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속부사 에서 사용되는 선택보문어와 

필수보문어에 한 연구

조 기 석

차 례
1. 서론
2. 본론
3. 결론

I. 서론

주절(matrix clause)과 종속절(embedded clause)로 되어 있는 복문에서 종
속절은 문법적으로 목적어(object), 원인(cause), 수식어(modifier) 등 여러 
가지 문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목적어, 원인, 수식어 등의 역할을 수행하
는 종속절은 시제절(tensed clause)과 비시제절(tenseless clause)의 호환성을 
보인다. 

(1) a. Sue saw that her husband smoked a cigar.
b. Sue saw her husband smoke a cigar.
c. John regrets that he has spent all of his inheritance.  
d. John regrets having spent all of his inheritance.  
e. John witnessed that his son was being bullied by a 

stranger. 
f. John witnessed his son being bullied by a stranger. 
g. We are expecting that Naroho will launch into space. 
h. We are expecting Naroho to launch into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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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1a) ~ 문장 (1h)는 주절과 종속절로 되어 있는 복문이며 종속절이 
모두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목적어 역할을 하는 종속절은 시제절에서 비세
제절로 호환이 가능하며 시제절에서 비시제절로 변형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
지 유형의 구문 중에 하나를 사용하게 된다. 

(2) a. 원형부정사 구문(bare infinitive construction)
b. 동명사 구문(gerund construction)
c. 현재분사 구문(present participle construction) 
d. to-부정사 구문(to-infinitive construction)

위 네 가지 유형의 구문 중에서 어떤 유형을 사용할 것인가는 주절의 술어
의 유형이나 또는 종속절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주절의 술어가 문장 (1a)처럼 
지각동사(verbs of perception)인 경우는 종속절이 비시제절로 바뀔 때 문장 
(1b)처럼 동사원형을 사용하게 된다. 주절의 술어동사가 문장 (1c)의 regret
처럼 특정 술어동사인 경우는 종속절이 비시제절로 변형될 때 문장 (1d)의 종
속절처럼 동명사구문을 사용한다. 또 종속절이 문장 (1e)의 경우처럼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비시제절로 변형될 때 문장 (1f)의 종속절처럼 현
재분사구문으로 변형된다. 문장 (1g)처럼 주절의 술어가 지각동사도 아니고 
동명사를 요구하는 특정동사도 아니며 종속절이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도 아니면 비시제절에서 문장 (1h)처럼 to-부정사를 사용하게 된다. 

(3) a. Jina is surprised that she has gotten admission to 
MIT.  

b. Jina is surprised to have gotten admission to MIT. 
c. You should not monopolize the conversation when you 

talk with your seniors. 
d. You should not monopolize the conversation when 

talking with your seniors.
                 
문장 (3a)~(3d)도 주절과 종속절로 되어 있는 복문이며 문장 (3a)와 (3b)

는 종속절이 because-절로 환원될 수 있는 원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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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와 (3d)는 종속절이 수식어 역할을 하고 있다.1) 원인의 역할을 하는 종속
절은 시제절에서 비세제절로 호환될 때 (2d)의 to-부정사 구문을 사용하지만 
수식어 역할을 하는 종속절은 문장 (3d)에서 보다시피 비세제절에서 (2c)의 
현재분사구문을 활용한다. 

    본 논문은 주절과 종속절로 되어 있는 복문에서 부사절인 종속절이 현
재분사구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한 해
답을 제시하려고 한다. 

(4) a. 종속절이 분사구문으로 바뀔 때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절
의 문장접속사 because, as, since는 왜 반드시 생략되어
야 하는가?

b. 분사구문에서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를 때 
종속절의 문장접속사는 왜 반드시 생략되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의미론적 관점과 통사론적 관점에 입
각해서 제시하고 이를 통해서 분사구문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증진시키며 학
교교육현장에서 분사구문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고자
한다.    

1) (i) Sue is anxious that she should get admission to the university.   
   (ii)*Sue is anxious because she should get admission to the university.  
   (iii)*Harry is cruel that he abuses animals. 
   (iv) Harry is cruel because he abuses animals.    
   (v) Harry is happy that he got admission to the university. 
   (vi) Harry is happy because got admission to the university.
   

