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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본 논문의 목 은 스페인어의 부정과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 계를 

최소주의  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다양한 스페인어 문을  통

사 이론을 기 로 조 분석함으로써 부정과 양화사구의 해석에 해 보

다 일반화된 근과 기술을 시도한다.

논지 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와 더불어 연

구 목   연구 상의 범 를 설정하고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2장에

서는 양화사 구문에 해 살펴본다. 우선 일반 인 양화사의 개념  종

류를 소개한 후, 스페인어 양화사 구문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 정리한

다. 3장에서는 문장 부정과 함께 나타나는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을 다

양한 생성문법 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우선 생성문법 이론이 갖는 

특징을 살펴본 후, 각각의 이론이 스페인어 문장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분석한다. 4장에서는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을 설명하기 하여 새로운 

제안을 하며,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통해 논지를 강화한다. 끝으로 결

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최소주의 로그램 연구  스페인

어 교육에 활용할 가능성에 해 망하며 논문을 마무리한다.

스페인어의 경우 부정과 양화사구가 한 문장에 함께 쓰일 때, 양화사

의 종류에 따라 문장의 해석이 달라진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해 

본문에서 스페인어 양화사 구문의 특징에 해 살펴본 후, 문장 부정과 

함께 나타나는 양화사구의 해석을 생성문법 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이 분석틀로 삼는 생성문법 이론은 크게 지배결속 이론과 최소주

의 로그램으로 나  수 있다. May(1977, 1985)의 양화사 인상

(Quantifier Raising)은 지배결속 이론  근에 해당하며, Fox(1998)의 

작용역 경제성(Scope Economy) 이론과 Hornstein(1999)의 격 검 

(Case-checking) 이론은 최소주의  근에 해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러한 이론들이 스페인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살펴보고, 각각의 이

론이 가지는 한계에 해 알아본다. 한 분석 결과 스페인어의 양화사

구가 문장 부정과 함께 쓰일 때의 작용역 해석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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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없다는 을 지 한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양화사구의 세분화를 제안한 

Beghelli & Stowell(1997)의 의견을 받아들여 스페인어 존재 양화사의 

해석 문제를 검토하고, Beck(1996)의 NIB(Negation-Induced Barrier)와 

MNSC(Minimal Negative Structure Constraint)를 통해 보편 목 어 양

화사와 후치 보편 주어의 해석을 분석하며, 어의 보편 양화사 ‘every’

와 스페인어 치 주어 보편 양화사 ‘todo’의 부분 부정 해석은 

Lasnik(1999)의 주장을 수정하여 제안한 인 성 원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한 한국어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과의 비교를 통하여 스페인어

의 어순과 한국어의 조사가 한 계를 맺고 있음을 밝힌다. 마지막

으로 교육학  측면에서 스페인어 학습 시 나타나는 한국어의 간섭 상

을 분석하고,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양화사는 어휘 으로 일 일 응하

지 않기 때문에 스페인어 학습 시 이러한 간섭 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

록 유의해야 한다는 도 살펴보도록 한다.

양화사구는 LF에서 비외 (covert)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작용역 해

석을 갖게 되며, 이러한 부정과 양화사구의 의미 자질 해석은 

Chomsky(1999)의 일치(Agree) 작용을 통한 자질 검에 한 하나의 

반례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최소주의 로그램의 틀 안에서 비해석 

형식 자질 검과는 별개로, 의미 해석을 한 LF 표시 층 에서의 별

도의 통사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끝으로 부족한 논문을 심사해주신 김은경 교수님과 심상완 교수님, 학

문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세심하게 논문을 지도해 주신 이만기 교수님, 

서어서문학과의 교수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한다.

주요어 : 스페인어, 부정, 양화사, 작용역, 생성문법, 최소주의 프로그램

학  번 : 2010-2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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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부정(negation)은 언어학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어 온 언어 상

이다. 모든 자연 언어에는 부정문이 존재하며, 이러한 부정문은 부정이 

되는 내용에 따라 크게 문장 부정(sentential negation)과 성분 부정

(constituent negation)으로 분류된다. Klima(1964)는 부정 요소가 문장 

체를 부정문으로 만드는지 혹은 문장의 일부 요소만을 부정하는지에 

따라 부정문을 두 종류로 구분하 다.

(1) a. María no es feliz.

b. María es infeliz.

(1a)의 경우 ‘no’라는 부정 요소가 문장 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문장 

부정이며, 그에 반해 (1b)의 에서 ‘in-’이라는 두사는 문장 체가 아

닌 ‘feliz’라는 형용사만을 부정하기 때문에 성분 부정이다. 한편, 문장 부

정은 양화사와 함께 쓰일 때 해석의 의성(ambiguity)을 갖는다고 논의

되어 왔다.

(2) Pedro no habla dos lenguas.      

(Leonetti Jungl & Camus Bergareche 1988: 570)

의 문은 “뻬드로가 두 가지 언어가 아닌 한 가지,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언어를 구사한다”(Pedro no habla dos lenguas sino una, tres, 

cuatro, etc.)라는 해석과 “뻬드로가 구사하지 못하는 두 언어가 있

다”(Hay dos lenguas que Pedro no habla)라는 두 가지 해석을 갖는다. 

즉, 첫 번째 해석은 ‘2’라는 숫자를 부정하여 뻬드로가 둘이 아닌 다른 

수만큼의 언어를 구사한다면 참이 되고, 두 번째 해석은 특정한 두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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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들어 한국어와 스페인어)를 제하여 뻬드로가 이 두 가지 언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참이 된다.

이러한 문장 부정의 의성은 의미론, 통사론, 화용론 등의 다양한 

에서 연구되어 왔다. 본 논문은 통사론  에 입각하여 스페인어 

문장에 나타나는 문장 부정과 양화사구의 해석 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1.1. 연구 상

본 논문은 스페인어 문을 통해 부정과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 계

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분석 상으로 삼는 문은 다음과 같다.

(3) a. La policía no golpeó a muchos sindicalistas. 

                          (Eguren & Fernández Soriano 2004: 110)

b. Muchos ponentes no trajeron su ordenador. 

                                      (Sánchez López 1999a: 1081)

(4) a. No contestó a todas las preguntas.         (박 미 2006: 257)

b. Todos los estudiantes no entendían lo que explicó el profesor.

                                                (박 미 2006: 256)

‘Muchos’가 목 어로 쓰인 (3a)의 문은 체 부정(“많은 노동조합원

들이 있었는데 경찰이 그들을 한 명도 때리지 않았다”)과 부분 부정(“경

찰이 많지 않은 수, 즉 은 수의 노동조합원들을 때렸다”)의 의  해

석을 갖는 반면, ‘muchos’가 주어로 쓰인 (3b)는 체 부정(“많은 발표자

들이 그들의 컴퓨터를 가져오지 않았다”)의 해석만을 갖는다. 이에 비해 

‘todos’가 각각 목 어와 주어로 쓰인 (4a)와 (4b)의 문에서 ‘todos’는 

문장 내의 치에 계없이 부분 부정으로 해석된다. 즉, (4a)는 “(그가) 

모든 질문에 답하지는 않고 일부 질문에만 답했다”의 의미를, (4b)는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일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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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해했지만 일부 학생은 이해하지 못했다”의 의미를 갖는다.1) 따라서 

스페인어의 경우 양화사가 ‘mucho’인지 ‘todo’인지에 따라 문장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스페인어는 양화사의 종류에 따라 의미 해석이 달라진다. 본문

에서는 에서 제시한 스페인어 문의 작용역 차이를 통사 으로 분석

하고자 시도한다.

 

1.2. 연구 목

본 논문의 목 은 스페인어에 나타나는 부정과 양화사구의 작용역 

계를 최소주의  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다양한 스페인어의 문을 

 통사 이론을 기 로 조 분석함으로써 부정과 양화사구의 해석에 

해 보다 일반화된 근과 기술을 시도한다.

재까지 부정과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에 한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으나, 스페인어 문장을 분석한 연구는 상 으로 미진하 으며 최소

주의  에서 이를 분석한 연구도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작업이 스페인어 양화사구의 해석의 특징을 밝히고 추

후 한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일반화된 상 기술을 하는 데 있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문장 부정과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 계를 분석하기 해 

양화사구의 해석에 한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각각의 이론이 갖

는 한계 을 지 한다. 한 이러한 한계 을 극복하기 하여 안을 

1) 일부 원어민들은 이 문장을 어색한 문장으로 단한다. 즉, 일부 화자들에 따르면 (4b)의 문장

이 부분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해서는 ‘no + 동사 + todos’의 어순으로 표기되어야 하고, 

체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기 해서는 부정 극어인 ‘ninguno’나 ‘nadie’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어의 ‘all’이 치 주어로 쓰인 경우에는 부정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질 수 있는

데, 어의 향을 받은 남미 스페인어 화자의 경우 (4b)의 문장을 체 부정의 의미를 나타

내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문법성이 있다고 단되는 기존 자

료에 근거하여 논지를 개하고 있으며, 스페인 본토 화자들에 따르면 ‘todos los estudiantes’

는 치 주어로 쓰이든지 혹은 후치 주어로 쓰이든지 간에 상 없이 항상 부분 부정의 해석만

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스페인 본토 화자들의 의견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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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며, Chomsky(1995)의 최소주의 로그램에 기 한 통사론  

과 교육론  에 의거하여 부정과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을 설명하

는 방법론  제안을 목표로 둔다.

1.3.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문제 제기와 더불어 연구 

목   연구 상의 범 를 설정하고 연구 방법을 제시한다.

2장에서는 양화사 구문에 하여 살펴본다. 우선 일반 인 양화사의 

개념  종류를 소개한 후, 스페인어 양화사 구문은 어떠한 특성을 갖는

지 정리한다. 한 양화사구의 작용역 개념에 해 알아본 뒤, 부정과 양

화사구의 작용역 해석과 련된 의미론  근과 화용론  근을 소개

한다.

3장에서는 문장 부정과 함께 나타나는 양화사구의 해석을 생성문법 이

론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이 분석틀로 삼는 생성문법 이론은 크

게 지배결속 이론과 최소주의 로그램으로 나  수 있다. May(1977, 

1985)의 양화사 인상(Quantifier Raising)은 지배결속 이론  근에 해

당하며, Fox(1998)의 작용역 경제성(Scope Economy) 이론과 

Hornstein(1999)의 격 검(Case-checking) 이론은 최소주의  근에 

해당한다. 본장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이 갖는 특징을 살펴본 후 스페인어 

문장이 이론들을 통해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 분석하며, 각각의 이론

이 갖는 한계 을 지 한다. 한 이러한 분석이 갖는 함의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을 설명하기 하여 양화사구의 세

분화를 제안하며, 헝가리어와의 유사 을 통해 논지를 강화할 것이다. 

한 새로운 제안을 통해 본 논문에서 다루는 스페인어 문장의 작용역 해

석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런 후에 교육학  측면에서 스페인어 학습 시 

나타나는 한국어의 간섭 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간섭 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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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결론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최소주의 로그램 연

구  스페인어 교육에 활용할 가능성에 해 망하며 논문을 마무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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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사의 구분
논리 양화사

존재 양화사 하나, 어떤, 몇, 많은

보편 양화사 모든, 모두, 다, 체

비논리 양화사

2. 양화사 구문

2.1. 양화사의 개념  종류

이 장에서는 양화사의 개념  종류에 해 살펴본 후, 스페인어 양화

사 구문의 종류와 특징을 분석한다.

문장의 어떤 요소가 지칭하는 사물이나 사태에 해 다른 요소로써 그 

수량이나 빈도 등을 규정하는 것을 양화 표 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

한 양화 표 의 의미 기능을 가지는 언어 요소들을 양화사( 는 수량사)

라 일컫는다. 양화사는 일반 으로 논리 양화사(logical quantifier)와 비

논리 양화사(non-logical quantifier)로 구분되고, 논리 양화사는 다시 존

재 양화사(existential quantifier)와 보편 양화사(universal quantifier)로 

양분된다. 일반 으로 존재 양화사는 특정하지 않은 상의 존재를 나타

내며, 보편 양화사는 사물이 가지는 가치의 총합을 표 한다.2) 다음의 

한국어 문에서 (1a)의 ‘하나’는 존재 양화사이고, (1b)의 ‘모든’은 보편 

양화사이다.

(1) a. 꽃병에는 백합 하나가 꽂  있었다.

b. 모든 사람이 를 기다린다.                (김 희 2002: 127)

이와 같은 양화사의 구분은 한국어의 양화사를 로 들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표1: 양화사의 구분>

2) 존재 양화사와 보편 양화사는 각각 ∃, ∀라는 논리 기호를 통해 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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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화사는 형태․의미 으로 범 하고 매우 다양하다. 한국어

의 경우, 양화사는 형태 으로 조사나 미사로서 양화사의 기능을 가지

는 사 양화사, 하나의 단어로서 수량화의 기능을 가지는 어휘 양화사, 

그리고 둘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구 로서 수량화의 기능을 가지는 구  

양화사 등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2) a. 사람마다 제 나름의 포부가 있다. 

b. 부분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다.

c. 비둘기 세 마리가 날아들었다.

(2a)는 사 양화사, (2b)는 어휘 양화사, 그리고 (2c)는 구  양화사를 

나타내는 이다.

의미 으로는 어떤 언어 요소를 그 잠재 지시 상 가운데 하나로 한

정하여 수량화하는 단수 양화사와 둘 이상으로 수량화하는 복수 양화사, 

수량 의미가 분명하고 단의 인 투명 양화사와 수량 의미가 불분명하고 

모호한 불투명 양화사, 그리고 수량화되는 요소의 잠재 지시 상을 이

루고 있는 개체들에 을 두고 그 개체들의 수량을 규정하는 개체 양

화사와 개체들보다는 개체들에 의해 이루어진 체에 을 두고 그 

체를 이루는 개체들의 수량을 규정하는 집합 양화사 등으로 분류된다.

(3) a. 뜰에는 벚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b. 개의 잘못은 감독 에게 있다.

(4) a. 경보가 두 번 울렸다.

b. 치열한 투가 서  차례 벌어졌다.

(5) a. 손님이 하나하나 악수를 청해 왔다. 

b. 손님이 모두 악수를 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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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의 양화사 ‘한 그루’는 ‘벚나무’를 잠재 지시 상 가운데 하나로 

한정하여 수량화하는 단수 양화사의 이고, (3b)의 양화사 ‘ 개’는 ‘잘

못’이라는 잠재 지시 상을 둘 이상으로 수량화하는 복수 양화사의 

이다. (4a)의 ‘두 번’은 수량 의미가 ‘2’로서 단의 이고 분명한 투명 양화

사이지만, (4b)의 ‘서  차례’는 수량 의미가 ‘3’인지 ‘4’인지 불분명하여 

모호한 불투명 양화사이다. 마지막으로 (5a)의 ‘하나하나’는 집합을 이루

는 개체에 을 맞춘 개체 양화사이며, (5b)의 ‘모두’는 개체의 합에 

을 맞춘 집합 양화사이다.

양화사는 한 통사  다양성을 보인다. 를 들어 다음의 ‘all’과 ‘모

두’, 그리고 ‘mucho’는 통사 으로 여러 가지 범주를 가질 수 있다.

(6) a. All students came.

b. All the students came.

c. The students all came.                     (조희숙 2001: 57)

(7) a. 모든 학생들이 왔다.

b. 그 학생들 모두가 왔다.

c. 그 학생들이 모두 왔다.                     (조희숙 2001: 57)

(8) a. Leí muchas novelas.

b. Leí mucho.

c. Trabaja mucho.                          (Di Tullio 2007: 62)

(6a)의 ‘all’은 ‘students’를, (7a)의 ‘모든’은 ‘학생들’을, (8a)의 ‘muchas’

는 ‘novelas’를 각각 수식하는 형용사이고, (6b)와 (7b), (8b)의 ‘all’과 ‘모

두’, 그리고 ‘mucho’3)는 명사이다. 그리고 (6c)와 (7c), (8c)의 ‘all’과 

3) Di Tullio(2007)는 ‘mucho’가 ‘mucho material de lectura’로 해석될 때에는 직  목 어의 기능

을 하는 명사이지만, ‘durante mucho tiempo’나 ‘muchas veces’로 해석될 때에는 부사로 해

석될 수 있다고 언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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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mucho’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로 쓰 다. (6b)의 ‘all’이 명사

라는 것은 ‘the students’와 같은 명사구가 생략되더라도 그것이 단독으

로 주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며, (7b)의 ‘모두’가 명사라는 것은 격 표

지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 통문법에서 양화사를 지

시사, 사, 형용사, 부정 명사 등으로 규정하여 다양한 문법 범주를 

부여한 것은 양화사의 수식 기능에 한 타당한 분류겠지만, 의미 기능

에 근거할 때 양화사는 하나의 범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조희숙 

2001: 56).

