-관계사절에서의

前置詞坐應、의 예가 더러 발견된다.

(81) But had he ete and take his part of this fruyt which 1 01 telle ...
(But if he had eaten and taken his part of this fruit which 1 tell of ... )
Lydgate R&S. 4416
(82) The fruit of thys ilke tre ,

ψhich

that 1 to fQrn of spake , sodenly was torned t Û'

blake
(The fruit of this same tree , which 1 spoke of before , was suddenly turned t Û'
black)

Lyd. R&S. 3998

이 무렵 에 는 前置詞 隨伴과 前置詞坐I隱가 결 합된 형 태 도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 관계 사 앞
에 오는 전치사는 뒤에 좌초된 전치사를

複寫 (copy) 하기 위해서인 것

14 1 4세기라도 초반에는 전치사좌초가 네개 의

직 은

많지

않았다.

Hampole (born C.

1 4세기의

團本으로 서

같다 . 그리고 이것

구운(主題化 ， 受動文 ， wh- 관계사 철 ， 의운문) 에서

前 置詞坐碼가

없는

1 300 ) 은 열 렬한 前置휩坐碼 애용자였다 .

것도

더러

있다 .

아

Richard Rolle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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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前置詞隨伴과 前置詞坐應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다.

불행 하게도 14세기 후반의 문헌은 前置詞坐碼를 허용하지 않는 불어에 의해 크게 영 향을
받고 있다. 불어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은 Chaucer 나 Lydgate의 언어 보다는 오히려 불

어의 영 향을 받지 않은 일반 대중의 언어에 前置詞坐碼가 더 흔했을 것은 뻔하다.
14세기 말경 이 동규칙 후의 前置랩坐碼는 확고히 뿌리를 내 렸 다고 하겠다.

어 쨌떤

이우렵 부터는

거의 모든 문헌에 나타난다 15

(83) That mervayle we off.
(That we marvel o{)

Malory. VIII. p. 447. 5

(84) Yet made he an heed to speke which answered of alle that whiche he was
demanded 01
(Yet he made a head which answered all things that which he was asked of)
Caxton. XIII. 48
(85) and what jouparte 1 have been in
(and what jeopardy 1 have been in)

Malory. VIII , p."410.10

(86) & so to Lorayn , pe place wher she come first Iro
(.a nd so to Lorraine , the place where she first came from) .

B. Brut G. 512.8

위에 서 와 같은 前置랩坐廳의 변화를 어 떻 게 설명할 수 있을까 ? 한가지의

가능성은 OE

에 서는 전 치 사구 (PP) 밖으로 명시를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가청하는 것이며 ， þe관계
사철은 이동이 아니고 생략의 결 과라고 가청할 때 우리는 OE가 지 녔 던 PP밖으로의 이동제
약규칙 이 ME에 와서 消失된 결과로 前置詞쏘碼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3.2. 그러면 ME에 서 前置詞坐應에 변화홀 가져오게 한 원 인 은 어디에 있을까?
먼저 스캔디나비아어의 영 향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영국은

OE의 시

기에 스캔디나비아인들의 반복되는 침략을 받 아왔기 때문에 그후 영어에서의 前置詞坐碼의
자유로운 행동이 스캔 디나비아어의

영향을

받았을런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수도

있을 것

이다.

고대영어 ( = Anglo-Saxon) 문헌은

스캔디나비아인의 첫침엽 (787)

데， 불행히도 가장 오래된 스캔디나비어문헌은

12세기에

직후에서

비 롯되었으으로

시작되었는

고대영어시대의

스캔디나비아어의 통사구조를 알길이 없다. 그래서 논의상 이 언어에 OE의 þe 관계사절과
같은 구조가 있었다고 일단 가정해 볼 때，

과연 이 구문이

OE의 þe 관계사구문에 영향을

미쳤을까? 하는 의문에 부딛치게 된다. 그런데 그 대 당은 否定的일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OE문 헌은

West Saxon 방언으로 쓰여 졌 는데 스캔디 나비인의 영향이

가장

적었

던 곳 이 바로 Wessex 었다. 왜냐하면 Wessex는 스캔 디나비아인의 침공을 끝까지 막아낸 가

장 강력한 요새였기 때문 이다. 고대영어시대에 스캔디나비아어에서 들여온
와 동부방언에 극한되었￡ 므로 어휘의 영향마저 가장 적었을

借用語는 북부

West Saxon 방언에 통사구조

의 영향은 말할 것도 없이 미미했으리라는 것은 추측하고도 남는다.
15

그러나 2， 3세기 뒤，

작가들이 라틴어를 모렐로 상게된

17세기에 와서 前置굶坐碼에 대한

이 시작된다 . wh- 관계사철과 의운문 뿐만 아니라 前置휩坐碼가 항상 가능했던

置휩坐應‘를 피 하게 된다.

that

연견

관계사철에까지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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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號

그리고 Orrnulurn 과 같이 Danelaw의 중심부에서 쓰여졌으며

따라서

借用語를 보이고 있는 초기중세영어 문헌에는 移動規則의 결과로

많은

스캔디나비아

생긴 前置詞坐碼의 예가

없다는 사실과， 또한 스캔디나비아어에 前置詞坐碼 가 있었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
을 가장 많이 받았을 Orrnulurn에 前置詞坐碼가 없다는 사실은 스캔디나비아어 영향의 가능

성에 대한 反證이 된다.