문장 (i)의 anxious와 같은 2가 술어가 취하는 목적어는 문장 (i)의 종속절처럼   
that-절로 실현되며 문장 (ii)의 종속절처럼 that 이외의 문장접속사가 오면 비문이 
된다. 반면에 문장 (iii)의 1가 술어 cruel은 주어를 취함으로써 논항구조가 포화되었
으므로 목적어를 취할 수 없으며 문장 (iii)에서 보다시피 목적어역할을 하는 that-절
을 취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하지만 문장 (iv)처럼 수식어 역할을 하는 
because-절은 취할 수 있다. happy가 취하는 종속절은 문장 (v)와 (vi)에서 보다시
피 that-절과 because-절을 모두 취할 수 있으며 2가 술어 anxious가 취하는 종속
절이나  1가 술어 cruel이 취하는 종속절과의 구별을 위해서 happy가 취하는 종속절
을 원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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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2.1  주 과 종속 의 주어가 같은 경우의 분사구문 

주절과 종속절로 되어 있는 복문에서 수식어 역할을 하는 종속절은 서론에
서 언급된 것처럼 비시제절에서 거의 언제나 분사구문으로 구현된다. 수식어
인 종속절이 분사구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고 서론에서 제시한 두 가지 연구 질문
에 대한 해답을 본론에서 제시하려고 한다. 먼저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
가 같은 구문에서 수식어 역할을 하는 종속절이 분사구문으로 변화되는 과정
을 살펴보겠다. 

(5) a. When he reached the age of 30, he received an 
inheritance from his parents.

a'. When reaching the age of 30, he received an 
inheritance from his parents.

b. Though he did not have a successful plan, he left his 
parents to find his own fortune.

b.'Though not having a successful plan, he left his 
parents to find his own fortune.

c. Since he left his parents, he has led a wild life.
c'. Since leaving his parents, he has led a wild life.
d. After he had lost all his money, he began to miss his 

parents.
d'. After having lost all his money, he began to miss his 

parents.
e. While he was returning to his hometown, he tripped 

over a stone.
e'. While returning to his hometown, he tripped over a 

stone.
f. Even before he reached his parents' house, h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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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sitant.  
f'. Even before reaching his parents' house, he was 

hesitant. 
g. If he would be blamed for having led a wild life, he 

would die of shame. 
g'. If (being) blamed for having led a wild life, he would 

die of shame. 
 

문장 (5a) ~ (5g')의 예문들은 모두 종속절과 주절로 이루어진 복문으로서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동일한 구문이다. 문장 (5a)의 경우는 종속절
이 때를 나타내는 시간부사절(temporal modifier clause)인 구문이며 (5a')에
서 분사구문을 사용한 비시제절로 호환되었다. 분사구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 주절의 주어와 동일한 종속절의 주어를 생략하고 종속절의 첫 번째 동사
를 현재분사(present participle)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문장 (5b)는 종속절이 양보절(concessive clause)인 경우로서 (5b')에서 분
사구문을 활용한 비시제절로 호환되었다. 문장 (5b)의 시제조동사 did가 문장
에서 첫 번째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문장 (5b')에서 생략되고 두 번째 동사인 
술어동사 have의 현재분사형태를 사용한 이유는 비시제절인 분사구문에서 시
제조동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종속절이 기준시점을 나타내는 문장 (5c), 종속절이 시간의 전후 관계를 나
타내는 문장 (5d)와 (5f), 동시상황을 나타내는 (5e), 그리고 조건을 나타내는 
(5g)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종속절이 시제절에서 분사구문으로 변화되고 있
다.2) 문장 (5a)~(5g')의 예들은 모두 분사구문으로 변형될 때 종속절의 문장
접속사를 생략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경우다. 하지만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
의 주어가 동일한 경우라도 분사구문에서 종속절의 문장접속사를 반드시 생략
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6) a. Because he was completely bankrupt, he was ashamed 

2) 때, 양보, 동시상황, 시간의 전후관계 등의 경우와는 다르게 조건 절이 분사구문으로 
바뀌는 경우는 being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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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himself.    
a'. Being completely bankrupt, he was ashamed of 

himself.
a''.*Because being completely bankrupt, he was ashamed 

of himself. 
b. Since he was in the hometown, he planned to stop by 

and see his neighbors.
b'. Being in the hometown, he planned to stop by and 

see his neighbors.
b''.*Since being in the hometown, he planned to stop by 

and see his neighbors. 
c. Since he arrived in the hometown, he had planned to 

stop by and see his neighbors. 
c'. Since arriving in the hometown, he had planned to 

stop by and see his neighbors. 
d. As he was about to go see his parents, he began to 

sob. 
d'. Being about to go see his parents, he began to sob. 
d''.*As being about to go see his parents, he began to 

sob. 