에서 제시된 자료를 통해 양화사는 다양한 기 에 따라 분류될 수 

있고, 한 형태․의미․통사  다양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

음 에서는 스페인어 양화사 구문의 특성에 해 살펴본다.

2.2. 스페인어 양화사 구문

Sánchez López(1999a)에 따르면, 스페인어의 양화사는 수량을 명백하

게 나타내는지 혹은 암묵 으로 나타내는지 여부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되는데, 외 으로 수량을 표 하는 양화사는 고유 양화사

(cuantificadores propios)라 불리며, 반 로 직 으로 수량을 표 하지

는 않지만 수량화된 해석을 함축하는 양화사는  양화사

(cuantificadores focales o presuposicionales)라 불린다. 고유 양화사에는 

‘todos, muchos, bastantes, tres, cada’와 같은 표 들이 있고,  양화

사에는 ‘también, solo’와 같은 표 들이 있다.

(9) a. Muchos libros resultaron interesantes.

b. Tres de los libros resultaron interesantes.

(10) a. También Juan compró un coche.

b. Solo Juan compró un co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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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의 문에서 ‘muchos’와 ‘tres’라는 고유 양화사는 술어가 기술하는 

목 어의 수량을 표 하는데, 이 때 ‘muchos’는 정확하지 않은 수량

(cantidad indefinida)을, ‘tres’는 정확한 수량(cantidad exacta)을 나타낸

다. (10a)의 경우 Juan 외에 차를 구입한 사람이 한 명 이상일 때에만 

참이 되며, 반 로 (10b)는 Juan 외에 차를 구입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만 참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두 표 은 술어의 행 에 련된 사람

들의 숫자에 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스페인어의 고유 양화사에 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

할 것이다. 이러한 고유 양화사는 수량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하  집단

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로, 수사(numerales)는 정확한 숫자를 표

하기 해 사용되며, 이는  다시 기수(cardinales: uno, dos, tres, 

doscientos, cuatro mil, etc.), 서수(ordinales: primero, segundo, octavo, 

vigésimo, etc.), 부분 수사(partitivos: mitad, tercio, medio), 배수사

(multiplicativos: doble, triple), 그리고 분배사(distributivos: sendos)로 

분류 가능하다.

두 번째로, 정확한 숫자를 나타내지 않고 략 인 수량을 나타내어 

통 문법에서 부정사(indefinido)라고 불리는 양화사가 있다. 이러한 부

정사에는 특정한 집합의 수량을 나타내는 ‘todos’(보편 양화사)와 특정하

지 않은 집합의 수량을 나타내는 ‘algunos, muchos, varios’(존재 양화사) 

등이 있다. 일반 으로 존재 양화사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수사의 경우 

부분사 구조를 허용하며(cf. tres de los definidos), 정 사와 함께 쓰이

면 보편 양화사와 유사한 해석을 갖기도 한다(cf. los dos concursantes).

세 번째로 층 양화사(gradativo)가 있는데, 이는 수량의 단계를 표

한다. 여기에는 비교사(comparativos: más, menos, tanto)와 비례사

(proporcionales)가 있다. 비례사는 존재 양화사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 

그 에서 ‘mucho, algo, bastante, demasiado’와 같은 양화사는 층 양

화사인 동시에 존재 양화사이다.

 에서 설명한 스페인어 양화사의 종류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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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의 

양화사 분류

고유 

양화사

수사

기수  uno, dos, tres, ...

서수  primero, segundo, ...

부분 수사  mitad, tercio, medio, ...

배수사  doble, triple, ...

분배사  sendos

부정사
존재 양화사  algunos, muchos, varios, ...

보편 양화사  todo, cada, ambos, ...

층 

양화사

비교사  más, menos, tanto, ...

비례사  mucho, algo, bastante, ...

 

양화사
 también, solo

다.

<표2: 스페인어의 양화사 분류>

2.2.1. 문법 기능에 따른 분류

스페인어의 양화사는 문법  기능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우선 

‘alguien, algo, nada, nadie’와 같은 양화사는 존재 양화 명사이며 명사

구(Sintagmas Nominales: SSNN)로 기능한다. 이들은 명사 앞에 치할 

수는 없지만 형용사, 치사구, 그리고 제한 계 과 같은 명사의 보어

를 허용한다.

(11) a. Nada que tú no sepas.

b. Alguien muy especial.

c. Algo para recordar.

d. Nadie que tenga tantos problemas.

(Sánchez López 1999a: 1034)

이 에서 ‘alguien’과 ‘nadie’는 출신이나 소속을 나타내는 치사구를 

허용하지만, 엄격한 의미의 부분 보어를 허용하는 것은 ‘algo’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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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 Alguien {*de los presentes / de la casa}.

b. Nadie {*de mis amigos / de esta clase}.

c. Algo de pan.                   (Sánchez López 1999a: 1034) 

두 번째로, 명사구와 함께 쓰일 수 있는 양화사들로 ‘cada, ambos, 

cualquiera, alguno, ninguno, muchos, pocos, varios, bastantes, 

demasiados’가 있다. 이 에서 오직 ‘muchos, pocos, bastantes, 

demasiados’만이 사와 한정사 뒤에 등장할 수 있다.

(13) a. {Cada / cualquier / algún / ningún} día.

b. *{Cada / cualquier / algún / ningún} el día.

c. Ambos (*los) pretendientes.

d. Las {muchas / varias / demasiadas / bastantes}             

    preocupaciones de Pepe.

(13)의 에서 제시된 양화사들 , ‘cada’를 제외한 모든 요소들은 

명사처럼 기능하거나 원형 명사구(SN escueto)와 함께 등장할 수 있다. 

‘Todo’는 단수일 때 특정한 명사나 불특정한 명사 모두를 수식할 수 있

지만, 복수일 때에는 오직 특정 명사만을 수식할 수 있다.

(14) a. Todo (el) hombre. / Toda (la) mujer.

b. Todos *(los) hombres. / Todas *(las) mujeres.

세 번째로, 층 양화사와 부정사(indefinido)는 형용사와 치사구를 

수식할 수 있다. 아래의 는 (13d)에서 명사의 수식어로 기능했던 양화

사가 (15)에서는 다른 형용사와의 일치를 보이지 않는 부사로 쓰임을 보

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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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a. Algo contento.

b. {Demasiado / bastante} cansado.

c. Muy por encima de sus posibilidades.

마지막으로  양화사는 문장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문법 범주도 수

식할 수 있다.

(16) a. Incluso dijo Pepe que quería hablar hoy.

b. Incluso Pepe dijo que quería hablar hoy.

c. Pepe dijo que quería hablar incluso hoy.

d. Pepe dijo incluso que quería hablar hoy.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의 양화사는 형용사, 부사, 그리고 명사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양화사는 단 한 가지의 문법 

범주로 분류되기 어렵다. 따라서 양화사들이 공통 으로 가지는 특성, 즉 

의미와 해석 기제에 의해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2.2.2. 고유 양화사의 종류

고유 양화사는 일반 으로 보편 양화사(cuantificadores universales)와 

존재 양화사(cuantificadores no universales o existenciales)로 구분된다. 

보편 양화사는 양화 표 이 가질 수 있는 가치의 총칭을 나타내며, 

‘todo, cada, ambos’와 ‘cualquiera’가 이에 속한다. 이들은 가산 명사와 

물질 명사, 그리고 추상 명사의 수량을 나타낼 수 있다.

(17) a. Todas las ventanas estaban cerradas.

b. Íbamos al cine cada domingo.

c. Al acusado le sorprendieron mucho ambas preguntas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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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scal.

이러한 보편 양화사의 논리를 나타내기 해 기호 ∀를 사용하며, 이

는 《모든 것(para todo)》의 의미를 지닌다. 를 들어 (17a)의 해석은 

(18)과 같은 의미 계를 갖는다.

(18) ∀x, x = ventana, x estaba cerrada (léase 《Para todo x, tal    

 que x es una ventana, x estaba cerrado》)

보편 양화사는 특정한 해석을 지니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불특정한 

해석을 요구하는 문맥에서 사용될 수 없다.

(19) a. *Había {los / ambos / todos los} peligros imaginables.

b. *Hay {el / cada / cualquier} libro en un estante.

Haber 동사의 목 어는 특정한 명사구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한정성 

효과(Definiteness Effect; efecto de definitud)라 불린다. 한정성 효과는 

Milsark(1977)의 연구 이래로 명사구의 특정  해석 혹은 불특정  해석

을 결정하기 해 사용되어 왔다.

반면 존재 양화사는 가치의 체가 아닌 일부분만을 표 하며 여기에

는 ‘un(o), algo, alguno, alguien, mucho, poco, un poco, bastante, 

demasiado’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보편 양화사와는 달리 불특정한 해석

을 지니며 haber 동사의 목 어로 쓰일 수 있다.

(20) a. Hubo {algún / un} malentendido entre los afectados.

b. Había {muchas / varias / demasiadas / pocas / tres}        

   candidatas para el puesto.

c. No ha habido ninguna película española en el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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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quí hay {alguien / algo} que puede sorprenderte.

이러한 존재 양화사는 한 지칭하는 상이 구체 인지 혹은 구체

이지 않은지에 따라 두 종류로 구분된다. “Juan quiere algunos libros”와 

같은 문에서 명사구인 ‘algunos libros’는 구체 이고 특정한 상

(SSNN específicos)으로, 는 불특정한 상(SSNN no específicos)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반 으로 (21)의 문에서와 같이 이  담화나 문맥

에서 제시된 상은 특정한 상이 된다.

(21) Juan encontró los libros ayer, pero no pudo comprar algunos 

porque no tenía suficiente dinero.

이에 비해 불특정한 상은 이  담화에서 제시되지 않은 요소를 처음

으로 언 할 때 쓰이며, 정해지지 않은 집합의 크기를 나타낸다. 존재 양

화사는 일반 으로 haber 동사의 목 어로 쓰일 수 있으나, 이때에는 반

드시 불특정한 해석을 지녀야 한다. 즉, 특정한 상으로 해석될 때에는 

haber 동사와 함께 쓰일 수 없으며 이는 (22)의 문에 나타난다.

(22) a. Había {algunos / muchos / tres} libros en la mesa.

b. *Había {algunos / muchos / tres} de los libros en la mesa.

(22b)의 경우 문장이 존재 양화사를 포함하고 있지만 부분 구조

(construcción partitiva)의 특성상 상이 제된 것으로 해석되어 haber 

동사의 목 어로 쓰일 수 없다.

2.2.3. 양화사구의 작용역

 

양화사구의 작용역이란 어떤 특정한 양화사구가 다른 표 에 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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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의미 인 역을 일컫는다. 다음에 제시되는 (23)의 에서 나타나

는 양화사구의 작용역은 (24)의 호 사이에 포함된 통사  역을 지칭

한다.

 

(23) a. Todos los hombres aspiran a la felicidad.

b. Algunos hombres creen que el destino les traiciona.

(24) a. ∀x, x = hombre (x aspira a la felicidad)

b. ∃2x, x = hombres (x creen que el destino traiciona a x)

양화사구의 작용역은 어휘  요인, 작용역 내부에 치하는 논항의 특

성, 통사  문맥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요인 외에

도 화용론 인 요인이나 의미론  요소에 의해서도 작용역이 결정될 수 

있다.

우선 양화사구의 작용역을 결정하는 어휘  요인에 해 살펴보자. 양

화사는 어휘  특성에 따라 분배  혹은 집합 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어휘 으로 술어의 분배  해석을 요구하는 양화사는 다른 양화사들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지며, 술어의 집합  해석을 요구하는 양화사는 좁은 

작용역을 갖는다. 따라서 다음의 에서 내재 으로 분배 인 해석을 갖

는 양화사인 ‘cada’와 ‘ambos’는 다른 양화사보다 더 넓은 작용역을 갖는

다.

(25) a. Cada uno de los detectives resolvió tres crímenes.

b. Ambos detectives resolvieron tres crímenes.

한 양화사구가 명사구 내에서 차지하는 치에 따라 작용역이 결정

되기도 한다. 양화사구가 명사구의 내부에 포함된 경우, 즉, 양화사구가 

명사구의 핵으로 기능하지 않을 때, 이 양화사구는 수 으로 다양한 것

으로 해석된다. 다음의 는 이러한 사실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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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a. Los padres de todos mis amigos te conocen.

b. Los artículos de ambos autores fueron premiados.

따라서 (26a)는 각기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을 나타내며, (26b)에서 상

을 받은 논문은 두 명의 자의 합작이 아닌, 각각의 자가 쓴 논문으

로 해석된다. 그러나 양화사구가 명사구의 핵으로 기능한다면, 보충어로 

쓰이는 양화사구는 수 으로 단일한 것으로 해석되며, 내포된 양화사구

가 핵으로 기능하는 양화사구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다.

(27) a. Cada visitante de una ciudad viaja en su propio coche.

b. Todos los amigos de un profesor vinieron a la fiesta.

따라서 (27a)에서 ‘una ciudad’는 단일한 것으로 해석(특정한 하나의 

도시)되며, (27b)의 ‘un profesor’ 역시 특정한 한 명의 개인을 나타내어 

‘todos los amigos’는 그 특정한 교수의 친구들의 집단을 나타낸다.

하나의 문장이 두 개의 양화사를 포함한다면, 이러한 문장은 두 가지

로 해석될 수 있다.

(28) Dos detectives resolvieron tres crímenes.

a. Cada uno de los detectives resolvió por sí mismo tres       

   crímenes.

b. Dos detectives resolvieron juntos tres crímenes.

(28a)는 ‘dos detectives’가 작용역 내부에 ‘tres crímenes’라는 명사구를 

포함하여(dos detectives > tres crímenes) 각각의 형사가 3가지 범죄를 

해결하여 결국 도합 6가지의 범죄를 해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28b)에서는 ‘tres crímenes’가 ‘dos detectives’의 작용역 내부에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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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며 이는 두 명의 형사가 총 3가지의 범죄를 해결한 것을 의미한

다. 즉, (28)의 두 문은 다음과 같은 논리 구조를 갖는다.

(29) a. ∃x, x = dos detectives, ∃y, y = tres crímenes (x resolvió y).

b. ∃y, y = tres crímenes, ∃x, x = dos detectives (x resolvió y).

2.3. 부정과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과 련된 근법

부정이 향력을 갖는 통사  역을 부정의 작용역(negation scope; 

ámbito de la negación)이라 일컫는다. 이러한 작용역 안에서 부정 극어

(Términos de Polaridad Negativa)4)가 등장할 수 있고, 부정과 존재 양

화사로 해석되는 요소들의 일치가 일어난다. 부정과 양화사구가 같은 문

장에 쓰일 경우 해석의 의성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부정과 양화사구의 

작용역 계는 양화사의 종류와 부정사(indefinido)의 특수성, 결합하는 

술어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 장에서는 스페인어의 부정과 양화

사구의 작용역 해석을 소개하고, 이와 련된 의미론  근과 화용론  

근에 해 알아본다.

2.3.1. 스페인어의 부정과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

작용역은 개념 표 이 표 의 일정 부분에 하여 의미 으로 향을 

미치는 범 를 말한다. 를 들어 어떠한 양화사가 부정어 ‘not’의 의미

 향권 안에 있다는 것을 ‘not’의 작용역(scope)이라고 한다. 작용역은 

통사 으로 성분통어와 한 계를 갖는다. 일반 으로 부정 요소는 

부정 작용역을 선행하며 자신의 작용역을 통사 으로 지배한다는 특징을 

4) 부정 극어(Términos de Polaridad Negativa: TPN)란 부정 인 의미를 지니는 문장에서만 자연

스럽게 허용되는 문법 표 을 의미하며, 스페인어의 경우 부정 표지가 등장할 때 부정어와 일

치하는 부정 극어가 쓰인다. 를 들어 부정 인 맥락에서 부정어인 ‘no’와 ‘alguien’은 한 문장

에 함께 쓰일 수 없고 반드시 부정 극어인 ‘nadie’가 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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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를 나타내지 않는 양화사를 존재 양화사라 

일컫는다. 이러한 존재 양화사에는 ‘alguno, alguien, algo, uno, varios, 

mucho(s), bastante(s), poco(s), demasiado(s)’와 수사가 포함된다. 존재 

양화사는 일반 으로 특정한 해석(lectura específica)과 불특정한 해석

(lectura no específica)을 갖는다. 부정과 존재 양화사와의 계는 이러

한 이  해석과 양화사의 종류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우선 ‘algo, alguno, alguien’과 같은 존재 양화사는 부정의 작용역 바깥

에서만 해석 가능하다. 만약 이들이 부정의 작용역 내부에 치한다면 

부정 일치에 향을 받아 각각 상응하는 부정형인 ‘nada, ninguno, 

nadie’와 같은 부정 극어로 체되어야 할 것이다. 를 들어 다음의 

문은 의 이지 않고, (30a)만이 유일한 해석이다.

