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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종속접속의 유형과 기능: 극소절을 포함하여

On the Types and Functions of English Subordination including 
Smallest Small Clauses

홍성심

Hong, Sungshim

요 약 접속의 개념은 인간의 언어가 가진 속성 중의 하나로, 동물의 소통방식은 접속의 구조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

접속이란 문법단위들의 ‘연결’(connection, linkage)로 영어의 경우 종속접속절을 전치사구(PP)의 범주로 간주하거나,

보문소구 (CP)의 범주로 분류한다. 또한, 문장의 유형과 복잡성도 접속의 방식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동등접속과 달

리 종속접속은 접속되는 문법단위가 대부분 절(clause)의 형태가 된다. 전통문법이나 학교문법에서는 종속접속이 그

기능에 따라 명사성 보충절, 형용성 관계절, 부사성 수식-부가절 3가지로 나뉘어 왔으나, 본 논문은 마치 소절(small

clause)이 “절”로 인정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주어 무동사 종속절 (Verbless subordinate

clause. V-less SC)을 종속절의 한 유형으로 보면서, 이를 극소절(smallest small clause)로 명명하고, 이들이 종속

절의 일부라는 제안을 한다. 또한, 구조와 기능을 보다 세분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서, XP라고 특정할 수 없는

절을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주요어 : 접속유형, 유사종속절, 무주어-무동사종속절, 소절, 극소절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types and functions of English subordinate clauses, whether English 
subordinate clauses (SC) are headed by a Complementizer (CP) or headed by a lexical (but not functional) 
Preposition (PP). Furthermore, unlike the standard classification, the current paper provides a finer-grained 
analysis and classification of English SCs. The traditional or prescriptive view on the functions of English SCs 
includes Noun SC such as complement clauses, Adjectival SC including relative clauses, and Adverbial SCs that 
cover a garden variety of subordinators. Added to the existing classification of subordination in English is what 
I  notate as Verbless subordinate clause (V-less SC). Of these 4 different types of subordinate clauses with 
different functions, properties, and distributions, Subjectless Verbless subordinate clause is further divided into 
Smallest small clause (SSC) which accounts for English subordination mechanism more uniformly and 
consistently with respect to their clausal architecture, especially when the subordinate clause is neither PP nor 
CP.

Key words :  subordination type, pseudo-subordination, V-less clause, smallest small cla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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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인간의 언어가 가지는 구조적 속성/특징 중의 하나

는 내포성(embedding), 혹은 순환회기성(recursiveness)

이다. 그 속성을 보여주는 문법적 기제는 바로 접속

(conjunction)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접속에는 일반적

으로 형상적 높낮이가 없는 동등접속(coordinating

conjunction)과 형상적 높낮이 있는 종속접속

(subordinating conjunction)이 있다. 어떤 자연언어라도

가지고 있는 접속의 기제는 두 개 이상의 문법단위를

접속함에 있어 이를 동등한 무게로 접속하는가 아니면

서로 다른 무게를 가진 주된 명제와 부수적인 것을 접

속하는가에 따라 동등접속인가 종속접속인가가 결정된

다. 또한, 접속의 방식도, Blühdorn[1]에 따르면, 범언어

적으로는 매우 다양한데, 예를 들면 영어처럼 보문소

(complementizer)의 선택으로, 관계사의 선택에 따라,

비시제적 to-부정사나 –ing동명사절을 통하여, 혹은

굴절을 통하여, 더 나아가서 동등/종속 접속사라는 별

도의 독립한 어휘요소를 통하여 접속의 방식이 정해지

기도 한다. 그러나 Johannessen[2], Haumann[3],

Pavlović[4], Hong[5]의 지적처럼 접속은 유형에 따라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이러한 문제는 접속의 대상이 되는 문법단위

(linguistic units), 즉 어떤 종류의 문법 단위들 간에 접

속이 일어난 것인가 하는 문제와 어떻게 접속되었는가,

그리고 접속된 결과물의 유형, 기능, 구조, 그리고 의미

-화용에 관한 문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특별히 영어종속접속의 분류와 유형에 집

중하면서, 영어종족접속의 유형에 따른 속성을 구조적

으로 분석하고, 지금까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논의되었

던 소절, 그리고 동사와 주어마저 결여한 소절보다 더

작은 형태의 극소절 (smallest small clause, SSC)을 종

속절의 유형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종속접속의 종류는 대략적으로 그 문법적 기능에 따

라 명사적 성격의 보충절, 형용사적 성격의 관계대명사

절 같은 형용절, 그리고 수식과 부가의 기능을 가진 부

사절 등이 대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선, 다음의 예

문을 살펴보자.