문장 (6a)는 종속절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접속사 because가 사용되고 
있으며 분사구문으로 변형할 때 문장 (6a')처럼  because를 생략하면 정문이 
되지만 문장 (6a'')처럼 because를 생략하지 않으면 비문이 된다. 즉 문장접속
사 because는 문장 (5g)~(5g')에서 다루었던 when, while, though, since(기
준시점), after, before, 그리고 if와는 다르게 분사구문에서 반드시 생략되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문장접속사 because와 의미가 비슷한 since나 as의 경우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장 (6b)의 since는 because처럼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접속사
로서 분사구문에서 (6b')와 같이 반드시 생략되어야 하며 문장 (6b'')처럼 생
략되지 않고 사용되면 비문이 된다. 문장접속사 since가 이유를 나타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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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c)처럼 기준시점을 나타내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기준시점을 나타내는 
경우는 (6c')에서처럼 문장접속사가 사용될 수 있으며 오히려 사용하지 않고 
생략하면 의미적 중의성(ambiguity)을 야기할 수 있다. 

문장 (6d)의 as 또한 (6a)의 because나 (6b)의 since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
만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문장접속사이므로 분사구문에서 동일한 양상을 보
인다. 즉 (6d')처럼 생략되면 정문이지만 (6d'')처럼 생략하지 않게 되면 비문
이 된다.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접속사 because, since, as는 모두 분사구문에
서 반드시 생략되어야 되는 문법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분사구문을 주절과 종속절의 의미적 관계와 문장접속사 사
용가능여부의 관점에서 일곱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7) 분사구문의 의미와 종속절의 문장접속사 사용가능여부 
문장 속사 의미

분사구문에서 문장 속사

사용가능 여부

when 때 가능

though, although 양보 가능

if 조건 가능

while 동시상황 가능

since 기 시 가능

before, after 시간의 후 계 가능

because, since, as 이유 불가능

2.2  이유를 나내는 분사구문의 의미  특성 

분사구문에서 주절과 종속절의 의미적 관계와 문장접속사의 사용가능여부
를 2.1에서 살펴보았다. 이유를 나타내는 분사구문에서 문장접속사를 반드시 
생략해야 하며 나머지 구문은 모두 문장접속사를 사용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본 섹션에서는 분사구문에서 반드시 생략되어야하는 문장접속사와 사용될 
수 있는 문장접속사의 차이를 파악하기위해서 국내에 있는 원어민 화자를 대
상으로 분사구문에서 문장접속사 생략전과 생략 후의 의미적 차이를 묻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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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실시하였다. 이 실험에 참가한 원어민 화자들의 국적과 국내 체류 기간은 
다음과 같다.  

(8) 실험에 참여한 원어민 화자들의 국적과 국내체류기간  
미국 캐나다 국 총계 %

1년 미만 1 1 1 4 30%

1년 이상 

-2년 미만  
1 1 0 2 20%

2년 이상 3 1 1 5 50%

총계 5 3 2 10 100%

% 50% 30% 20% 100%

전체 실험에 참가한 10명의 원어민 중에서 미국인이 50%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인인 30%를 차지하였으며, 영국인은 20%를 차지하였다. 원어민 화자
들이 실험에 참여하여 응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분사구문에서 종속절의 문장접속사 생략에 따른 중의성 가
능여부에 대한 원어민 화자들의 응답  