(30) El presidente no respondió alguna pregunta.

a. ∃x, x = una pregunta, ~(el presidente respondió x).

≪Hay alguna pregunta que el presidente no respondió≫

통령이 일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b. ~∃x, x = pregunta, (el presidente respondió x)

≪No hay ninguna pregunta tal que el presidente le respondió≫

통령이 아무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30b)는 외  부정으로 해석할 때에만 쓰일 수 있으며, 내  부정으로 

해석될 때에는 부정 일치가 일어나 《El presidente no ha contestado a 

ninguna pregunta》의 의미만을 가질 수 있다.

반면 ‘muchos’와 같은 비례사(proporcionales)는 ‘alguno’와 같은 존재 

양화사와는 달리 부정이 양화사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질 수 있다. 이 때 

양화사는 부정의 (foco)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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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l presidente no respondió muchas preguntas.

a. ∃x, x = muchas preguntas, ~(responder (el presidente, x)).

  《Hubo muchas preguntas que el presidente no respondió》

   통령이 많은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 통령이 답하지   

   않은 많은 질문이 있다) (muchas > no)

b. ∃x, x = preguntas, (responder (el presidente, x)), y         

    ~(muchas (x)).

  《Hubo preguntas que el presidente respondió, y las          

    preguntas no eran muchas》

   통령이 많지 않은( 은) 질문에 답하 다. (no > muchas)

이 때 만약 (32)의 문과 같이 교정구를 넣거나 부정을 나타내는 부

사인 ‘no’를 양화사 바로 앞에 배치한다면 해석의 의성은 사라진다. 

즉, (31b)의 해석만을 지니게 된다.

(32) a. El presidente no respondió muchas preguntas, sino unas     

   pocas.

b. El presidente respondió no muchas preguntas.

한편, 보편 양화사는 주어진 집합의 체를 나타내는 양화사이다. 

‘Todo(s)’와 ‘ambos’가 이에 속하며 후치되더라도 부정보다 좁은 작용역

을 갖는다.

(33) a. Todos los libros de Cela no me gustan.

b. No era grande el talento en ambos hermanos.

의 문에서 (33a)는 Cela의 책  오직 몇 권만이 마음에 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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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되며, (33b)는 두 명의 형제  한 명의 재능이 크지 않았다

는 부분 부정의 해석만을 갖는다. 이러한 해석은 보편 양화사가 분배

(distributivo)인 특성을 가진 데서 기인한다. 양화사의 분배  특성은 술

어와 주어 사이에 단일한 응 계를 정립시키고, 술어가 주어를 구성

하는 각각의 성분에 향을 미칠 수 있게 한다. 만약 이러한 양화사가 

부정의 작용역 밖에 치한다면, 부정이 양화사구가 아닌 사건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며, 부정에 의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개체들 사

이에 분배될 수는 없다. 를 들어 A, B, C, D라는 Cela의 책이 있다면, 

“Todos los libros de Cela me gustan”이라는 문장은 “Me gusta A, me 

gusta B, me gusta C y me gusta D”를 의미한다. 이 때 문장이 부정된

다면 부정이 ‘gustar’라는 행 에 향을 미쳐 사건 자체가 부정되기 때

문에, 부정된 사건이 양화사구의 개별 요소와 계를 맺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분배  명사구를 지닌 부정문은 체 부정이 아닌 부분 부정만을 

허용한다(cf. Sánchez López 1999a: 2584).

2.3.2. 의미론  근

이 에서는 부정과 양화사구의 작용역의 해석과 련한 의미론  

근에 해 살펴보도록 한다. 어떠한 문장에 등장하는 명사구나 술어의 

의미  특성으로 인하여 작용역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여기에

서는 이와 련한 Leonetti Jungl & Camus Bergareche(1988)의 견해를 

소개하고자 한다.

(34) a. No necesito todo el dinero. 

b. No necesito todo este dinero. 

(34a)는 “나는 모든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no > todo el dinero)라

는 부분 부정의 해석만을 갖는 반면, (34b)는 “나는 돈이 필요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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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No necesito el dinero, todo este dinero > no)라는 해석을 가질 수 

있다. (34b)의 ‘este’라는 지시사는 명사구를 부정의 작용역 밖으로 내보

낸다. 일반 으로 지시사나 계문과 같은 특정한 해석을 갖는 명사구는 

주로 부정의 작용역 밖에 치한다. 한편, 다음의 는 술어가 문장의 의

미 해석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다.

(35) a. Todos los libros que ha leído no le han hecho sabio. 

b. Todos los libros que ha leído no le han gustado.

(35a)는 “그가 읽은 책 부가 그를 명하게 만든 것은 아니다”(La 

totalidad de los libros que ha leído no le han hecho sabio)라는 체 

부정의 해석을 허용하지만, (35b)의 문장은 (35a)와는 달리 부분 부정의 

해석만을 갖는다. 이러한 차이는 술어의 상  양상에 의해 드러나는데, 

‘hacer sabio’의 경우 상태의 변화를 묘사하지만, ‘gustar’의 경우 감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Leonetti Jungl & Camus Bergareche 1988: 576).

작용역 해석의 차이는 수량사나 부정 사 ‘un’과 같은 양화사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술어의 종류는 사의 총칭(genérico)․특정(específico)․

불특정(inespecífico)  의미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본 인 요소로 작용

한다.

 

(36) Una reacción rápida no era posible en ese momento. 

[-específico]                                       (no > una)

(36)의 문장에서 부정된 것은 양화 명사구이고 운용자(operador)의 순

서는 (~∃)이며, 이는 “어떠한 빠른 반응도 그 순간에는 가능하지 않았

다”(Ninguna reacción rápida era posible en ese momento)라는 해석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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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Una ventana no estaba cerrada en ese momento. 

[+específico]                                       (una > no)

반면 (37)의 경우, 술어는 부정이 주어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주어는 특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운용자의 순서는 (∃~)

가 된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이 발생하는 원인은 술어의 종류에 있다. 를 들

어 총칭  의미를 갖는 술어는 두 가지 논리  가능성((~∃)와 (∀~))이 

동일할 때 문장이 단일한 해석을 갖게 한다. 따라서 (38)는 “어떠한 소도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단일한 해석을 갖는다.5)

(38) Una vaca no come carne. 

[+genérico]                                        (no > una)

한 어떤 양화 명사구가 특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부정의 작용

역 밖에 치하게 된다. 를 들어, 목 어의 완성으로 인해 정 에 달하

는 창작 동사(verbos de creación)의 경우, 사건 자체가 부정되면 창작의 

과정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목 어가 부정문 내에 치할 때 특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따라서 불특정한 양화 명사구는 부정의 작용역 

내부에서 해석된다.

(39) María no pintó muchos cuadros.

a. No hay muchos cuadros que María pintara. (no > muchos)

b. #Hay muchos cuadros que María no pintó. (muchos > no)

5) 운용자의 순서가 (~∃)일 때 “어떠한 소도 고기를 먹지 않는다(Ninguna vaca come carne)”로 

해석되고, (∀~)일 때 “모든 소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로 해석되어 궁극 으로 같은 해석을 갖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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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이고 변화 가능한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Stage Level Predicate)

는 항상 특정한 주어를 요구하며, 주어 명사구는 부정의 작용역 외부에 

치한다. 따라서 (40a)의 문은 의 이지 않고 오직 첫 번째 해석만

을 허용한다. 사람이나 사물 혹은 개념의 내재  자질을 기술하는 개체 

층  술어(Individual Level Predicate)의 경우 (40b)에서 보듯이 불특정

한 주어나 특정한 주어 모두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해석이 모

두 가능하다.

(40) a. Muchos doctores no están disponibles.

   Hay muchos doctores que no están disponibles.

   #No hay muchos doctores que estén disponibles.

b. Muchos doctores no son inteligentes.

   Hay muchos doctores que no son inteligentes.

   No hay muchos doctores que sean inteligentes.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어와 술어의 의미 인 특성에 따라 부정과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의미론  

근법은 다양한 언어 요소가 갖는 내재 인 어휘  특성을 고려하여 작용

역 해석을 설명할 수 있다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논문은 

통사론  입장에 입각하여 부정과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을 분석할 것

이며, 의미  특성에 의해 발생하는 작용역 해석의 차이에 해서는 추

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하겠다.

2.3.3. 화용론  근

Leonetti Jungl & Camus Bergareche(1988)은 부정과 양화사구가 함께 

등장하는 문장의 경우 화용론  요소들에 의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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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Todos los que sobrepasaron la marca no entraron en la final.

 문장은 화자들의 상에 따라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화자들이 

결승 에 올라가기 해서 기록을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장을 

“기록을 넘긴 모든 사람이 결승 에 올라간 것은 아니다”(No todos los 

que sobrepasaron la marca entraron en la fianl), 즉 일부는 결승 에 

올라갔지만 일부는 그 지 못했다고 해석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결승

에 올라가기 해 기록을 넘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문장은 

“기록을 넘긴 사람들  어느 구도 결승 에 올라가지 않았

다”(Ninguno de los que sobrepasaron la marca entró en la final)라는 

해석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장의 해석의 차이는 화자들의 믿음

으로부터 발생한다. 한 특정 문맥에 따라 보통 문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해석이 나타나기도 한다.

(42) Todos no quieren saludarte. 

이 문장은 아무런 문맥 없이는 오직 “모두가 에게 인사하고 싶어 하

는 것은 아니다”(No todos quieren saludarte)라는 부분 부정으로 해석된

다. 그러나 같은 문장이 “ 가 나에게 인사하기를 원치 않니?(¿Quién no 

quiere saludarme?)”와 같은 질문에 한 답으로 쓰인다면, “아무도 

에게 인사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Nadie quiere saludarte)라는 체 문

장 부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질문에 한 제(“나에게 인사하고 

싶지 않아하는 군가가 있다”; hay alguien que no quiere saludarme)

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해석이다. 이러한 경우 억양(entonación)이나 휴

지(pausa)를 통해 문장의 의성을 해결하기도 한다. 를 들어 ‘todos’ 

다음에 휴지를 두어 양화사와 부정어를 분리하면 ‘todos’가 부정보다 넓

은 작용역을 갖게 되고, 휴지 없이 문장을 읽는 경우 양화사가 부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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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작용역을 갖게 된다.

앞서 2.3.1.에서는 보편 양화사가 항상 부정보다 좁은 작용역을 갖는다

고 설명하 지만, (41)과 (42)의 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맥락에 따라 

보편 양화사가 부정어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 것처럼 해석되기도 한다. 

이처럼 화용론  근은 부정문에서 발생하는 다의 인 해석을 화자의 

기 나 다양한 문맥을 고려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부정문의 작용역 해석

과 련된 다양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에서 유효하다. 그러나 앞

서 언 한 바와 같이 본 논문은 통사론  근법을 택하고 있으며, 통사

론  입장에 따라 단일 문장에 한 작용역의 해석만을 분석 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를 하여 다음 장에서는 부정과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

석에 한 생성 문법  근에 해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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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화사구 해석에 한 생성문법 이론의 분석

3.1. 지배결속 이론과 최소주의 로그램

지배결속 이론(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GB Theory)은 종래

의 변형-생성문법의 기본 가설을 그 로 이어 받아 인간의 언어 능력

(linguistic competence)을 명시 으로 설명함을 문법의 목 으로 삼고 

있다. 인간은 구나 유 으로 결정된 언어 능력 는 언어 기능

(language faculty)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생득  언어 

능력, 즉 보편 문법(Universal Grammar; UG)을 연구 상으로 삼는다.

부분의 통 문법(Traditional Grammar)이 그러했듯이, 생성문법도 

기본 으로 개별 언어를 명시 으로 기술하는 개별 문법(Particular 

Grammar)과 동시에 모든 인간 언어의 일반  특성을 규명하는 보편 문

법을 동시에 추구하 다. 그러나 이와 같이 개별 언어 상의 충실한 기

술과 모든 인간 언어의 보편  특성의 규명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것은 

갈등  요인을 내포한다. 왜냐하면 개별 언어 상의 기술에 충실하다 

보면 모든 인간 언어의 보편  특성의 규명이 어려워지고, 모든 인간 언

어의 보편  특성의 규명에 충실하다 보면 개별 언어 상의 기술이 어

려워지기 때문이다. 이것을 생성문법에서 문법의 기술  타당성

(Descriptive Adequacy)과 설명  타당성(Explanatory Adequacy)의 갈

등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문법의 기술  타당성과 설명  타당성 사이의 갈등 해소를 본

격 으로 시도한 문법론이 바로 생성문법의 원리와 매개변인 이론

(Principles & Parameters Theory; P & P Theory)이다. 원리와 매개변

인 이론은 구체 으로 일곱 가지 보편 문법 원리(UG Principle)6)를 설정

6) Chomsky(1981)에 의하면, 원리와 매개변인 이론의 일곱 가지 보편문법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핵 

계층 이론(X-bar Theory), 지배 이론(Government Theory), 의미역 이론(θ-Theory), 격 이론

(Case Theory), 결속 이론(Binding Theory), 한계 이론(Bounding Theory), 통제 이론(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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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보편 원리에 입각하여 모든 개별 언어 상의 기술․설명을 시

도함으로써 문법 이론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 다. 즉, 원리와 매개변인 

이론에 입각하여 ‘수동화 규칙(passivization rule)’, ‘ 계  구문(relative 

clause construction)’ 등의 개별문법 개념  용어를 쓸 필요가 없는 문

법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소주의 로그램의 도입은 종래 생성문법의 운용이 언어 상에 

하여 기술 인 해결만을 제시하는 데 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최

소주의 에서 어휘부와 연산체계에 한 연구의 가장 요한 문제들 

 하나는 그들 사이의 잉여성이다. 1980년  이후로 통사론 연구에서는 

이러한 잉여성을 제거하려고 하 고, 그것이 최소주의 로그램의  

과제가 되었다. 언어의 특성들이 과도하게 설명되지 않도록 하는 데 

심이 집 되면서, 이런 잉여성을 피하기 해 이론을 수정함에 따라 이

론은 더 단순해지고 더 자연스러워졌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사실들을 포

함하게 되었다.

최소주의 로그램은 소리 합면(PF-interface)과 의미 합면

(LF-interface)과 같이 ‘개념 으로 필요한’(conceptually necessary) 것만

을 남기고 다른 층 들을 제거한다. 심층구조와 표면구조의 사용은 처음

부터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켰다. 사고에 가장 가까운 표시들을 암호화하

는 측면에서 심층 층 가 있다면 그것은 LF이다. 그리고 마침내 학습에 

의해서 배우게 되는 정보를 암호화하는 측면에서 표층 층 가 있다면 그

것은 PF이다. 사고와 말은 인간의 마음과 육체를 통해서 표시되는 자연

세계의 두 가지 양상이다. 따라서 Chomsky는 최소주의 로그램에서 심

층구조와 표면구조의 개념을 제거하고 LF와 PF만을 표시 층 로 삼는

다. 이 LF와 PF는 ‘ 합면’ 층 라고 불리며, 이 합면 층 들을 통해

서 정신  실재의 다른 양상들, 즉 내  개념-의도(Conceptual- 

Intentional) 성분과 외  감각-동작(Sensory-Motor) 성분에 여하게 된

다.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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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배결속 이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조  계는 지배

(government)라는 개념이다. 자연언어에서 찰되는 모든 문법  상을 

지배 계로 기술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학자에 따라 혹은 기술하는 언

어 상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지배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이것은 기

술  타당성을 향상시킬 수는 있어도, 설명  타당성의 입장에서는 심각

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설명  타당성을 상실한 이론은 새로운 이

론인 최소주의 로그램에서는 자연히 보편문법으로서 그 입지를 상실하

게 되었다.