따라서 ME에서의 前置詞坐碼의 확대는

스캔디나비아어에서 왔다

기 보다는 두 언어가 서로 비 슷한 변화를 겪게 되는 zp:行的인 과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前置詞坐따、의 확대가 외국어의 영향 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言語 內的인 사실에서 그

설명을 찾아낼 수 있 을 것 같다. 전치사구 밖으로 構成成分인 NP을 이동하는 것을 禁하던
규칙 의 消失은 관계사절 체계내에서의 두가지의 변화가 빚 어낸 결과로 봄이 좋을 것 같다 .
13세기에 들어오면서 부 터 두가지의 휠因 이 共說하여 自由關係詞節과
의 칙- 이를 크게 좁혀 놓았 다.

名詞先行關係詞節

첫 째로 wh -대 명사 (항상 自由關係템節에서만 쓰이번 ) 가

先行關 係詞節에서 쓰이 기 시 작했고 ， 둘 째로 딩由關係、詞節에서

t‘사t-대명사

앞에 있던

名詞

swa

( = deterrniner) 가 탈락하므로써 이와 본시 짝을 이루었던 wh -대명사 바로 뒤의 swa ( = Cornp. )
도 that에 의해 대치되 었다 (that은 뒤이 어 삭제되고 만다 ) .

다시 말하면， 한편으로

없는 관계사절에서 rνh 대명사 앞의 限定詞 swa 와 뒤의 補文化子 swa 가 없어지고

펀으로는 wh 대영 사가 이제는 선행사 있는 관계사절에서 쓰여짐으로써

선행사

다른 한

自由關係詞節과 名

詞先行 關係詞節이 ‘표면적으로 같아졌다.

4. 結

論

앞서 우리는 移動하지 않은 채 그 자 리에 서 삭제된 wk-대명사를 가청하는
에서 前置詞坐碼 가 가능했음을 보 았 다.

담由關係詞節

한변 이를 관계사 구문이 이제는 통상적인(名詞를

선행사로 하는) wh-관계사절과 표 면상 비슷해

졌 기 얘문에

wh- 自由關係詞節의

구문에서

前置詞坐碼를 들 어 요던 言語學習者 ( 어 린이 ) 가 wh- 移動으로 버 릇된 기 타 구 문에 까 지 前置
詞坐碼를 확대시킨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일단 이같은 改新 ( innova tion) 이 확
산되면 PP 밖으로의 成分移動을 禁하던 制約의 필요성은 없어졌음이 명백해진다.

이 제약

이 없어 지 자 前置詞쏘碼는 wh-형 태 를 사용하는 관계 시절 이 나 疑 問文뿐만 아 니 라 主題化構
文이 나 受動構文과 같은 移動을 훨하는 구문에도 확산되었 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실제

로 前置詞坐碼는 위의 모든 구문들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낮다 .

결국 自由關係詞節과 名詞

先行 關係詞節에 서 사용된 wh-의 형 태 론적 유사성 이 두 구문에 흔란을 가져 오으로씨 移動規
則이 적 용된 구문들에 도 前置詞坐따를 가능케 한 것 같다 .

참

고

문

헌

Allen , C. (1 976) ‘ The Origin of the wh-that Construction in English ,’ unpublished paper ,
University of Mass. , Arnherst , Mass.
(1 977 ) Topics in Diachronic English Syntax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University of Mass. , Arnherst , Mass.
Andrews , A .D. (1975) Studies

iη

the Syntax 01

Relatiι’ e

and

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MIT, Carnbridge , Mass.

Comparatiνe

Clauses , unpub-

79

英語 前置등려坐碼의 史的 考察

Andrew , S.O. (1 936) ‘ Relative and Demonstrative Pronouns in Old Eng1ish ,’ Language12 , 283- 93.
Bach , E. and G. Horn (1 976) ‘ Remarks on Conditions on Transformation ,’ Linguistic
Iη qu iry 7, 265- 300.
Bever, T .G. and D.T. Langendoen (1 971) ‘ A Dynamic Model of the Evolution of Lan-

guage ,’ Liηguistic lnquiry 2, 433-63.
Bresnan , J, (1 972) Theory of Complemeπtatioη in English

Syη tax，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MIT , Cambridge , Mass.
- - - (1 976) ‘ Evidence fo r a Theory of Unbounded Transformations ,’ Lí nguistic
ι4. n a lysis

2, 353-93.