문장 속사 의미
문장 속사 생략에 따른 

의성 여부

when 때 가능함 

though, although 양보 가능함 

if 조건 가능함 

while 동시상황 가능함 

since 시 가능함

before, after 시간의 후 계 가능함 

because, since, as 이유 가능성 매우 낮음 

분사구문에서 종속절의 문장접속사 생략에 따른 중의성     가능여부를 확
인 하는 실험에서 참여한 10명의 원어민 모두 때, 양보, 조건, 동시상황, 시점, 
그리고 시간의 전후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접속사는 생략되면 주절과 종속절의 
의미적 관계가 문장접속사가 생략되기 전과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즉 문장접
속사가 생략되면 구문의 의미적 중의성(semantic ambiguity)이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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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이유를 나타내는 문장접속사는 생략하더라도 주절과 
종속절의 의미가 생략되기 전과 다른 의미적 관계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낮
다고 답했다. 즉 문장접속사가 생략되더라도 구문의 의미적 중의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4a)에서 제기한 (10a)와 같은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수 있는 실험적 근거가 될 수 있다. 

(10) a. 종속절이 분사구문으로 바뀔 때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
절의 문장접속사 because, as, since는 왜 반드시 생략
되어야 하는가?

a'. 종속절이 분사구문으로 바뀔 때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
절의 문장접속사 because, as, since는 의미적 잉여성
(semantic redundancy)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되어야 
한다. 

 

2.3 주 과 종속 의 주어가 다른 경우의 분사구문

2.1과 2.2에서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같은 경우  수식어 역할을 
하는 종속절이 분사구문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문장접속사가 반드시 
생략되어야 하는 경우를 잉여성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본 섹션에서는 주절
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서로 다른 구문의 경우 종속절이 분사구문으로 변
형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4d)에서 제기한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
고 한다.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의 분사구문은 문장접속사
와 관련하여 어떠한 특징이 있는 지 살펴보자. 

(11) a. Though their parents objected to their marriage, 
they decided to go through with it nevertheless. 

a'. Their parents objecting to their marriage, they 
decided to go through with it nevertheless. 

a''.*Though their parents objecting to their marriage, 
they decided to go through with it neverth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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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hen permission was given, they felt very excited.
b'. Permission being given, they felt very excited.
b''.*When permission being given, they felt very 

excited.
c. When the day of wedding approached, the couple 

began to feel nervous.
c'. The day of wedding approaching, the couple began 

to feel nervous.
c''.*When the day of wedding approaching, the couple 

began to feel nervous.
d. Because coffee was spilled on the wedding address, 

she almost had a nervous breakdown.
d'. Coffee being spilled on the wedding address, she 

almost had a nervous breakdown.
d''.*Because coffee being spilled on the wedding 

address, she almost had a nervous breakdown.

문장 (11a)~(11d'')은 모두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서로 다른 구문
으로서 종속절이 분사구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문장 (11a)는 
종속절의 문장접속사 though가 양보를 나타내는 구문으로서 분사구문으로 변
화되면 문장 (11a')처럼 문장접속사가 반드시 생략되어야 한다. 만약 (11a'')
처럼 문장접속사가 남게 되면 비문이 된다. 종속절의 문장접속사 though가 
(11a')에서 반드시 생략되어야 하는 것은 주절과 종속절의 의미적 관계에 기
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동일한 문장접속사가 주절의 주어와 종속
절의 주어가 서로 동일한 (5b')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문장 (11b)와 (11c)는 종속절의 문장접속사 when이 때를 나타내는 구문으
로서 분사구문으로 변화되면 문장 (11b')과 (11c')처럼 문장접속사가 반드시 
생략되어야 한다. 만약 (11b'')이나 (11c'')처럼 문장접속사가 사용되게 되면 
(11a'')과 마찬가지로 비문이 된다. 원인을 나타내는 구문 (11d), (11d'), 
(11d'')도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즉 문장접속사가 (11d')처럼  생략되어야하
며 생략되지 않으면 (11d'')처럼 비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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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 After the wedding was completely over, the couple 
felt relived.

a'. The wedding being completely over, the couple 
felt relived.

a''.*After the wedding being completely over, the 
couple felt relived.

b. If their second child would be born, the couple 
would be in ecstasies.

b'. Their second child being born, the couple would be 
in ecstasies.