Chomsky는 그의 최소주의  시도가 어디까지나 원리와 매개변인 이

론의 한 형태로, 특정언어 L은 보편 문법의 원리와 매개변인을 찾아 매

개변인의 값을 결정하고 L의 어휘목록(lexicon)을 선정함으로써 형성된

다고 가정한다. 최소주의 로그램은 생성문법에서 계속 으로 제기되어 

왔던 기술  타당성과 설명  타당성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다양한 문법  구문과 언어 간의 차이를 기술하

기 해서는 복잡한 규칙체계를 필요로 하는 데 반하여, 설명  타당성

을 추구하기 해서는 인간의 언어 구조가 체로 동일하다는 입장을 취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최소주의 로그램은 이 두 타당성간의 긴장

을 해소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겠다. 3장에서는 양화사

의 작용역 해석에 한 두 이론의 분석을 소개하고 각각의 이론이 갖는 

장단 을 비교하고자 한다.

3.2. 지배결속 이론  근: May(1977, 1985)의 양화사 인

상(Quantifier Raising: QR)

3.2.1. 이론  배경

May(1977, 1985)는 논리형태의 존재에 한 근거의 하나로서 양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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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Quantifier Raising)을 제시하 다. 그는 양화사 인상을 통해 선행사 

포함 삭제 구문(antecedent-contained deletion, ACD)의 역행 문제

(regress problem)와 무  수량화(vacuous quantification)의 문제를 비

롯하여 여러 가지 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7) 양화사 인상은 

이동 후 문장 부정과 양화사가 LF에서 구조 인 차이를 보이며, 이 구

조  차이로 인해 작용역 원리(scope principle)에 의거하여 상 인 작

용역 계를 갖게 된다고 본다. 구조 으로 높은 치에 있는 요소는 상

으로 낮은 치에 있는 요소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다.

기본 으로 양화사 인상은 A- 치에 있는 양화 요소를 A'- 치로 이

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1) Adjoin Q (to S). (May 1977: 7)

Q를 S에 부가시켜라.

이러한 양화사 인상을 통해 두 가지 이상의 양화사가 문장 내에 치

7) 선행사 포함 삭제 구문에서 단순히 표면 구조에서 주 의 동사구를 복사하면 매입문에 생략된 

동사구가 계속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선행사 포함 삭제 구문의 역행 문제(regress 

problem)라고 부른다. 선행사 포함 삭제 구문에서 생각해야 할  다른 문제는 운용자가 변항

(variable)을 결속해야 한다는 이다. 만약 운용자가 변항을 결속하지 못하게 되면 무  수

량화(vacuous quantification)가 되고, 그러한 도출은 탄(crash)에 이르게 된다. May의 양화사 

인상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선행사 포함 삭제 구문을 설명할 수 있다.

   (i) a. Dulles suspected everyone who Angleton did [VP e].

b. [[everyone who Angleton did [VP e]]i [Dulles suspected ti]]

c. [[everyone who Angleton did [VP suspected ti]]i [Dulles suspected ti]]

 일반 으로 VP의 생략은 생략된 동사나 선행사가 서로를 성분통어하지 않을 때에 가능하다. 

하지만 (ia)와 같은 선행사 포함 삭제 구문의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선행사인 ‘suspected’가 생략된 동사([VP e])를 성분통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May는 이러한 (ib)와 같은 LF 구조를 가정함으로써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ia)에 양화

사 인상이 용되면 (ib)와 같은 구조가 된다. (ib)의 LF 구조에서는 생략된 동사와 선행사 사

이에 성분통어 계가 성립하지 않아서 성분통어 조건을 반하지 않는다. 의 (ib)에서 선행

사 ‘suspected ti’를 복사하여 동사구가 생략된 VP([VP e])에 넣으면 (ic)와 같이 올바른 해석

(Dulles and Angleton suspected all the same people)을 얻을 수 있다. 한 (ic)에서 운용자인 

‘who’가 변항인 ti를 결속함으로써 무  수량화에 의한 문장의 탄을 피할 수 있게 된다(곽

희신 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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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나타나는 상  작용역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이 때 양화사

의 작용역은 그것이 성분 통어하는 모든 요소를 일컫는다.

(2) The scope of a quantified phrase ϕ is everything which it 

c-commands at LF. (May 1977: 11)

양화사구 ϕ의 작용역은 그것이 LF에서 성분 통어하는 모든 요소

이다.

한 둘 이상의 양화사를 포함하는 논리형태(LF)에서 넓은 작용역 혹

은 좁은 작용역을 정의할 수 있다.

(3) a. A quantified phrase ϕ has WIDE SCOPE with respect to a   

   distinct quantified phrase Ψ iff Ψ is included in the scope of  

   ϕ, and not vice versa.

어떤 양화사구 Ψ가  다른 양화사구 ϕ의 작용역 안에 포함되어 있

고 그 역은 성립하지 않을 때, ϕ는 Ψ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다.

b. A quantified phrase ϕ has NARROW SCOPE with respect to  

   a distinct quantified phrase Ψ iff ϕ is included in the scope  

   of Ψ and not vice versa. (May 1985: 5)

어떤 양화사구 ϕ가  다른 양화사구 Ψ의 작용역 안에 포함되어 있

고, 그 역은 성립하지 않을 때, ϕ는 Ψ보다 좁은 작용역을 갖는다.

May(1985)는 양화사 인상을 설정함으로써 다  양화사 구문(multiple 

quantification)이 가지는 의성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4) Every spy suspects some Russian.              (May 1985: 14)

의 문장은 의 인 의미를 갖는 문장으로 다음과 같은 표면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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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다. 

(5)                       S

                          

                 NP                   VP

               

             every spy    suspects         NP

                                      

                                      some Russian

이 문장은 ‘every spy’가 더 넓은 작용역을 가지는 해석과 반 로 

‘some Russian’이 더 넓은 작용역을 가지는 두 가지의 해석을 갖는다. 

‘Every spy’가 넓은 작용역을 가질 때에는 “모든 스 이가 (각기 다른) 

러시아인을 의심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반면, ‘some Russian’이 넓은 작

용역을 가질 때에는 “모든 스 이가 (특정한) 한 러시아인을 의심한다”

라고 해석된다. 하지만 의 표면 구조만 가지고는 이러한 의성을 

히 나타낼 수 없다. May는 양화사 인상을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의

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 문장에 양화사 인상이 어느 하나

의 명사구에 한 번 용되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만들어진다. 

(6a)          S                         (6b)          S

                                      

     NP                   S                     NP                  S

                                    

every spy2   e2 suspects   NP        some Russian3   NP   suspects e3

                                                          

                     some Russian                every spy

여기에 나머지 명사구에 양화사 인상이 한 번 더 용되면 (7)과 같은 

구조가 생성된다. 여기서 (7a)와 (7b)는 각각 (4)가 가지는 의성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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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게 된다.

(7a)         S                         (7b)        S

        

     NP            S                       NP            S

every spy2    NP   e2 suspects e3    some Russian3   NP  e2 suspects e3

         some Russian3                          every spy2

(7a)는 ‘every spy’가 ‘some Russian’보다 구조 으로 높은 곳에 치

하여 더 넓은 작용역을 취하며, “모든 스 이가 (각기 다른) 러시아인을 

의심한다”는 해석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7b)의 경우 반

의 작용역 계를 나타내며 “모든 스 이가 (특정한) 한 러시아인을 

의심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May가 주장한 양화사 인상 작용에 따르면, 양화사 인상 작용

을 통하여 두 가지 이상의 양화사구를 포함하는 문장의 의미 해석을 설

명할 수 있게 된다.

다음 에서는 이러한 양화사 인상 작용이 스페인어 문장에 어떻게 

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3.2.2. 이론의 용

부정어와 스페인어 양화사구의 작용역 계를 양화사 인상을 통해 분

석하기 해, 서론에서 제시한 스페인어의 문을 다시 소개한다.

(8) a. La policía no golpeó a muchos sindicalistas.

b. Muchos ponentes no trajeron su orden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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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양화사가 목 어 자리에 치한 (8a)는 “많은 노동조합원들이 있

었는데 경찰이 그들을 때리지 않았다”라는 의미와 “경찰이 많지 않은 

( 은) 노동조합원들을 때렸다”라는 의  의미를 갖는다. 이에 비해 

(8b)는 “많은 발표자들이 그들의 컴퓨터를 안 가져왔다”라는 단일한 해

석만을 갖는다.

(8a')                 S

      

              DP          NegP

                   

           la policía    Neg              VP   

                        ｜    

                        no                 V'

                           

                                     V            DP

                                              ｜                          

                                  golpeó  muchos sindicalistas   

(8a)의 구조는 와 같다. 이 문장에 May의 양화사 인상을 용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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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a")               S

            

         muchos           S

      sindicalistasi   

                    DP          NegP

                              

                 la policía   Neg            VP   

                             ｜     

                             no                 V'

                                      

                                          V           DP

                                                ｜           ｜               

                                        golpeó                ti

   

이 구조를 통해 존재 양화사 ‘muchos’가 목 어 치에서 쓰 을 때 

부정보다 넓은 해석을 갖는 상을 설명할 수 있다. 양화사 인상이 용

되어 양화사구가 S에 부가된다면 NegP를 벗어나게 되어 부정어보다 넓

은 해석을 갖게 되며, 이는 “많은 노동조합원이 있었는데 그들을 때리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이 때 양화사구는 부정어구의 외부

에 치하므로, ‘muchos sindicalistas’가 ‘no’보다 좁은 작용역을 가져 

“많지 않은( 은) 노동조합원을 때렸다”라는 의미를 갖는 상은 설명할 

수 없다.

존재 양화사가 목 어 치가 아닌 주어 치에 등장할 때에도 역시 

유사한 작용역 계가 형성된다. 존재 양화사가 주어로 쓰인 (8b) 문

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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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b')                 S

     

               DP          NegP

                

            Muchos     Neg              VP   

                    ponentes     ｜    

                         no                 V'

                            

                                      V           DP

                                              ｜                            

                                   trajeron    su ordenador

이 때, 양화사구 ‘muchos ponentes’에 양화사 인상이 용된다면 다음

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되고, 양화사구가 항상 부정사구보다 구조 으로 

높은 곳에 치하기 때문에 부정어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다고 측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도 옳은 해석이다.

(8b")               S

       

          Muchos               S

                ponentesi    

                     DP         NegP

                     ｜     

                                  ti     Neg               VP   

                                        ｜     

                            no                   V'

                                   

                                           V           DP

                                           ｜        

                                         trajeron   su ordenador

따라서 May의 양화사 인상 작용은 부정과 존재 양화사의 의미 해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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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존재 양화사가 주어로 쓰인 경우는 올바르게 설명하지만, 목 어

로 쓰인 경우는 제 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부정어와 보편 양화사인 ‘todo(s)’의 작용역 계를 분석해보자. 보편 양

화사의 해석 역시 존재 양화사와 같은 구조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9) a. No contestó a todas las preguntas.  

b. Todos los estudiantes no entendían lo que explicó el profesor.

보편 양화사가 목 어로 쓰인 (9a)는 “(그/그녀가) 모든 질문에 답하

지는 않았다”, 즉 “일부 질문에는 답을 하고 일부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부정으로만 해석된다. 보편 양화사가 주어 자리에 

치한 (9b) 역시 “모든 학생들이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이해한 것은 아니

다”, 즉 “일부 학생은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이해했지만 다른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부정의 단일한 해석만을 갖는다. 이러한 부

분 부정 해석은 다음과 같은 기본 구조(9a')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9a')                S

       

              DP          NegP

              ｜            

           (Él/Ella)   Neg                VP   

                      ｜     

                      no                  V'

                               

                                   V            DP

                                      ｜                         

                                contestó  todas las preguntas

이러한 기본 구조에 양화사 인상이 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문장 구조

를 갖게 되어, 존재 양화사와 마찬가지로 (9a)의 목 어인 ‘todas 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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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guntas’가 부정어 ‘no’보다 넓은 작용역을 취하는 해석만을 갖는다고 

측할 수 있다.

(9a")                      S

          

          todas                      S

     las preguntasi   

                   DP           NegP

                   ｜             

                (Él/Ella)     Neg               VP   

                             ｜     

                             no                  V'

                                         

                                           V          DP

                                                  ｜          ｜              

                                        contestó        ti

그러나 보편 양화사 ‘todo(s)’의 경우 부정과 함께 등장하면 항상 부정

어보다 좁은 작용역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측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편 양화사가 주어 치에 등장하여 쓰 을 때에도 유사한 양상이 나

타난다. 즉, 주어 보편 양화사의 경우에도 양화사 인상이 용되는지 여

부에 상 없이 항상 ‘todo > no’의 작용역 해석을 지니므로 실제 이 문

장의 ‘no > todos’라는 부분 부정 해석을 설명할 수 없다.

(9) b. Todos los estudiantes no entendían lo que explicó el profe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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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b')                   S

      

          DP          NegP

                 

       todos los    Neg         VP   

      estudiantes    ｜     

                        no                 V'

                            

                                 V            DP

                                        ｜                       

                            entendían  lo que explicó el profesor

의 구조에 양화사 인상이 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형성되며, 

이 구조에서 ‘todos los estudiantes’라는 보편 양화사구가 항상 부정의 

작용역 외부에 치하기 때문에 부정어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다고 

측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보편 양화사구는 항상 부정보다 좁은 작용

역을 취하기 때문에 양화사 인상 작용이 부정과 양화사구 사이의 잘못된 

의미 해석 계를 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b")             S

      

          DP             S

       

      todos los     ti          NegP

     estudiantesi           

                         Neg          VP    

                          ｜    

                          no                   V'

                                 

                                         V           DP

                                         ｜                           

                                     entendían  lo que explicó el profe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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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에 의하면 양화사 인상은 모든 양화사구에 동일하게 용되며, 도

착 (landing site)을 선택하지 않는다. 원칙 으로 모든 양화사구는 어떠

한 (비논항) XP에도 부가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페인어의 경우 양화사의 종류(존재 양화사, 보편 양화사)와 양화사가 

문장 내에서 차지하는 치(주어, 목 어)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

며, 양화사 인상은 실제로 나타나는 작용역 계를 히 설명할 수 없

다는 한계를 갖는다.

한 양화사 인상 작용은 최소주의 로그램의 등장과 더불어 문제

을 가지게 되었다. 최소주의 로그램에 따르면 이동은 형태론  자질들

을 검하기 해서 일어난다. 따라서 만약 양화사 인상이 존재한다면 

그 역시 양화사의 자질을 검하기 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Hornstein(1999)은 실제로 의문사 자질(wh-feature)이나  자질(focus 

feature), 주제 자질(topic feature)과는 달리 양화사 자질(Q-feature)이 

명시 으로 나타나는 언어는 없으며, 이에 따라 양화사 자질은 존재하지 

않고 양화사 인상도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 다.

다음 에서는 최소주의 로그램에 입각하여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

을 설명한 Fox와 Hornstein의 이론을 살펴보도록 한다.

3.3. 최소주의  근

3.3.1. Fox(1998)의 작용역 경제성(Scope Economy) 이론

3.3.1.1. 이론  배경

Fox(1998)는 양화사 인상이 어떠한 동인이 있을 때에만 일어난다고 주

장하 으며, 이는 최소주의 로그램의 경제성 원리에 기반을 둔다. F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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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러한 기본 가정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10) Scope Economy (Fox 1998: 3)

Scope shifting operations (SSOs) can’t be semantically 

vacuous.

작용역 변화 작용은 의미  효과가 있을 때에만 일어난다.

의 가정이 말해주는 바는 양화사가 의미와 련된 목 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마다 어떤 동인이 있어야 하고, 이 동인은 형태론

인 것이 아니라 경제성에 기반을 둔 의미 인 것이라는 이다. 이러

한 가정은 모든 이동의 동인은 형태론  자질 검이라는 최소주의 이론

의 가정과는 어 나는 것이다. Fox의 가정에 따르면, 결국 이동이 반드

시 형태자질 검을 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 의해서도 일

어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이만기 2002: 174). 이 주장을 보다 구체

화하여 Fox는 아래의 에서 목 어 양화사들의 행동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11) a. A boy loves every girl. ( 의 )

  (i) There is a boy who loves every girl.

  (ii) For every girl1, there is a boy who loves her1.

b. John loves every girl. (비 의 )

  (i) There is John who loves every girl.