Campbell , A. (1 974) Old Eπglish Grammar , Clarendon Press , Oxford.
Chomsky , N. (1 973) ‘ Conditions on Transformations ,’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
Holt , Rinehart & Winston , New Y ork.
(1 976) ‘ Conditions on Rules of Grammar ,’ Liπguistic Analysis 2, 303-50.
(1 977) ‘ On WH- Movement ,’ in Culicover , P. , T. Wasow a Iid A. Akmajiall

eds. , Formal Syntax , Academic Press , New York , 61-132.
(1 978) ‘ On Binding ,’ Linguistic Iη quiry 11 , 1-46.

and H. Lasnik (1977) ‘ Filters and Control ,’ Linguistic lnquiry 8.
Grimshaw , J,B. (1 975) ‘ Relativization by Deletion in Chaucerian Middle English ,’ Proτee

dings of the Fifth Annual Meeting of the North-East Liηguistic Society , Cambridge ,
Mass (Harvard University) .
]espersen , O. (1 909""1 949)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 George
Allen & Unwin , London.
Keyser , S.]. (1 975) ‘ A Partial History of the Relative Clause in English ,’ University of

Massachusetts Occasional Papers iπ Linguistics No. 1 , Amherst , Mass.
King , R.D. (1969)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πerative Grammar , Prentice-Hall , Englwoo d.
Cliffs , New ]ersey.
Klima , E.S. (1 965) Studies in Diachronic Transformatio끼al Syπtax，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Harvard University, Cam. , Mass.
Laskin , H. and R. Fiengo (1 974)

‘ Complement Object

Deletion ,’ Linguistic lnquiry 5,

535- 72.
Lass , R. (1969) Approaches to Historical Linguistics: Aπ ι4.nthology， Holt Rinehart and
Winston , New York.
Lightfoot , D.W. (1 979) Priπcψles of Diachronic Syntax , C,ambridge U. Press , Cambridge.
M cI ntosh , A. (1 947""8) ‘ The Relative Pronouns pe and pæt in Early Middle Englis ,’

English

aη d

Germanic St udies 1, 73-87.

Mustanoja , T. (1960) A Middle English Syntax , Societe Neophilologique , Helsink.
Rijk , R.P. de (1 972) Studies iη Basque Syntax: Relative Clau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MIT.

응홈學~究

80

第 18卷 第

l

號

Ross , }.R. (1967) Constraiπts on Variables in Syntax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ìon ,
MIT.; rp t. Indiana Univ. Linguistic Club , Bloomington.
Traugott , E.C. (1 972) A History 0/ English SY 1f tax , Holt Rinehart and Winston , New
York.
(1 969) ‘ Toward a Grammar of Syntactic Change ,’ Liηgua

23 , 1-27.

Virsser , F . (1 963"'67) Aπ Hístorícal Syntax 0/ the English Language , 4 vols. , Brill ,
Leide r.

ABSTRACT
A Study o Íl the History of English Preposition Stranding
In-Sook Kim
Preposition Stranding was not possible in OE Topiclaization unless the prepositional
object was a pronoun. In the case of a pronoun , the Preposition Stranding could be
attributed to the effects of an independently motivated rule permitting pronominal object
of prepositions and their prepositions , after which the pronoun and the preposition could
split up freely. Passivization of the object of a preposition was not possible , either.
Preposition stranding was obligatory in þe relatives , but non-existent in se and se þe
relatives. Apparent counterexamples to this generalization involving pronouns were accounted
for by an independently motivated rule permitting objects of prepositions with those
prepositions , in conjunction with the PP-Split rule .
찌Thile

preposition stranding

'w as

possible in free relatives of the sort in which the

pronoun independently must be analyzed as being the head of the relative clause, it was
not possible in free relatives which must be analyzed as involving movement of the
pronoun.
In ME , Preposition Stranding came about in all

ψh-relatives ，

the sort he was laughed at. This change can be accounted .for as

questions , and passives of

follo얘ing ‘

In OE , Prepostion

Stranding was possible in free relatives which were hypothesized there to ìnvolve deletìon
under ìdentity to the head , which was the wh-pfonoun. Since Prepositìon Strandìng was
ìn these relatives , and since these relatives were now superficially much similar
to ordinary ψh-relatives ， it would be easy for a language learner; hearìng Prepositìon
Strnading in one constructìon with ψh-pronouns， to extend Preposition Strandìng to other

'p ossìble

constructions , such as ordinary relatives involvìng wh-movement. Once this step was taken ,
there was no longer any. evìdenc for a prohibitìon against movement out of PP (Prepositional Phrase) . And when this prohibition was dropped , we would expect Preposition
Straning in not only relatìve clauses and questions , which used tνh‘words， but also ìn
.o ther constructions ìnvolving movement , such as Topìcalization an Passivization.

옳뚫 前置응혀坐碼의 史的 考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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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 seerns that the rnorphological identity of the pronouns used in free and headed
relatives rnay have caused the two constructions to be confused , bringing about Preposition
Stranding in rnovernent ru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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