b''.*If their second child being born, the couple would 
be I ecstasies.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서로 다른 복문에서 종속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꿀 때 종속절의 문장접속사를 반드시 생략해야 하는 것은 시간의 전후관계
를 나타내는 문장 (12a), (12a'), (12a'') 그리고 조건을 나타내는 문장 (12b), 
(12b'), (12b'')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장접속사의 종류나 의미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분사구문에 적용되는 이러한 특징을 통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다른 분사구문의 문장접속사의 
사용가능여부

 문장 속사 의미 
문장 속사

사용가능 여부

when 때 불가능

though, although 양보 불가능

if 조건 불가능

while 동시상황 불가능

since 기 시 불가능

before, after 후 계 불가능

because, since, as 이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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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의 범주와 격의 상 계

2.3에서 주절과 종속절의 주어가 서로 다른 복문의 분사구문을  살펴보면서 
종속절의 문장접속사는 사용될 수 없고 반드시 생략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문법적 특성을 격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연구 질문 (4d)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한다. 절의 범주와 격(case)의 상관관계를 제시한 다
음의 가설을 살펴보자. 

(14) 절의 범주와 격의 상관관계  
[Clause         [Clause   ...  α ... ]]

(i) 주어 α가 해당 절에서 구조격을 받는 경우 해당 절은 
완전한 절이다.

(ii) 완전한 절은 보문어 구를 형성한다. 
(iii) 주어 α가 해당 절에서 구조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

당 절은 불완전한 절이다. 
(iv) 불완전한 절은 보문어 구를 형성하지 않고 시제 구를 

형성한다. 
(v) 불완전한 절의 주어 α는 상위 절의 격 부여자로부터 

구조격을 할당받거나 해당 절에서 자체 격을 받아야 
한다.

절의 범주와 격의 상관관계를 명시한 가설 (14i)~(14v)의 관점에서 보자면 
주어가 격을 가지고 있는 절은 완전한 절로서 보문어 구(Complementizer 
Phrase)를 형성한다. 주어에게 주격이 부여되는 시제절, 주어에게 목적격이 부
여되는 'for-NP-infinitive' 비시제절, 그리고 주어에게 영격(null case)이 부
여되는 'PRO-infinitive' 비시제절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주어에게 격이 부여되지 않는 절은 불완전한 절로서 시제 구(Tense 
Phrase)를 형성한다. 주어에게 목적격이 부여되는 예외적 격표시 구문
(Exceptional Case Marking Construction)과 주어가 상위절로 이동하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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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Raising Infinitive Construction)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절의 
범주와 격의 상관관계를 명시한 가설 (14i)~(14v)의 관점에서 (11a)~(12b'')
에서 다루었던 분사구문을 다시 살펴보자. 

(15) a. Though their parents objected to their marriage, 
they decided to go through with it nevertheless. 

a'. Their parents objecting to their marriage, they 
decided to go through with it nevertheless. 

a''.*Though their parents objecting to their marriage, 
they decided to go through with it nevertheless. 

b. When permission was given, they felt very excited.
b'. Permission being given, they felt very excited.
b''.*When permission being given, they felt very 

excited.
c. When the day of wedding approached, the couple 

began to feel nervous.
c'. The day of wedding approaching, the couple began 

to feel nervous.
c''.*When the day of wedding approaching, the couple 

began to feel nervous.
d. Because coffee was spilled on the wedding address, 

she almost had a nervous breakdown.
d'. Coffee being spilled on the wedding address, she 

almost had a nervous breakdown.
d''.*Because coffee being spilled on the wedding 

address, she almost had a nervous breakdown.
e. After the wedding was completely over, the couple 

felt relived.
e'. The wedding being completely over, the couple felt 

relived.
e''.*After the wedding being completely over, the 

couple felt relived.



272  영미연구 제33집

f. If their second child would be born, the couple would 
be in ecstasies.

f'. Their second child being born, the couple would be 
in ecstasies.

f''.*If their second child being born, the couple would 
be in ecstasies.

문장 (15a)의 종속절은 양보구문의 시제절로서 해당 절의 주어에게 구조격
(structural case)인 주격이 부여되며 가설 (14i)의 관점에서 완전한 절을 이
루고 (14ii)의 관점에서 보문어 구(Complementizer Phrase)를 형성한다. 문장 
(15a')의 종속절은 양보구문의 비시제절로서 가설 (14iii)의 관점에서 불완전
한 절이며 (14iv)의 관점에서 시제 구(Tense Phrase)를 현성한다. 그리고 상
위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14v)의 관점에서 볼 때 자체격(default case)을 
부여받고 있다. 