(11a)의 문은 주어가 목 어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질 때와, 반 로 

목 어가 주어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질 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것

을 보여 다. (11b)의 문의 경우 두 가지 작용역 계가 설정되어도 

해석에는 차이가 없다. 작용역 경제성 원리는 (11b)의 문장이 주어와 목

어의 역 작용역을 유발하는 양화사 인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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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a)의 문장과의 차이를 측한다. 즉, (11a)에서는 ‘every girl’이 IP까

지 올라갈 수 있지만, (11b)에서는 VP까지밖에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다. Fox는 이것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양화사 인상이 존재하기 때문이

라고 말한다. 그 하나는 의무  양화사 인상(obligatory QR)으로서 어떤 

양화사가 해석을 받기 해서는 명제를 성분 통어하는 자리로 최단이동

을 겪어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다른 양화사 인상은 수의  

양화사 인상(optional QR)으로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일어났을 때에 작용역 경제성(Scope Economy)을 만족시키는 양화

사 인상이라고 정의된다. 

(12) 의무  양화사 인상: 양화사 인상의 결과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QR must move a QP to the closet position in which it is 

interpretable. In other words, a QP must always move to the 

closest clause-denoting element that dominates it. (Fox 1998: 

23) 

양화사 인상은 양화사를 해석 가능한 가장 가까운 치로 이동시

켜야 한다. 즉, 양화사는 해석을 받기 해서 자신을 성분 통어하

는 최단거리로 부가 이동해야 한다. 

의무  양화사 인상을 (11)의 문장에 용하면 다음과 같다.

(13a)      IP                     (13b)        IP

      

  a boy1           VP                 John1          VP

             

         every girl2             VP             every girl2        VP    

                                                           

                         t1 loves t2                        t1 loves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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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양화사 인상은 양화사 인상 작용의 결과 의미가 변하는 것으로

서, 이는 의성을 띠는 (11a) 문장에만 용될 수 있다. 따라서 (11a) 

문장은 목 어 양화사가 수의 으로 IP에 부가될 수 있다. 

(14a)      IP                     (14b)      IP

    

  a boy1         VP               every girl2        IP

    

      every girl2        VP                 a boy1          VP    

                     t1 loves t2                      t2'           VP

                                                                       t1 loves t2

(11b) 문장은 비 의 인 문장이므로 의미  차이를 유발하지 못하여 

목 어 양화사가 수의 으로 IP에 부가될 수 없다.

(15a)     IP                      (*15b)      IP

  

  John1          VP                every girl2        IP

  

      every girl2        VP                   John1         VP    

  

                     t1 loves t2                       t2'          VP

  

                                                              t1 loves t2

(14a)와 (15a)에서 의무  양화사 인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것이 일어

나지 않으면 목 어 양화사가 해석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 양화사 인

상은 올바른 해석을 받기 해서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의무  양화사 

인상이다. 반면에 (14b)와 (15b) 에서는 (14b)만이 허가가 되는데, 

(14b)에서는 양화사 인상 작용의 결과 의미가 변화하므로 그 이동이 의



- 44 -

미에 미치는 효과가 있어서 작용역 경제성 원리를 충족시키지만, (15b)

에서는 양화사 인상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의미의 차이가 없으므로 양

화사 인상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한다.

3.3.1.2. 이론의 용

우선 부정과 존재 양화사의 의미 해석 계를 살펴보자. 존재 양화사

가 문장에서 목 어로 쓰인 경우 해석의 의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무

 양화사 인상뿐만 아니라 수의  양화사 인상도 일어나야 한다. (8)의 

문을 다시 소개한다. 

(8) a. La policía no golpeó a muchos sindicalistas.

(8a) 문에서 양화사 인상이 용되기 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16)                  TP

        

           La policía           NegP

                 

                          Neg              VP

                           ｜        

                           no   golpeó   muchos sindicalistas

이 때 의무  양화사 인상이 용되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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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TP

          

             La policía1        NegP

                  

                         Neg            VP

                          ｜       

                          no    muchos          VP

                             sindicalistas2    

                                              t1 golpeó t2

의 구조에서 존재 양화사구 ‘muchos sindicalistas’는 NegP의 작용역 

내부에 치하기 때문에(no > muchos sindicalistas) ‘많지 않은 노동조

합원’이라는 해석을 갖게 된다.  다른 의미 해석을 갖기 해서는 수의

 양화사 인상을 겪어야 하며, 이 때 목 어 양화사가 수의 으로 IP에 

부가되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

(16")                TP

     

          muchos            TP

        sindicalistas2      

                    La policía1       NegP

                              

                               Neg          VP

                                ｜        

                                no     t2'           VP

                                                

                                                 t1 golpeó t2

이 경우 ‘muchos sindicalistas’가 NegP의 작용역 외부에 치하기 때

문에(muchos sindicalistas > no) “많은 노동조합원들이 있었지만 경찰

은 그들을 때리지 않았다”라는 해석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의무  양화사 

인상과 수의  양화사 인상 작용을 통해 존재 양화사가 목 어로 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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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의 의미 해석을 히 설명할 수 있다.

이번에는 존재 양화사가 주어 치에 등장한 경우를 살펴보자. 

(8) b. Muchos ponentes no trajeron su ordenador.

(8b)의 문장에 양화사 인상이 용되기 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17)                       TP

          

                 Muchos         NegP

                   ponentes    

                            Neg           VP

                             ｜         

                             no   trajeron    su ordenador

‘Muchos’가 주어로 쓰인 경우, 의 인 해석을 갖지 않으므로 오직 

의무  양화사 인상만이 용된다. (8b)의 문에 의무  양화사 인상이 

용된 구조는 다음과 같다.

(17')                          TP

      

                Muchos          TP

                          ponentes1   

                            t1          NegP

                    

                                 Neg                   VP

                                  ｜         

                                  no   t1 trajeron su ordenador

이 경우에 주어인 ‘muchos’는 NegP의 작용역 밖에 치하여 항상 부

정어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다(muchos > no). 이는 존재 양화사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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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어와 함께 쓰 을 때 부정어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다는 사실을 잘 

설명한다. 이 듯 Fox의 작용역 경제성 원리는 존재 양화사가 주어와 목

어 치에 등장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작용역 계를 올바르게 측한

다.

반면, 보편 양화사 ‘todo(s)’가 문장에서 목 어 치를 차지하는 (9a)

의 경우, 단일한 해석만을 갖기 때문에 오직 의무  양화사 인상 작용만

이 일어날 뿐, 수의  양화사 인상 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 

(9) a. No contestó a todas las preguntas.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18)는 

보편 양화사가 목 어로 쓰 을 때의 기본 구조를 나타낸다.

(18)                   TP

          

             (Él/Ella)          NegP

                 

                        Neg             VP

                         ｜       

                         no    contestó   todas las preguntas

(9a)는 비 의 인 문장이므로 의미  차이를 유발하지 못하여 목 어 

양화사가 수의 으로 IP에 부가될 수 없다. 따라서 목 어 ‘todas las 

preguntas’는 해석을 받기 해 자신을 성분 통어하는 최단거리인 VP로 

부가 이동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 즉, 다음의 구조는 의무  

양화사 인상이 용된 경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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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TP

         

              (Él/Ella)1        NegP

                  

                         Neg            VP

                         ｜       

                         no     todas las         VP

                                   preguntas2    

                                             t1 contestó t2

이러한 구조에 따르면 ‘todas las preguntas’가 VP에 부가된다고 하더

라도 항상 부정사구(NegP)의 작용역 내부에 치하기 때문에 부정어보

다 좁은 작용역을 갖게 된다는 것을 제 로 측할 수 있다. 이번에는 

보편 양화사 주어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한다.

(9) b. Todos los estudiantes no entendían lo que explicó el profesor.

보편 양화사구가 주어로 쓰인 (9b)의 경우에도 단일한 해석만을 갖기 

때문에 오직 의무  양화사 인상만이 용된다. 우선 (9b) 문장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19)                  TP

            

          Todos los          NegP

           estudiantes      

                        Neg            VP

                         ｜         

                         no  entendían   lo que explicó el profesor

여기에 의무  양화사 인상이 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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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TP

              

     Todos los           TP

       estudiantes1        

                    t1            NegP

                            

                           Neg           VP

                           ｜     

                           no   t1 entendían   lo que explicó el profesor2

이 구조에 따르면 보편 양화사 주어는 NegP의 외부에 치하기 때문

에 부정어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보편 양화사

구는 부정어보다 항상 좁은 작용역을 갖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측이

다. 따라서 Fox의 작용역 경제성 원리 역시 보편 양화사구의 작용역 

계를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앞서 언 한 것

과 같이 Fox의 가정은 모든 이동은 형태론  자질 검을 해 일어난다

는 최소주의 로그램의 가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 어떠한 문장이 

비 의 이기 때문에 의미  차이를 유발하지 못해서 양화사구가 IP에 

부가될 수 없다는 설명은, 이미 그 문장의 해석이 비 의 이라는 것을 

알고 이러한 결과에 맞춰서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약

하다. 양화사구를 IP에 부가시키고자 할 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그 양

화사구가 IP에 부가될 수 없고 그 결과 비 의 인 해석만이 가능하다는 

식의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보편 문법에서 양화사 인상을 제거해야 하고 작용역 해석은 

격 이동의 부산물이라고 주장한 Hornstein의 이론에 해 살펴보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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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Hornstein(1999)의 격 검(Case-checking) 이론

3.3.2.1. 이론  배경 

Hornstein(1999)은 그의 논문을 통해 보편 문법(UG)에서 양화사 인상

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지배결속 이론에서 양화사 인상은 A-

치에 있는 QNP(양화사구)를 A'- 치(비논항 치)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A'- 치에서 양화사구의 상  작용역과 결속 역이 

결정된다.

최소주의 로그램에 따르면 모든 명사구는 격 검이나 다른 자질 

검과 같은 문법  요구를 만족시키기 해 이동해야 하는데, Hornstein

은 이를 통해 양화사 작용역을 설명하고자 하 다. 의미 구조는 형식  

문제에 의해 제기되는 문법 작용의 부산물로, 양화사 인상은 의미 해석 

때문에 일어난다. Hornstein은 양화사 인상 작용이 최소주의 로그램에 

합하지 않은 이유를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하 다.

우선 최소주의 로그램에서 이동은 형태론  자질을 검하기 하여 

일어난다고 가정된다. Chomsky(1995)는 양화사 인상이 존재한다면 이는 

비외  이동이며, 양화사 자질인 [quant]가 인상되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잠재  범주인 X
0max

로 부가된다고 보았다. 이 X
0max

 범주는 T나 v

로서, Chomsky는 이들이 [quant]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의

 사 자질(optional affix feature)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Chomsky 

1995: 377). 이 때 [quant] 자질은 문장의 의미 해석에 여하는 의미 자

질이며, 경제성 원리에 따라 의미  변화가 있을 경우에만 양화사 인상

이 일어난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Q-자질(Q-feature)의 존재는 경험

으로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화사 인상은 모든 이동은 형식 자질

검을 한 이동이라는 최소주의 로그램의 기본 가정에 부합하지 않는

다.8)

8) Chomsky(1995)는 양화사 인상을 형식 자질 검으로 간주하지만, Q-자질은 경험 으로 증명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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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wh-, 주제,  이동과 마찬가지로 양화사 인상은 A'-구

조를 상정하는 A'-이동이다. 그런데 양화사 인상은 다른 이동과는 달리 

양화사구를 아무 최  투사에나 부가시킬 수 있는데, 이는 Q-자질이 존

재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고유한 치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양화사 인상을 제거하는 것은 문법에서 공범주 원리(ECP)의 선

행사 지배 부분을 제거하는 출발 이다. 최소주의 로그램에서 선행사 

지배는 불필요한데, 공범주 원리는 LF A'-이동 작용을 택하는 이론에 

필수 이다. 만약 양화사 인상과 wh-인상과 같은 LF A'-이동이 제거된

다면, 선행사 지배도 필요 없게 된다.

넷째, QSI(Quantifier Scope Interpretation: 양화사 작용역 계)가 A-

연쇄(A-chain: L-related 자질을 검하는 작용으로부터 생겨나는 연쇄)

에 의존하게 된다면, 자연 언어의 QSI의  경계 제약

(clause-boundedness)이 설명 가능해진다.9)

마지막으로, LF에서 양화사 인상  기타 A'-이동을 제거하는 것은 

하  인  조건(Subjacency)이나 기생공백 인허(parasitic gap licensing)

와 같은 표면 구조 조건이 LF에서 재구성되도록 한다. 최소주의 로그

램에서는 오직 두 가지 문법 층 를 가정하는데, 이는 LF와 PF이다. 지

배-결속 이론에서 심층 구조, 표면 구조, LF, 그리고 PF에 배치되었던 

문법  조건들은 최소주의 로그램에서는 LF에 재구성된다. 그런데 양

화사 인상과 같은 LF A'-이동은 이러한 재구성 과정을 복잡하게 한다.

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는다.

9) 일반 으로 양화사는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를  경계 제약이라 부른

다. (i)의 문장에서 ‘everyone’은 ‘someone’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질 수 없다.

   (i) Someone thinks that everyone likes Mary. (*everyone > someone)

 May(1977)는 이러한 상을 하 인 조건(Subjacency)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 다. Aoun & 

Hornstein(1985)은 May의 설명이 경험 으로 부 하다고 지 하며 일반화 결속 이론

(Generalized Binding)을 제안하 다. 이는 양화사에 의해 남겨진 변항이 A'- 용사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양화사들의  경계 작용역은 결속 이론의 A 원리로부터 생되었고, 

양화사의 작용역이 A-연쇄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연 언어에서 양화사에 용되는 국부 

제약(locality condition)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Hornstein 1995: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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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사 인상의 문제   하나인 기생공백 인허와 련된 를 살펴보

도록 하자. 기생공백이란 어떤 공범주가 자신의 선행사에 의해 직  허

가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범주에 의해 기생 으로 허가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는 비논항 이동시 허가되는 변항에 의해 인허된다. Chomsky 

(1982) 이후, 기생 공백은 표면 구조(S-Structure)에서 인허된다고 가정

되어 왔다.

(20) a. which book did John read t without reviewing pg

b. *John read every book without reviewing pg

그런데 (20b)의 경우 양화사 인상은 LF에서 (20a)의 의문사 의문문과 

구조 으로 유사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게 한다.

(21) a. [which booki [John read ti [without reviewing pgi]]]

b. [every booki [John read ti [without reviewing pgi]]]

(20a)와 (20b)의 조는 기생공백의 인허가 LF가 아닌 표면 구조에서 

일어남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만약 기생공백 인허가 LF에서 일어난다면 

(21)에서 보듯이 LF에서는 두 구조가 같기 때문에 왜 (20a)는 정문인 

반면 (20b)는 비문인지를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소주의에

서는 표면 구조가 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므로 표면 구조에서 기생공

백의 인허가 발생한다고 보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Hornstein이 주장하듯이 (21b)와 같은 구조가 아  LF에 존재하지 않는

다고 본다면 해결 가능하다. 즉, 양화사 인상이 LF에서 A'- 치로 이동

하는 것이 아니라 비외 (covert) 이동을 한다고 가정하면 (21b)와 같

은 구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그럴 경우 (20a)에서 기생공백 인허 

문제를 최소주의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표면 구조가 아닌 LF로 옮겨

서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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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nstein은 최소주의 로그램의 격 이론(격 검)10)을 통해 QSI를 

설명하고자 한다. 격(Case)과 의미역(θ)을 실 하는 구조는 매우 다르다. 

GB이론에서 격과 의미역 할당 역이 동일하며 ‘지배’가 모든 핵심 인 

문법 계를 통하는 반면, 최소주의 로그램은 지배의 개념을 제거하

며 격과 의미역의 역을 분리한다.

Hornstein은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을 설명하기 하여 기본 으로 

최소주의 로그램의 배경 요소들을 채택한다.

(22) a. VP 내부 주어 가설: 어의 NP는 VP-내부에서 생성된다.

b. VP 내부에 있는 NP는 격을 검하기 해 [Spec, Agr]로 이  

   동한다. 이때 주어는 외 부(overt syntax)에서 [Spec, AgrS]  

   로 이동하고, 목 어는 LF에서 [Spec, AgrO]로 이동한다.

c. 이동은 복사와 삭제(copying and deletion)를 의미한다.

d. LF는 유일한 구조화된 문법 층 이고, 모든 문법 조건은 LF에  

   서 일어난다.

  (23) Q1이 Q2를 성분통어 할 때에만 QNP Q1이 QNP Q2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진다.