(1) nominal subordination

What I want to do is not important to everyone

else here. (functioning as subject)

(2) adjectival subordination

The sweater which my roommate tore is in the

closet.

(3) adverbial subordination

She will not attend to you until you pay your fees.

위의 (1)은 문법기능상 보충어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보

충절 (complement SC), (2)는 형용적 기능의 관계절

(relative construction), 그리고 (3)은 부가적 기능의 부

사성 종속접속절 (adjunct SC)이다.

그러나, 전통적 의미의 “절”(clause) 중에서 동사가

없는 절도 있는데, 변형생성문법의 분야에서는 이 또한

절의 유형으로 간주하여 소절이라고 하였다.

본 논문은 무주어 무동사 요소를 종속접속으로 연결

된 경우를 추가하여 종속접속절의 종류를 4가지로 나누

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 2장에서는 기존

의 분류방식인 3가지 형태통사적 분류와 문법기능적 분

류를 1:1로 상응시켜 선행연구로 제시하고 논의한다. 제

3장에서는 무동사 종속접속의 경우를 제시하면서, 소절

(small clause)와 극소절 (smallest small clause, SSC)

의 개념을 제안한다. 제 4장에서는 결론과 더불어 관련

연구에 관한 시사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Ⅱ. 형태통사적분류와 문법기능적 분류

2.1. 종속절-복문과 동등절-중문

EFL/ESL에서는 종속절은 종속접속사라고 분류되는

한 그룹의 종속접속사(subordinators)에 의해서 도입-

연결된다. 마치 동등절이 동등접속사(coordinators)라고

명명되는 몇몇의 어휘항목들에 의해서 연결되는 것과

같다. 동등접속에 의하면 중문(compound S)이 도출되

고, 종속접속에 의하면 복문(complex S)이 생성된다.

논의의 시작으로 우선 동등절과 종속절의 간단한 예시

와 비교를 아래에서 살펴보자:

(4) 중문 예시

a. [[She watched a film] and [I read a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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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nd I read a book] [she watched a film]]

(5) 복문 예시

a. [[I read a book] while [she watched a film]]

b. While she watched a film I read a book.

위의 예문들은 Ballard[6]의 예문으로, 중문과 복문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다. 동등접속과

종속접속의 구조적 비교는 Hong[5]에서 상세히 논의되

어 있다. Yuasa and Sadock[7]는 동등접속과 종속접속

의 차이를 아래와 같이 도식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 동등접속과 종속접속의 구조
Figure 1: coordination and subordination structures

위 <그림 1>에 의하면 동등접속과 종속접속은, 모절

점 (mother node)인 X가 딸절점(daughter node)인 X와

동일한 범주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즉, 동등접속의

경우에 X1의 범주적 정보가 모절점인 X에 투사된다는

점이고, 종속접속의 경우에도, 딸절점 중의 하나인 X의

범주적 정보가 모절점인 X에 투사되지만, 자매관계에

있는 나머지 절점, Y나 Z는 그 범주적 정보가 모절점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Culicover & Jackendoff[8]의 3분지동등절 (tripartite

conjunction, X, Y, and Z의 형태)의 경우도 <그림 1>

의 구조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동등절과 종속절은 형태구조적으로나 의마-

화용상 매우 중대한 차이가 있다. 종속절에 대한 유형

분류와 기능상 분류는 아래와 같다.

2.2. 형태통사적 분류와 문법기능적 분류

종속절을 분류함에 있어 가장 널리 수용되어지는 분

류는 형태통사적 분류로, 명사성 성격의 보충절

(complement clause), 형용적 성격의 관계절(relative

clause), 부사적 성격의 부가절 혹은 부사절(adverbial

clause)가 있다. 그 예시는 아래와 같다:

(6) nominal subordination (complement clause)

a. What you should do to keep yourself and others

safe from COVID-19 is obvious.

(주어/명사성 종속절)

b. Wherever John decides to eat depends

on his mind.(주어/명사성 종속절)

c. Now Chole realized what she had done to

her husband.(직접목적어/명사성 종속절)

d. Zelda knows that natto is good for your

health. (직접목적어/명사성 종속절)

e. That natto is good for your health is

well-known. (주어/명사성 보충절)

f. Workers angry over their pay is

revolutionary. (주어/소절, Safir[9])

(7) adjectival subordination

a. The sweater which my roommate tore is in the

closet.

b. The sweater, which my roommate tore, is in the

closet.