문장 (15a'')의 종속절은 (15a')의 종속절처럼 양보구문의 비시제절로서 자
체 내에서 구조격이 부여되지 않는 불완전한 절이다. 하지만 문장접속사 
though로 인하여 시제 구가 아닌 보문어 구를 형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구조격 
뿐만 아니라 자체 격도 할당 받지 못한다. 즉 문장접속사 though의 사용으로 
인하여 종속절의 주어가 최후의 격(last resort case)인 자체격을 받지 못해 문
장이 비문이 된다. 자체 내에서 주어가 구조격을 받지 못하는 (15a'')의 종속절
과 같은 비시제절이 격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문장접속사 
though를 생략하여 시제 구를 형성 하여  주어에게 자체격을 부여하는  것이
다. 

문장 (15b)의 종속절은 때를 나타내는 시제절로서 해당 절의 주어에게 구
조격인 주격이 부여되며 가설 (14i)와 (14ii)의 관점에서 보문어 구
(Complementizer Phrase)를 형성하는 완전한 절이다. 문장 (15b')의 종속절
은 비시제절로서 가설 (14iii)와 (14iv)의 관점에서 자체격(default case)을 받
고 있는 시제 구이다. 

문장 (15b'')의 종속절은 (15b')의 종속절처럼 때를 나타내는 비시제절로서 
자체 내에서 구조격이 부여되지 않는 불완전한 절이다. 하지만 문장접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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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으로 인하여 시제 구가 아닌 보문어 구를 형성하며 따라서 자체 격도 부
여받지 못한다. 즉 문장접속사 when의 사용으로 인하여 종속절의 주어가 최후
의 격(last resort case)인 자체격을 받지 못해 문장이 비문이 된다. 자체 내에
서 주어가 구조격을 받지 못하는 (15b'')의 종속절과 같은 비시제절이 정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장접속사 when을 생략하여 시제 구를 형성하여 
주어에게 자체격을 할당하는 것이다. 

절의 범주와 격의 상관관계를 명시하고 있는 가설 14(i)~ 14(v)는 (15a'')
과 (15b'')의 비문성 뿐만 아니라 문장 (15d'')와 (15f'')의 비문성도 같은 관점
에서 설명해 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연구 질문 (4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원
리적인 해답을 줄 수 있다. 

(16) a. 분사구문에서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를 때 
종속절의 문장접속사는 왜 반드시 생략되어야 하는가? 

a'. 분사구문에서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를 때 
종속절의 주어에게 최후의 격인 자체격을 할당하기 위
해서 문장접속사를 생략해야한다.

III. 결론 

본 연구에서 주절과 종속절로 되어 있는 복문에서 부사절인 종속절이 분사
구문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
시하였다. 

 (17) a. 종속절이 분사구문으로 바뀔 때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
절의 문장접속사 because, as, since는 왜 반드시 생략
되어야 하는가?

b. 분사구문에서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가 다를 때 
종속절의 문장접속사는 왜 반드시 생략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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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질문 (17a)에 대한 해답은 원어민 화자를 대상으로 실행한  실험결과
를 바탕으로 의미론적 관점에서 제시하였고 연구 질문 (17b)에 대한 해답은 
절의 범주와 격의 상관관계라는 가설에 입각하여 통사론적 관점에서 제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해답이 분사구문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증진시키고 
분사구문 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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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ptional Complementizers and Obligatory 

Complementizers in Embedded Modifier Clauses 

Cho, Keeseok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complex sentences comprised of a 
main clause and a modifier embedded clause and show how they are 
mapped to present participle constructions. This study will answer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when the modifier embedded clause is mapped to 
present participle constructions, why is it that the embedded clause 
complementizers because, since, and as should always be omitted? Second, 
when the modifier embedded clause is mapped to present participle 
constructions, why is it that all the embedded clause complementizer 
should be omitted when the embedded clause subject differs from the main 
clause subject?

 
Key Words: optional comp, obligatory comp, complex clause, tense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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