  (24) C-I 합면(interface)에서 A-연쇄는 오직 하나의 구성 성분만

을 지닌다.

(24)에 따르면 A-연쇄에서 하나의 copy만을 제외한 모든 copy는 지워

져야 한다.

(25) someone attended every seminar

(25)의 문은 의 이다. 이 경우, 부정 주어(indefinite subject)나 보

편 양화 목 어  하나가 더 넓은 작용역을 가질 수 있다. ‘Someone’은 

10) 이는 Chomsky(1992)의 일치소에 기반을 둔 체계(Agr-based system)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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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부에서 주격을 검하기 해 [Spec, AgrS]로 인상되고, ‘every 

seminar’는 격을 검하기 해 [Spec, AgrO]로 이동한다. 이러한 이

동 과정을 통해 각각의 copy가 남게 되고, (24)에 따라 두 개의 A-연쇄 

 하나의 copy는 지워지고 단 하나의 copy만 남아있게 된다. 이 남아있

는 copy가 상  작용역을 결정한다. 다음의 구조에서 (26a-c)는 

‘someone’이 ‘every seminar’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고, (26d)는 그 반 의 

작용역을 갖는다.

(26a)   AgrS                   (26b)   AgrS   

   

 someone       TP               someone      TP     

   

          T        AgrO                  T        AgrO

   

       every seminar        VP         every seminar       VP

   

               someone       attended           someone    attended 

                           every seminar                  every seminar

(26c)    AgrS                   (26d)   AgrS   

    

 someone       TP               someone       TP     

    

           T        AgrO                T         AgrO

    

        every seminar       VP           every seminar     VP

                  someone     attended          someone    attended 

                             every seminar                every seminar

(26)의 구조를 통해 양화사 인상 작용 없이 최소주의 로그램의 A-

연쇄 구조로 양화사구의 상  작용역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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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최소주의 로그램은 형태론  격과 일치 자질을 의미역 자질(θ

-properties)로부터 분리한다. 격은 어휘 shell 밖에서 지정어-핵

(spec-head) 계에 의해 검되고, 의미역 할당의 역은 외곽 동사구

(VP-shell)이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 의  표 인 (25)의 양화사 작용

역을 양화사 인상 작용 없이 A-연쇄 구조만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몇 가지 경험  이 을 갖는다. 우선 인상 구문(raising 

construction)과 통제 구문(control construction)에서 나타나는 작용역 

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27) a. Someone seemed to attend every seminar.  

b. Someone hoped to attend every seminar. 

(27a)에서 ‘every seminar’는 ‘someone’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으나(every > someone), (27b)에서는 그 지 않다

(someone > every). LF에서 삭제가 일어나기 , (27a)는 형 인 인상 

구조를, (27b)는 통제 구조를 지닌다. Copy가 삭제되기  (27a)와 (27b)

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28) a. [TP Someone [T [seem [AgrSP someone [to [AgrOP every        

    seminar [VP someone [attend every seminar]]]]]]]]

b. [TP Someone [T [VP someone [V' hope [CP PRO [to [AgrOP     

    every seminar [VP PRO [attend every seminar]]]]]]]]]

이 때 삭제 과정을 통해 (27a)에서 ‘every seminar’의 copy에 의해 성

분 통어되는 ‘someone’의 copy가 생겨나게 된다.

(29) [Someone seemed [someone to [every seminar [someone 

attended every semin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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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의 구조를 통해 ‘every seminar’가 ‘someone’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 해석을 지니지만, (28b)의 경우 ‘someone’이 ‘every seminar’보다 언

제나 구조 으로 높은 곳에 치하여 이러한 해석을 가질 수 없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30) a. [Someone [T [someone [hope [PRO [to [every seminar [PRO  

   [attend every seminar]]]]]]]]]

b. [Someone [T [someone [hope [PRO [to [every seminar      

   [PRO [attend every seminar]]]]]]]]]

c. [Someone [T [someone [hope [PRO [to [every seminar [PRO  

   [attend every seminar]]]]]]]]

d. [Someone [T [someone [hope [PRO [to [every seminar [PRO  

   [attend every seminar]]]]]]]]]

이처럼 상  작용역이 A-연쇄 구조를 입증하고 삭제 이후 상  

성분통어를 반 한다면, 인상 구문에서는 주  주어가 종속  목 어보

다 낮은 작용역을 가지지만, 통제 구문에서는 그 지 못하다는 것을 

악할 수 있다.

한 격 검을 통해 외  격 표시 구문(ECM: (31a))과 시제 표시

된 QSI 구문(31b)을 설명할 수 있다. 

(31) a. someone expected every Republican to win

b. someone expected that every Republican would win

(31)의 는 QSI가 시제 표시된(Tensed-S) 조건에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 다. (31a)는 외  격 표시 구문(ECM)으로, 내포된 주어가 LF에

서 격을 검하기 해 주 의 [Spec, AgrO]로 인상된다(e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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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ublican > someone 가능). (31b)의 내포된 주어는 주격을 표시하는

데, 이 주격은 내포 의 [Spec, AgrS]에서 검되므로, 주 의 주어 

‘someone’이 넓은 작용역을 지닐 수밖에 없다. (31)의 LF 삭제  구조

는 각각 다음과 같다.

(32) a. [AgrS someone [AgrO every Republican [VP someone [expected  

   [AgrS every Republican [VP every republican to win]]]]]]

b. [AgrS someone [VP someone [expected [AgrS every Republican  

   would [VP every Republican win]]]]]

이 때 (32a)의 경우 ‘someone’의 copy와 ‘every Republican’의 copy가 

교차되어 ‘every Republican’이 ‘someone’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질 수 있

지만, (32b)의 경우 (28b)와 마찬가지로 오직 ‘someone’이 ‘every 

Republican’보다 넓은 작용역만을 갖는다. 이처럼 격 연쇄를 통하여 이러

한 작용역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한 격 검 이론은 다양한 결속 상을 설명한다. 우선 명사 결속

에 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33) a. someone played every piece of music you knew

b. someonei played every piece of music hei knew

(33)의 문에서 (33a)는 의 이지만(someone > every, every > 

someone의 작용역 계가 모두 가능), (33b)에서 ‘he’가 ‘someone’에 의

해 결속되면 단 하나의 해석(someone > every)만이 가능하다. 이는 다

음과 같은 구조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34) a. [AgrS someone [T [AgrO [every piece of music he knew] [VP    

   someone [VP played every piece of music he 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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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grS someonei [T [AgrO [every piece of music hei knew] [VP   

   someone [VP played every piece of music he knew]]]]]

c. [AgrS someonei [T [AgrO [every piece of music hei knew] [VP   

   someone [VP played every piece of music he knew]]]]]

(34a)는 (33b)의 삭제  LF 구조를 나타낸다. 명사가 결속된 것으

로 해석되기 해서는 반드시 LF에서 선행사에 의해 성분 통어 되어야 

한다. 이는 ‘someone’이 ‘every’ 구를 성분 통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따라서 (34b, c)처럼 ‘someone’이 ‘every’ 구를 성분 통어하는 구조가 

도출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33b)에서 ‘someone’이 항상 ‘every’ 구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게 된다.

이러한 자료는 양화사 인상 작용을 통해 QSI를 나타내는 이론에서는 

설명될 수 없다. Chomsky는 A'-연쇄가 LF에 있는 A'- 치의 제한자

(restrictor)를 최소화한다고 주장하 는데, 이는 양화사 인상 작용으로 

하여  원형 양화사(bare Q)를 이동시키게 한다. 이는 (35)에 제시된 구

조를 법하게 만드는데, 이는 곧 명사 ‘he’가 변항 tj에 의해 결속되고 

‘some’은 ‘every’에 의해 성분 통어가 가능하게 되어11) ‘every’가 ‘some’

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질 수 있도록 잘못 측하게 한다(Hornstein 

1999: 53).

(35) [IP everyi [IP somej [IP tj [VP [tj one] played [ti piece of music   

       he knew]]]]

다음으로 용사 결속 상에 해 살펴보겠다.

11) Chomsky argues that A'-chains minimize the restrictor in A'-position at LF. In effect, 

this forces QR to move bare Qs. But if just bare Qs move, then (35) is legitimate LF 

structure where the pronoun can be bound by the variable tj while some is c-commanded 

by e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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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a. someone seemed (to Bill) to be reviewing every report 

b. someonei seemed to hisi boss to be reviewing every report 

c. someonei seemed to himselfi to be reviewing every report

(36a)와 같은 인상 구문에서 ‘someone’은 내포된 ‘every’ 구의 작용역 

내부에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every > someone). 그러나 인상된 

주어가 주 의 명사나 용사를 결속한다면 이러한 해석은 사라지고, 

‘someone’은 (36b, c)의 문에서처럼 반드시 ‘every’ 구보다 넓은 작용역

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someone > every). 이러한 사실은 (37)

의 구조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37)에서 ‘someone’이 주 의 명사나 

용사를 결속한다면, 내포된 copy는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이는 

‘every’ 구가 ‘someone’을 성분통어 할 수 없게 만들며, ‘someone’은 반드

시 ‘every’ 구의 외부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37) a. [someonei seemd to hisi boss [someone to be [every report   

   [someone reviewing every report]]]]

b. [someonei seemd to himselfi [someone to be [every report    

   [someone reviewing every report]]]]

마지막으로 부가어 결속에 한 설명이다.

(38) a. someone serenaded every woman

b. someone reviewed every brief

c. someonei serenaded every woman before hei left the party

d. I got someone to review every brief without leaving the 

office

(38a, b)의 문은 의 이지만, ‘someone’이 부가어의 내포  주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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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속하는 (38c, d)의 문은 더 이상 의 이지 않다. 부가어는 일반

으로 VP나 그보다 더 높은 치에 부가한다고 가정되어 왔다. 

‘Someone’이 부가어를 결속한다면 동사구(VP-shell) 내부에 있는 copy는 

부가어를 성분 통어할 수 없으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Spec, 

AgrS]에 있는 copy가 ‘someone’의 작용역을 결정한다.

(39) a. [AgrS someonei [T every woman [VP [VP someone serenaded   

   every woman] [before hei left the party]]]]

b. [AgrS someonei [T to [AgrO every brief [VP [VP someone       

   review every brief] [without PROi leaving the office]]]]]

(39)에서 보듯이 ‘every’의 copy가 ‘someone’을 성분 통어하지 못하므

로 ‘someone’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질 수 없다. Hornstein에 따르면 이

러한 결속 상은 지배-결속 이론에서의 양화사 인상 작용으로는 제

로 설명되지 않는다. 양화사 인상에서 상  양화사 작용역(relative 

quantifier scope)은 A'-연쇄의 A'- 치에 민감한 반면, 결속은 A-연쇄

의 A- 치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ornstein의 격 검 이론을 통해 양화사구

의 작용역 해석을 비롯한 다양한 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최소주의 

로그램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며, 앞서 지배결속 이론에 기반을 둔 양

화사 인상 작용이 설명하지 못했던 다양한 통사 상을 설명할 수 있다

는 에서 의의를 갖는다.

3.3.2.2. 이론의 용

이 에서는 격 검 이론이 스페인어 문장에 어떻게 용될 수 있는

지 살펴본다. Chomsky(1986)는 문장 내의 주어의 치를 IP의 지정어

(Specifier: Spec) 치([Spec, IP])로 설정하 다. 이후 IP는 시제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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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와 일치소구(AgrP)로 분리되었으며, 일치소구는 다시 주어 일치소

구(AgrSP)와 목 어 일치소구(AgrOP)로 분리된다. Koopman & 

Sportiche(1991)와 Speas(1986)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동사구 내 주어 

가설에 의거하여 문장의 의미상의 주어는 동사구 내부에서 생성된다고 

주장하 고, 이후 NP-이동에 의하여 IP의 Spec 치로 이동되는 방식을 

취하 다. 이 때 Agr 투사 구조에서 부정사구인 NegP는 AgrSP와 

AgrOP 사이에 치하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AgrP와 NegP는 

기본 으로 다음과 같은 계를 형성한다.

(40)        AgrSP

          

                     NegP

                

                            AgrOP

                        

                                                VP

                             

                               DP(주어)              V'

                                   

                                          V        DP(목 어)

 

존재 양화사가 목 어 치에 등장한 경우, 의미상의 주어는 VP의 

Spec 자리에서 생성되어 AgrSP의 Spec 치로 이동하고, 목 어는 V'

의 보충어 자리에서 생성되어 AgrOP의 Spec 자리로 이동하며 각각의 

copy를 남긴다. 이동을 겪은 후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8) a. La policía no golpeó a muchos sindicalis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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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AgrSP

         

      La policía       NegP

                

                  no          AgrOP

                        

                       muchos          VP

                    sindicalistas    

                               La policía        V'

                                    

                                                         V          muchos

                                                   ｜        sindicalistas

                                         golpeó  

이 구조에 따르면, 존재 양화사구 ‘muchos sindicalistas’의 어떠한 

copy가 지워지든지 구조 으로 NegP보다 아래에 치하게 되어 부정어

보다 좁은 작용역을 갖는 것으로 측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 

양화사구가 부정어와 함께 쓰일 때에는 부정어보다 좁은 작용역을 갖는 

해석(no > muchos)과 넓은 작용역을 갖는 해석(muchos > no) 모두를 

가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측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격 검 이론은 존재 양화사가 목 어로 쓰인 경우의 작용역 계를 

제 로 설명하지 못한다.

존재 양화사가 주어로 쓰인 경우, 마찬가지로 주어는 AgrSP의 Spec 

치로, 목 어는 AgrOP의 Spec 치로 이동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

(8) b. Muchos ponentes no trajeron su orden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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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grSP

         

        Muchos        NegP

             ponentes        

                   no         AgrOP

                        

                      su ordenador          VP

                                 

                                Muchos                 V'

                                          ponentes     

                                            V       su ordenador

                                                             ｜

                                         trajeron        

이 구조에 따르면 주어 존재 양화사구 ‘muchos ponentes’는 AgrSP의 

Spec 자리와 VP의 Spec 자리에 치할 수 있다. [Spec, AgrSP]에 치

한 존재 양화사구는 NegP보다 구조 으로 높은 치를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주어가 부정어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게 되는데, 이는 올바른 

측이다. 그러나 [Spec, VP]에 치하는 존재 양화사구의 경우, NegP보다 

낮은 곳에 치하여 부정보다 좁은 작용역을 갖게 된다. 따라서 격 검 

이론은 양화사구가 두 가지 의  해석을 가질 수 있다고 측한다. 그

러나 실제로 존재 양화사구가 주어 치에 등장한 경우 부정어보다 넓은 

작용역만을 갖게 되므로 이는 잘못된 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듯 격 

검 이론은 존재 양화사구와 련하여 주어 치와 목 어 치에서의 

작용역 계를 제 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보편 양화사구가 목 어로 쓰인 경우, 존재 양화사구와 마찬가지

로 이동을 겪게 되어 다음과 같은 구조를 형성한다.

(9) a. No contestó a todas las pregun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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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AgrSP

         

        (Él/Ella)        NegP

         

                   no          AgrOP

          

                        todas las         VP

                        preguntas      

                                 (Él/Ella)             V'

                                   

                                             V        todas las

                                             ｜       preguntas

                                          contestó 

의 구조는 목 어인 보편 양화사구 ‘todas las preguntas’의 copy가 

항상 부정어구보다 낮은 곳에 치하기 때문에([Spec, AgrOP] 혹은 V의 

보충어 치) 부정어보다 좁은 작용역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

제로 보편 양화사구는 치에 상 없이 항상 부정어보다 좁은 작용역을 

가지므로 올바른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보편 양화사구가 주어로 쓰이는 경우, 존재 양화사구와 마찬가지로 이

동을 겪게 되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게 된다.

(9) b. Todos los estudiantes no entendían lo que explicó el profe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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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AgrSP

      Todos los        NegP

        estudiantes       

                   no          AgrOP

                   

                    lo que explicó              VP

                     el profesor  

                                 todos los               V'

                                estudiantes  

                                             V      lo que explicó

                                             ｜       el profesor

                                          entendían 

이 구조에 따르면 주어 보편 양화사구는 [Spec, AgrSP]와 [Spec, VP]

에 치할 수 있다. 보편 양화사구가 [Spec, VP]에 치하는 경우 NegP

보다 구조 으로 아래에 치하여 좁은 작용역을 갖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보편 양화사구가 [Spec, AgrSP]에 치한다면 NegP

의 외부에 치하므로 부정어보다 넓은 작용역도 가져야 할 것이나 사실

은 그 지 못하다. 따라서 격 검 이론은 보편 양화사구가 주어로 쓰

을 때의 작용역 계 역시 제 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Hornstein은 Diesing(1992)의 논리를 받아들여 한정 논항(definite 

argument)은 LF에서 반드시 외곽 동사구(VP shell) 외부에 치해야 한

다12)고 주장하 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한정 인 특성을 갖는 보편 

12) A definite argument must be outside the lexical shell at LF. (Hornstein 1999: 66)

한정 논항은 LF에서 반드시 VP shell 외부에 치하여야 한다.