(8) adverbial subordination

a. She won’t do it unless you ask her yourself.

b. Before you enter the room, please clean your

shoes.

c. When you enter the room, please follow the

signs.

d. She helped him go up the stairs, so that he

could enjoy the view.

이상은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대표적 종속 접속절이

다(Beare[10]). 물론 종속접속절의 부사성 부가절은 다

시 그 의미와 활용에 따라, 양보 (Concessive), 시간

(Temporal), 장소 (Locative), 이유 (Reason), 조건

(Conditional)등으로 나누기도 한다. 학자에 따라, 종속

접속사를 두 개 이상의 문법단위를 연결한다고 하여,

‘접속사‘라는 전통문법적 용어를 대신해서, 연결사

(Connectives)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변형생성문법계에서는 Stowell[11], Aarts

[12]이후에 동사 없이 [주-술]의 관계를 이루는 명제를

소절 (small clause)라고 하며, 이를 일종의 절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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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소절을 포함하여, 보다 더 최소적

인 무동사 무주어 종속절을 종속절의 유형 중의 하나로

포함시키고자 한다. 종속절에 to-부정사나 –ing 동명

사절을 종속절로 인정하지만, 이들은 모두 동사가 굴절

한 형태의 동사성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는 무

동사성 무주어 종속접속절에 집중하여 논의한다.

Ⅲ. 무동사 절: 소절과 극소절

3.1. 소절 (small clause)

소절은 다음의 예문에서 비교되는 절을(9b) 소절이

라고 부른다.

(9)a. John considers [TP Mary to be fastidious].

b. John considers [SmC Mary fastidious].

(9a)의 예문에서는 TP라고 명명된 문법단위가 T를

핵으로 하는 비시제적 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to-부정사가 출현한 (9a)같은 절은 종속절이기는 하나,

명시적 접속사 없이, consider라는 동사의 보충어

(complement)로 선택된 보충절이라는 점을 들어, 명사

성 종속접속절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지면의 한계로 인

해 본 논문에서는 이런 유형의 종속절은 논의에서 제외

한다.

(9b)는 여기서 SmC라고 표시하였는데, 많은 여타의

학자들은 이를 소절(SC)라고 표시하지만, 이 논문에서

종속절을 SC라고 명명하였으므로 이를 구별하기 위해

SmC라고 표시한 것이다.

“X Y” (=Mary fastidious)라는 표현은 동사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X is Y”라는 의미상 주어-술어의 명제

적 성격을 갖춘 완전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Mary being fastidious“가 consider라는 상위절의 동

사가 택한 보충어가 된다.

소절이 어떤 통사범주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는 많은

논의가 있으나, Aarts나 Bowers[13]의 주장처럼 개별적

인 최대투사범주라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소절의 내부

구조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10) TP-절과 소절의 구조도

a.

b.

따라서, (10a)는 (9a)의 수형도이고 (10b)는 (9b)의

수형도이다. 소절의 통사범주가 무엇이든 학자에 따라

이견이 많아, 주로 CP로 보는 학자, TP로 보는 학자,

그리고 PredP로 별개의 술부구를 설정하는 Bowers 같

은 학자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이 문제에 있어 특정

이론을 옹호하지 않고 이론 중립적이므로, XP라고 표

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소절은 일단 종속절이기는 하나, 상위절

consider의 보충어의 역할을 하고 있어 종속적 보충절

이 틀림없고, 명사성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

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3.2. 극소절 (smallest small clause)

Ballard의 다음의 예들은 주어도 없고, 술어(동사)도

없어서, 절과 구를 구별하는 분석틀에서는 명사성 종속

접속절이라고 불릴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은 각각 형용사구, 전치사구에 의해 도입되는 수식어구

라고 불려져왔다. 그러나 이들을 다시쓰기 하거나, 그

의미-문법기능을 재고해 본다면, 일종의 완전명제에 속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무동사무주어 XP를 소절보다 더

작은 극소절(SSC)라고 제안하고, 이들은 지금까지 논의

한 명사성 보충절, 형용사성 관계절, 부사성 부가절 중

부사성 부가절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1) 극소절

a. [PPWithout any money], Sara couldn’t g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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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iday.

b. [APAngry at her sister], Sara stomped out of the

room.