Diesing(1992)에 따르면 비한정  명사구(indefinite NP)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i) a. A student needs help.

b. ∃x [student (x) & need help (x)]

    (ii) a. A student usually needs help.

b. Mostx, student (x) [need help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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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두 문장은 모두 비한정  명사구 ‘a student’가 사용되었지만 각각의 경우 명사구의 해석

이 다르다. (ia)에서는 a student가 존재 (existential)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반면, (iia)에서는 부

사 ‘usually’에 의해 도입되는 운용자(operator) MOST에 의해 명사가 수량화되므로 ‘a student’

가 존재 으로 해석될 수 없다. 이와 같이 비한정 인 명사구가 양화 가변성을 보인다는 사실

에 근거하여 Kamp(1981)와 Heim(1982)은 비한정 인 명사가 내재 으로 수량화되는 것이 아

니라 단지 논리 표 에 변수를 도입할 뿐이고, 이 변수는 결속되어야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즉, 비한정 인 명사구의 해석은 어떤 양화사가 변수를 결속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iii) a. A man owns a llama.

b. (∃x, y) [x is a man ∧ y is a lama ∧ x owns y] (Diesing 1992: 6)

    의 문장에서 비한정  명사구 ‘a man’과 ‘a llama’는 문장에 변수(x와 y)를 도입하고, 이 변

수들은 어떤 다른 운용자에 결속됨으로써 수량화되어야 한다. 이 경우 문장에는 양화력을 갖는 

다른 운용자가 없으므로 변수들은 추상 인 존재 양화사에 의해 결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추상

인 존재 양화사는 결속되지 않은 변항이 나타나는 것을 지하면서 문장을 존재 으로 종결

한다(existential closure). 

    양화사가 포함된 문장이 해석되기 하여 문장은 양화사(quantifier), 제한 (restrictive 

clause), 그리고 핵 작용역(nuclear scope)으로 구성되는 삼원 구조를 형성한다. 양화사는 제한

에 해 작용역을 가지므로 제한  내에 있는 자유 변항을 결속하고, 존재 운용자는 ‘존재  

종결’의 용으로 핵 작용역 내에 결속되지 않고 남아 있는 모든 자유 변항들을 결속한다. 

    문장이 어휘 인 양화사를 갖는 경우에 양화사는 제한 에 해 작용역을 갖는다.

    (iv) a. Every llama ate a banana.

b. Everyx [x is a llama] (∃y) y is a banana ∧ x ate y

           양화사     제한                핵 작용역

    문 (iv)에 사용된 ‘every’와 같은 양화사의 요한 자질은 그들이 제한 집합에 해 양화력

을 갖는다는 것이다. 의 문장에서 양화사 ‘every’는 모든 것(thing)에 해서가 아니라 ‘llama’

인 모든 것에 해서 양화력을 갖는다. 의 문장에서 명사구에 의해 도입된 변수들은 결속되

어야 하는데, 우선 양화사 ‘every’가 제한 에 있는 모든 변수(x)를 결속하고, 그 다음에는 추상

인 존재 양화사가 핵 작용역에서 결속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추상 인 존재 양화사가 핵 작

용역에서 결속되지 않고 남아 있는 변수들(a banana에 의해 도입된 변수 y)을 결속한다. 이처

럼 비한정  명사구는 변수로 표 되고, 이들은 ‘존재  종결’에 의해서 추상 인 운용자에 의

해 결속되거나 는 양화사 ‘every’와 같은 외 인 운용자에 의해 결속된다.

    Diesing의 사상 가설(Mapping Hypothesis)은 통사구조와 논리표 의 형성 사이에 직 인 

계를 설정한다. 

    (v) Firemen are available.

    의 문장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주어가 존재 으로 해석될 때에는 “There are 

firemen available at some point in time”으로 해석되며, ‘firemen’의 기질을 총칭 으로 해석할 

때에는 “It is a necessary property of firemen that they be generally available for fighting 

fires”로 해석된다(Diesing 1992: 18-19). 이처럼 하나의 문장은 해석에 따라 서로 다른 문장 도

출 과정을 겪는다. 사상 가설에 따르면 VP 내부의 요소만이 핵 작용역으로 사상되므로, 명사구

가 존재 인 해석을 받기 해서는 VP 내에 머물러야 하며, 제  혹은 총칭 으로 해석되기 

해서는 VP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 즉, 스스로 양화력을 갖지 못하는 모든 존재 , 비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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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사구는 항상 동사구(VP)의 외부인 AgrSP나 AgrOP에 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AgrOP로 이동하는 목 어 보편 양화사구의 경우 NegP의 

아래에 치하므로 항상 부정보다 좁은 작용역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지

만, AgrSP로 이동하는 주어 보편 양화사구의 경우 부정보다 넓은 작용

역을 갖는 것으로 잘못 측한다. 보편 양화사구의 경우 문장 내의 치

에 계없이 항상 부정보다 좁은 작용역을 가지므로, Hornstein의 논리

는 보편 양화사구의 작용역 계를 히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

는다.

3.4. 연구 분석의 함의

본 장에서는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과 련된 생성문법 이론에 해 

살펴보고, 스페인어의 존재 양화사구와 보편 양화사구가 부정어와 함께 

쓰인 문장이 이러한 생성문법 이론의 틀 안에서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

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지배-결속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May(1977, 

1985)의 양화사 인상과 최소주의 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Fox(1998)의 

작용역 경제성 이론, Hornstein(1999)의 격 검 이론 모두 스페인어 자

료를 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ay의 이론은 A-

치에 있는 양화사구를 A'- 치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이동 후의 양화

사구의 구조  치를 통해 작용역 계를 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

한 원리는 명사구의 격 검이나 다른 자질 검과 같은 문법  동인으

로 인한 이동만을 허락하는 최소주의 로그램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 최소주의 로그램에 따르면 이동은 형태론  자질을 검하기 해 

일어난다고 가정되지만 양화사구 자질의 존재는 제 로 입증되지 않았으

며, 자질 검과 련되지 않은 이동이라는 에서 비 을 받았다. 따라

서 최소주의 로그램을 연구하는 언어학자들은 보편 문법에서 QR을 제

명사구는 구조가 분기된 후 VP 내부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핵 작용역, VP에만 용되는 ‘존

재  종결’ 작용에 의해 존재 인 해석을 받을 수 있다(cf. 김연수 200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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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Fox의 이론은 기본 으로 의미  효과가 있을 때에만 작용역 변화 작

용이 일어난다는 을 취하며, 양화사구 해석의 의성 여부에 따라 

의무  QR과 수의  QR을 설정하여 양화사구의 작용역 계를 설명하

고자 하 다. 그러나 이러한 설정은 명사구의 이동이 QR과 마찬가지로 

형태자질 검이 아닌 의미 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 이론 내  

한계를 지닌다.

Hornstein은 보편 문법에서 QR을 제거하고자 하 고, 최소주의 로

그램의 기본 가정을 받아들여 VP 내부에 있는 명사구는 격을 검하기 

해 [Spec, Agr]로 이동한다고 주장하 다. 문장의 주어는 [Spec, 

AgrSP]로 이동하고, 목 어는 [Spec, AgrOP]로 이동한다. 이 때 이동은 

복사와 삭제를 의미하며, C-I 합면에서 A-연쇄는 오직 하나의 구성 

성분만을 지니므로 하나의 copy만을 제외한 모든 copy가 삭제된다. 따라

서 격 검을 해 [Spec, Agr]로 이동한 명사구는 이동 과정에서 각각

의 copy를 남기게 되고, A-연쇄의 형성으로 생겨난 두 copy 에서 남

아있는 copy가 상  작용역을 결정하게 된다. 한 Diesing의 논리를 

수용하여 한정 논항(definite argument)은 항상 동사구의 외부에 치해

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로는 스페인어의 보편 양화사구가 

주어 자리에 치했을 때에도 부정보다 좁은 작용역을 갖는 상을 제

로 설명할 수 없다. 한 Diesing의 논리에 따르면 “Everyone loves 

someone”과 같은 의 인 문장이 단일한 해석만을 갖는다고 잘못 측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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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AgrSP

        

         everyone      AgrOP

                 

                   someone             VP

                       

                          everyone                V'

                             

                                       V       someone

                                                   ｜

                                      loves

와 같은 구조에서 보편 양화사구인 ‘everyone’은 한정 논항이므로 동

사구 내부에 치할 수 없다. 따라서 동사구 내부에 있는 ‘everyone’의 

copy가 지워지면 AgrSP의 Spec 치에 있는 copy만이 남아있을 수 있

다. 따라서 [Spec, AgrOP]에 치하는 ‘someone’이나 V의 보충어 치

에 등장하는 ‘someone’  어느 copy가 지워지더라도 ‘everyone’보다 넓

은 작용역을 가질 수 없게 되어 항상 “모든 사람이 각기 다른 군가를 

사랑한다(everyone > someone)”의 해석만을 갖게 된다고 측한다.

(46)             AgrSP

         everyone       AgrOP

                   someone       VP

                          everyone             V'

                                     V        someone

                                          ｜

                                    loves         (everyone > some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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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측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로 이 문장이 의 으로 

해석된다는 에서 Diesing과 Hornstein의 논의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Hornstein은 이러한 문제 에 해  지 하지 않고 있다.

한 이만기(2013)에서 언 되었듯이, Hornstein(1999)의 양화사 해석 

제안은 Agr에 바탕을 둔(Agr-based Case system) 구-이동을 통한 격 

검 메커니즘이다. 이는 재 최소주의 로그램에서 취하고 있는 

Agree 일치 이론(제자리 격 검)이나 Agr 기능핵 투사 배제와 같은 메

커니즘과는 상충되는 것이다. 를 들어, 목 어 DP의 격은 제자리에

서 v와 Agree를 통해 검된다. AgrOP의 지정어로의 LF-구 이동은  

최소주의 체계에서는 수용될 수 없는 제안이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한 이론들은 양화사구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보편 양화사와 존재 양화사의 의미 해석을 단일하게 분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보편 양화사와 존재 양화사의 작용역 계의 비 칭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닌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

기 하여 양화사구의 종류에 따른 작용역 계의 가능성에 해 논하도

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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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을 한 제안

앞 장에서는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과 련된 생성문법 이론이 스페

인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살펴보았고, 각각의 이론이 가지는 한계

에 해 알아보았다. 앞 장에서 제시된 이론들은 양화사구의 종류를 세

분화하지 않고 단일하게 분석하여 보편 양화사구와 존재 양화사구가 부

정어와 련하여 가지는 작용역의 비 칭성을 하게 설명하지 못했

다. 이 장에서는 양화사구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의 양화사구가 LF에

서 상이한 통사  치를 차지하며, 이러한 치에 따라 작용역이 결정

된다는 것을 제안하려 한다. 이를 해 양화사구의 종류와 그에 따른 작

용역 치를 세분화 한 Beghelli & Stowell(1997)의 제안을 분석하고, 분

석 결과 발생하는 상들에 해 연구한다.

4.1. 존재 양화사구의 해석

4.1.1. Beghelli & Stowell(1997)의 제안: 양화사구의 세분화

Beghelli & Stowell(이하 B & S, 1997)은 생성 문법에서 양화사의 작

용역과 련하여 일반 으로 제되는 두 가지 기본 가정을 수용한다. 

그것은 양화사의 작용역이 LF에서 성분 통어 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과, 양화사구는 LF의 생 과정에서 자신의 작용역 치로의 이동을 

통해 작용역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B & S는 모든 양화사구가 동

일한 작용역 가능성을 갖는다는 가정(작용역 동일성)은 수용하지 않는

다.

(1) 양화사 작용역 할당의 동일성 (Scope Uniformity)

Quantifier Raising(QR) applies uniformly to all QPs. Neither QR 

nor any particular QR is landing-site selective; in principle,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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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 can be adjoined to any (non-argument) XP.

양화사 인상(QR)은 모든 양화사구에 동일하게 용된다. 양화사 

인상의 상이 되는 양화사구는 도착 (landing site)을 선택하지 

않는다. 원칙 으로 모든 양화사구는 어떠한 (비논항) XP에도 부

가될 수 있다.

B & S는 다양한 종류의 양화사구는 다양한 작용역의 가능성을 갖는

다고 주장한다. 즉, 양화사구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특정 종류의 양화사구

는 자신의 격 치(Case position)에서 작용역을 취하는 반면, 다른 종류

의 양화사구는 다양한 LF 작용역 치로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May(1977, 1985)는 모든 양화사구가 LF에서 양화사 인상 과정을 겪는다

고 보았고, Hornstein(1995)은 주어진 양화사구의 A-연쇄(A-chain)가 그 

양화사구의 가능한 작용역 치가 된다고 보았다. 이 때 가능한 작용역 

치는 Spell-Out 때에 양화사구에 의해 차지된 격 치와 양화사의 의

미역 치(θ-position)를 포함한다.

B & S가 제안한 양화사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의문 양화사구

(Interrogative QP: WhQP)가 있다. ‘What, which man’ 등이 의문 양화

사구에 해당하며, 이들은 의문 자질인 [+Wh] 자질을 갖는다. 두 번째로 

부정 양화사구(Negative QP: NQP)는 어의 ‘nobody, no man’과 스페

인어의 ‘nadie’ 등을 포함하며, 이들은 부정 자질인 [+Neg] 자질을 갖는

다. 그 다음으로 분배-보편 양화사구(Distributive-Universal QP: DQP)

는 ‘every, each’와 결합하는 단수 명사를 포함한다. 분배-보편 양화사구

는 [+Dist(ributive)] 자질과 [+Univ(ersal)] 자질을 갖는다. 수량사

(Counting QP: CQP)에는 ‘few, fewer than five, at most six’와 같이 한

정사와 함께 쓰이는 양화사구와 기수 표 (more than five, between six 

and nine, more (students) than (teachers) 등)이 해당한다. 이들은 제자

리(in situ)에서 작용역을 취하는 등 매우 국부 인 작용역을 지니며 특

정한 해석을 거부한다. 마지막으로 집단 양화사구(Group-denoting Q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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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사구의 종류 시 련 자질

의문 

양화사구(WhQP)
 what, which man [+Wh]

부정 양화사구(NQP)  nobody, no man [+Neg]

분배-보편 

양화사구(DQP)
 each, every

[+Dist], 

[+Univ]

수량사(CQP)

 few, fewer than five, at most six,   

more than five, between six and nine, 

more (students) than (teachers)

-

집단 양화사구(GQP)
 some, several, two students, three 

students, the students
[+group ref]

GQP)는 불특정 양화사인 ‘a, some, several’과 원형 수량 양화사(bare 

numeral QP)인 ‘two students, three students’, 그리고 특정 양화사인 

‘the students’를 포함한다. GQP의 가장 근본 인 자질은 집단(group)을 

표시하는 것이다. 일반 으로 GQP는 에서 가장 넓은 작용역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불특정 양화사구나 원형 수량 양화사는 CQP처럼 기

능하며 매우 국부 인 작용역을 갖기도 한다. 이러한 내용을 간단히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Beghelli & Stowell의 양화사구 분류>

이러한 다양한 양화사는 고유한 작용역 치를 갖는다. 양화사의 종류

에 따른 작용역 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의문 양화사구는 CP의 지정

어 자리([Spec, CP])에 치한다. 의문 양화사구의 [+Wh] 자질은 의문 

운용자 Q와 핵-지정어 일치(Spec-Head Agreement)를 통해 검된다. 

부정 양화사구는 [Spec, NegP]에 치한다. 이 양화사구의 [+Neg] 자질

은 Neg°와 핵-지정어 일치를 통해 검된다. 분배-보편 양화사구는 

DistP의 지정어 자리에 치하며, DistP는 AgrSP의 아래에 치한다. 