이들은 통사범주상 PP, AP지만, 기능상으로는 부가

절에 해당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동사가 결

여된 XP로서 수식-부가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속절의

요소이면서, 주절인 “Sara couldn’t go on holiday”,

“Sara stomped out of the room”,에 부차적 정보를 제

공하는 부가어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동사가 없는 소절의 형태와 유사하지만, 소절은

(10a)의 ‘Mary’처럼 명시적 주어에 해당되는 요소가 있

고, [주-술]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 있음에 비해, (11)

의 자료들은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Ballard가 지적한 바와 같이, 위 예문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쓰기가 가능하다.

(12) 예문 (10a,b)의 다시 쓰기

위에서 보는 것처럼, 비록 표면상 무주어-무술어(무

동사) 표현이긴 하나 이를 절이라고 분류한 Ballard의

제안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다.

이런 종류의 문법단위를 모두 P가 핵이 되는 전치사

구 PP나 혹은 보문소가 핵이 되는 CP라고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소절과 극소절을 절의 범위에 인정한

다면, 문법기술에 있어서 “절(clause)”과 “구(phrase)”의

구별이 선명하고 일관성 있게 사라질 수 있다. 이와 유

사한 자료로는 아래와 같은 예문이 있다.

(12)a. Although unhappy with the decision, Debra

agreed to help.

b. Paul would like some champagne and caviar,

if available.

(13)a. When possible, let me see your report.

b. I had difficulties with English grammar when

young

(12)는 Ballard의 예문들이고, (13)은 본 논문의 예문

들이다. 모두 다시쓰기나 그 의미해석을 기반으로 살펴

보면 이들은 모두 무주어-무동사 종속접속절이다. 이같

은 무동사 종속접속절을 다시쓰기 해보았다.

(14)

a. Although (she was) unhappy with the decision,

Debra agreed to help.

b. When (it is) possible, let me see your report.

이러한 예문 (12a-12b) (13a-13b)를 과연 종속접속

절이 포함된 예문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

질 수도 있겠지만, 본 논문이 제안한 바에 의하면, 우선

그 의미가 명확히, 종속적인 의미의 명제이며, 소절이

동사없이 절로 인정되고 있는 바, 이러한 절들을 무주

어-무동사 종속절로 주장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정리하면, 영어의 종속접속

절의 분류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다만

아래 <그림 2>를 해석함에 있어, 동등접속이나, 유사동

등접속, 유사종속접속등의 개념은 논외로 하였음을 밝

히며, 이 개념도는 Hong으로부터 참고하였다.

그림 2. (영어)접속의 개념도
Figure 2. The chart table for English Conjunction

위 그림의 각각의 블록은 의미기반 분류를 배제한

표이며, 부가수식의 기능이, 양보, 시간, 장소, 이유, 조

건등의 의미/활용기반 논의는 별도의 연구에서 이루어

진다. 특히 유사동등접속과 유사종속접속의 경우,

Culicover and Jackendoff와 Yuasa and Sadock의 연구

를 기반으로 Sadock[14], Hong 등이 비교언어학적 관

점에서 접속기제를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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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과 시사점

이 논문은 종속접속에서 과연 어떤 문법단위가

어떻게 접속되는가에 관한 쟁점을 논의하고자 하

였으며, 영어 종속접속절의 형태구조적 분류와

문법기능상의 분류를 정리하면서, 특히 무동사성

최대투사범주인 소절 Safir]과 더불어, 주어와 동

사가 모두 결여된 XP의 경우, 소절의 일종인 극

소절(smallest clause)이라 명명하였다.

극소절은 주절의 주어와 다른 주어가 명시적으

로 출현하는 절대구문 (absolute construction)이

나, 문장부사의 역할을 하면서 주절의 주어와는

다른 주어, 그리고 동사의–ing형태를 가지는 현

수분사구문(dangling participle construction)과도

차이가 현저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극소절

이라는 종속접속절로 제안하였다.

극소절을 종속접속절로 제안한 본 연구의 이

론적 시사점은, 문법기술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

상 구(XP)와 절(clause/sentence)의 구별은 무의

미하며, 구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이다. 즉,

조각문(sentence fragment)조차 하나의 독립절/

지엽문(minor sentence)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동사 무주어 극소

절이라 하더라도 그 주어는 주절로부터 이해되는

바, 이를 소위 pro 혹은 PRO라는 비명시적 주어

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연구주

제는 본 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으며,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놓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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