한편, GQP는 다양한 작용역 치를 가질 수 있다. 우선 지시 으로 독

립 인 GQP(referentially independent GQP)는 CP 에 있는 RefP의 지

정어 자리에 치하며, 에서 작용역을 포함하는 다른 요소보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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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넓은 작용역을 가진다. 한 불특정 GQP나 원형 수량사 GQP, 

는 외부 으로 결속된 변항(externally bound variable)을 포함하는 양화

사구는 DistP 아래에 있는 ShareP의 지정어 자리에 치한다. 이 자리에 

치하는 GQP는 의존 인 특정 지시 상(‘dependent’ specific 

reference)으로 해석된다. 특정 부정 GQP(specific indefinite GQP)는 

[Spec, ShareP]나 [Spec, RefP]의 자리를 차지하는 반면, 특정 한정 

GQP(specific definite GQP)는 [Spec, RefP]에 치한다. 불특정 GQP나 

원형 수량사 GQP는 격 치(in situ)에서 작용역을 취할 수 있으며, 이 

때 CQP처럼 불특정하게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수량사는 특정하게 해석

되지 않으며, 격 치에서 제자리의 작용역을 취한다(B & S 1997: 

74-75). 이러한 양화사구의 치와 작용역 계는 (2)의 그림에 표 되어 

있다.13)

(2)          RefP

       GQP         CP

            

            WhQP        AgrSP

                     CQP         DistP

                             DQP       ShareP

                                    GQP        NegP

                                           NQP       AgrOP

                                                  CQP        VP

                                                               ...

13) 이러한 기능 범주의 세분화는 Chomsky가 제시한 최소주의 로그램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으나, 기능 범주를 세분화하지 않고서는 양화사구의 종류에 따라 다른 작용역 

해석을 히 설명할 수 없다는 에서 불가피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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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WhQP와 NQP의 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RefP의 지

정어(Spec) 치는 주제(topic) 치와 유사하고, 특정 언어에서 DQP는 

DistP의 지정어 치로 외 으로 이동할 수 있다. B & S가 제안하는 

체계에서 DQP와 GQP가 자신의 작용역 치로 이동하는 것은 각각의 

양화사 종류와 련된 자질을 검하기 한 것이다. 따라서 B & S의 

제안은 작용역 할당 검 이론(checking theory of scope assignment)으

로 표 될 수 있다.

WhQP는 C°에 치한 Wh-운용자(Wh-operator)와의 지정어-핵 일치

(Spec-Head agreement)를 통해 [+Wh] 자질을 검하며, NQP는 NegP

의 지정어 치에서 Neg°에 있는 부정 운용자와의 일치를 통해 [+Neg] 

자질을 검한다. 이러한 자질 검은 다른 양화사구에도 용될 수 있

다. DQP는 Dist°에 치한 분배 운용자(distributive operator, ∀)와의 

일치를 통해 [+Dist] 자질을 검받고, GQP는 존재 운용자-핵(∃)과 

[+group ref] 자질을 검한다. 이 때 존재 운용자-핵은 Share°나 Ref°에 

치할 수 있다. 따라서 (2)에 제시된 계는 운용자의 계에 상응한다. 

이러한 상은 Chomsky(1998, 1999)의 제안에 따라 이들 양화사 기능핵

들이 수의 인 EPP(optional EPP) 자질을 지녀 기능핵의 지정어 치로 

수의 인 이동 상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즉, 이들 개별 

QP들의 지정어 치는 수의  이동에 의해 INT 의미효과가 발생하는 

자리라고 가정한다면, 양화사구의 이동 상은 의미 해석을 한 이동이 

아니라 수의  EPP 자질을 검하기 한 이동이 되며, 그 결과 INT 

의미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cf. 이만기 2002: 173). B & S에 따

르면 작용역이란 일치 과정의 부산물일 뿐이다. 이러한 가정에 따르면 

다양한 양화사구의 하  범주는 부차 인 기능을 실 한다. GQP는 단일

한 착지 을 갖지 않는다: 한정사(definite)는 형 으로 RefP의 지정어 

자리에 치하고, 수량사와 부정사는 RefP나 ShareP로 이동할 수 있다. 

GQP가 술어의 논리  주어로 쓰이면 Ref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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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그 지 않은 경우에는 ShareP의 지정어 자리에 치한다. 만약 부정 

GQP가 [+group ref] 자질을 지니지 않는다면, 그것은 CQP처럼 기능하

여 LF에서 자신의 격 치(Case position)에 자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작용역 검 이론은 모든 양화사구가 LF 이동을 통해 S에 

부가한다는 May의 이론(1977, 1985)과 양화사의 작용역은 양화사가 

AgrSP와 AgrOP로 이동함으로써 발생하는 A-연쇄에 의한 것이라는 

Hornstein(1995)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작용역 검 이론은 

May와 Hornstein의 이론과는 차이가 있다.

우선 모든 양화사구가 LF에서 양화사 인상을 겪는다는 May의 이론과

는 달리, 작용역 검 이론에 따르면 오직 특정 종류의 양화사구만이 작

용역 치로 이동할 수 있다. 한 작용역 검 이론은 련된 양화사구

의 내재 인 의미 종류와 련이 있다. 이 이론은 이동하는 각각의 양화

사구의 종류에 따른 작용역 치를 제공한다. WhQP와 NQP가 CP와 

NegP의 지정어 자리에 작용역 치를 갖는 것처럼, DQP나 부정 GQP, 

CQP는 정해진 작용역 치를 갖는다.

그 다면 이러한 작용역 검 이론이 3장에서 제시된 스페인어 문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존재 양화사를 먼  분

석해 보도록 한다. 2장에서 제시한 것처럼 일반 으로 양화사는 보편 양

화사와 존재 양화사로 나뉘며, 존재 양화사는  다시 세분화될 수 있다. 

Milsark(1974)는 양화사를 강 양화사와 약 양화사로 구분하 으며, 이러

한 구분에 한 기 으로 제성(presuppotionality)을 제시하 다. 강 양

화사는 자신이 지칭하는 상의 존재를 제하며, 이는 그 상이 특정

한 것임을 의미한다. 약 양화사는 제  해석(presuppositional reading)

과 단순히 지칭 상의 존재를 언 하는 비 제  해석

(nonpresuppositional reading) 모두를 지닌다. 이러한 약 양화사 해석의 

의성은 다음과 같은 를 통해 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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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There are some ghosts in my house.

b. SOME ghosts are in the pantry; the others are in the attic. 

                                                (Diesing 1992: 59)

(3a)에서 ‘some’이 강세를 갖지 않는다면 비 제 인 것으로 간주되어 

수량사(cardinal)처럼 해석된다. 이 문장은 단순히 나의 집에 있는 유령

의 존재를 언 하고 있는 문장으로, 유령이 존재한다면 참이 되고 그

지 않으면 거짓이 된다. 이러한 양화사가 there-구문에 쓰일 수 있는 것

은 ‘some’이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3b)의 경우 양화

사는 강세를 받으며 제  해석을 갖는다. 몇몇의 유령은 식품 장고

에 있고, 다른 것들은 다락방에 있다는 설명은 특정한 유령의 존재를 

제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반면 강 양화사는 의 이지 않으며 오직 제  해석만을 허용한다. 

(4) a. Every ghost roasted marshmallows. 

b. Most ghosts sleep late.                    (Diesing 1992: 60)

(4)의 두 문장은 오직 유령이 존재한다는 제 아래 쓰일 수 있다. 요

약하자면, Milsark는 양화사를 강 양화사와 약 양화사의 두 종류로 구분

하 는데, 이 때 강 양화사는 앞서 설명한 보편 양화사에 해당하며, 약 

양화사는 존재 양화사와 상응한다. 강 양화사는 제  해석을 갖고 

there-구문에서 쓰일 수 없으나, 약 양화사는 수량사 해석과 제  해

석을 가질 수 있고 there-구문에 등장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스페인

어의 양화사에도 용된다. 스페인어의 강 양화사인 ‘todo’는 어의 

‘every’와 마찬가지로 제  해석을 가지며, 약 양화사인 ‘mucho’는 

제  해석과 비 제  해석을 갖는다. 따라서 존재 양화사 ‘mucho’가 목

어 치에 등장했을 때 의  해석을 갖는 것은 ‘mucho’가 갖는 이러

한 제  혹은 비 제  특징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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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a policía no golpeó a muchos sindicalistas.

의 에서 ‘muchos sindicalistas’가 제 인 것으로 해석될 때, 즉 

‘특정한 노동조합원들’을 지칭할 때 존재 양화사구 ‘muchos sindicalistas’

는 Share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한다. [Spec, ShareP]의 치는 NegP보

다 구조 으로 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muchos sindicalistas’는 부정어

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게 된다. 이러한 구조는 다음과 같이 표 될 수 

있다.

(6) [ShareP muchos sindicalistasi [NegP no [VP La policía [V' golpeó     

 ti]]]]

반면 동일한 양화사가 비 제 인 것으로 해석되어 ‘불특정한 노동조

합원들’을 가리킬 때에는 수량사의 해석을 갖게 되어 [Spec, AgrOP]로 

이동하게 된다. AgrOP의 지정어 치는 NegP보다 아래에 치하기 때

문에 이 때 ‘muchos sindicalistas’는 부정보다 좁은 작용역을 가져 ‘많지 

않은(no > muchos) 노동조합원들’로 해석된다.

(7) [NegP no [AgrOP muchos sindicalistasi [VP La policía [V' golpeó ti]]]]

스페인어의 경우 동사 앞에 치하는 주어는 고유 명사나 명사, 혹

은 특정한 일반 명사와 같은 지시  표 (referential expression)이어야 

한다. 따라서 존재 양화사인 ‘mucho’가 치 주어로 쓰인 경우,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제  해석을 갖는다.

(8) Muchos ponentes no trajeron su orden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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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존재 양화사는 RefP의 지정어 치로 이동하여 주제처럼 기능

하며, 부정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게 된다.

(9) [RefP Muchos ponentesi [NegP no [VP ti [V' trajeron su             

 ordenador]]]]

이처럼 B & S의 이론을 통해 스페인어 존재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

을 설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두 개의 양화사구가 포함된 문장도 설명 

가능하다. 본론 2에서 제시된 문을 다시 소개한다.

(10) Dos detectives resolvieron tres crímenes.

이 문장은 두 가지의 해석을 갖는다. 하나는 두 명의 형사가 각각 세 

가지의 범죄를 해결하여 도합 여섯 가지의 범죄가 해결되었다는 해석이

고,  다른 하나는 두 형사가 힘을 합쳐 총 세 가지의 범죄를 해결했다

는 해석이다. 이 때 ‘dos detectives’와 ‘tres crímenes’가 어떻게 해석되는

지에 따라 두 양화사구의 상  작용역이 결정된다. 우선 ‘dos 

detectives’에 이 맞추어져 ‘세 가지 범죄’보다는 ‘두 형사’가 특정한 

상으로 해석된다면 ‘dos detectives’는 [Spec, RefP]로 이동하여 문장의 

주어 기능을 수행하며, ‘tres crímenes’는 [Spec, AgrOP]로 이동하여 

CQP처럼 불특정한 상으로 해석된다. 이 경우 ‘dos detectives'가 ‘tres 

crímenes’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게 된다. 반면 ‘tres crímenes’에 이 

맞추어져 ‘특정한 세 가지의 범죄’를 지칭하게 된다면, ‘tres crímenes’는 

RefP의 지정어 자리로 이동하여 지시 으로 독립 인(referentially 

independent) 해석을 받게 되고, 문장의 주어인 ‘dos detectives’는 [Spec, 

AgrSP]로 이동한다. 따라서 ‘tres crímenes’가 ‘dos detectives’보다 구조

으로 쪽에 치하기 때문에 “세 가지의 (특정한) 범죄를 두 명의 형

사가 해결하 다”라는 해석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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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 RefP]에 치하는 스페인어의 치 존재 양화사 주어가 주제의 

기능을 갖는다는 것은 헝가리어의 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Szabolcsi(1996)에 따르면, 헝가리어의 경우 어순(surface order)과 억양

(intonation)이 작용역 해석에 향을 미치며, 표면 구조(Surface 

Structure)에서 작용역 치가 결정된다. 다시 말해, 양화사구의 통사  

치에 따라 작용역이 결정된다. 다음의 는 어순에 따라 양화사구의 

작용역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 다.

(11) a. Sok   ember   mindenkit     felhívott.

  many  man   everyone-acc   up-called

  ‘Many men phoned everyone’

   = many men > everyone

b. Mindenkit     sok    ember  felhívott.

 everyone-acc   many   man   up-called

  ‘Many men phoned everyone’

   = everyone > many men

(12) a. Hatnál   több   ember  hívott fel  mindenkit.

  six-than  more   man  called  up  everyone-acc

   ‘More than six men phoned everyone’

 = more than six men > everyone

b. Mindenkit      hatnál    több  ember  hívott  fel.

  everyone-acc  six-than   more  man   called  up

  ‘More than six men phoned everyone’

 = everyone > more than 6 men

  

헝가리어는 외  A'-이동이 양화 표 의 상  작용역을 결정하는 

언어로, 명사구가 양화 표 이든 아니든 IP에서 다양한 문장 앞 치로 

이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동이 양화 명사구의 상  작용역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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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헝가리어의 양화사구 작용역은 A'-연쇄에 의존하며, 

Szabolcsi는 헝가리어의 pre-IP 치에 등장하는 표 들은 특정한 정보

를 갖는다고 주장하 다. 일본어의 원거리 뒤섞기(Long Distance 

Scrambling)에 의해 생성되는 치와는 달리 헝가리어의 이러한 치는 

의미 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Szabolcsi는 헝가리어의 다양한 통사  요

소들의 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 다.

 

 (13)        

                     

           Topic*     

          

               Quantifier*    

         

          Focus/Predicate Operator    

                              Negation     

                                          

                                        Verb        Postverbal*

헝가리어의 Topic 치는 B & S(1997)가 제시한 RefP의 지정어 치

와 유사하고, Quantifier의 치는 DistP의 지정어 치와 유사하다. 한 

Focus는 ShareP의 지정어 자리와, 그리고 Predicate Operator는 AgrP나 

VP의 지정어 자리에 상응한다.

  (14) 헝가리어         

              Topic ≒  Spec, RefP

          Quantifier ≒   Spec, DistP

              Focus ≒   Spec, ShareP

  Predicate Operator ≒   Spec, AgrP/VP     (Szabolcsi 1996: 120)

Szabolcsi는 Topic 치에 등장하는 요소들은 반드시 특정 어어야 하

며, 보편 양화사는 Topic이나 Focus의 치에 등장할 수 없다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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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장 넓은 작용역을 갖는 고유 명사나 특정 명사는 B & S가 제시

한 [Spec, RefP]로 이동한다. 헝가리어의 경우, 치 주어로 쓰인 고유 

명사나 특정 명사는 Topic에 치하며 부정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다. 

이러한 사실은 스페인어에도 용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Muchos ponentes no trajeron su ordenador”의 경우 ‘muchos ponentes’

는 Topic 자리에 치하며 부정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

다. 한 양화사가 주제어 치에 등장하면 부정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

게 된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15) Muchas preguntas no las pude contestar.  

 (Leonetti Jungl & Camus Bergareche 1988: 574)

의 문장은 주제화(topicalization) 과정을 통해 목 어인 ‘muchas 

preguntas’가 치된 경우를 나타낸다. 이 때 ‘muchas preguntas’는 부정

어인 ‘no’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 해석만을 허용한다. 이는 “No pude 

contestar muchas preguntas”가 의  해석을 갖는 것과 비되며 

Topic 치에 자리한 양화사구의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본론 2에서 부정과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과 련하여 의미론  근

법을 제시하며 술어의 종류에 따라 양화사구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하 다. 이러한 상 역시 통사론  틀 내에서 술어의 종류에 따라 

치 주어의 치를 다르게 상정함으로써 설명 가능하다. 

(16) a. Muchos doctores no están disponibles.

b. Muchos doctores no son inteligentes.

즉, 문장이 SVO 어순을 가질 때 (16a)와 같은 장면 층  술어(Stage 

Level Predicate)의 경우 주어가 [Spec, TopP]에 치하고, (16b)와 같은 

개체 층  술어(Individual Level Predicate)의 경우 주어가 [Spec, T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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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고 가정한다면, SLP의 경우 항상 특정한 주어(주제어)를 요구하

며 부정의 작용역 외부에 치(QP > neg)하고, ILP의 경우 불특정한 주

어(비 제 인 것으로 해석)와 특정한 주어( 제 인 것으로 해석) 모두

를 허용하여 두 가지 해석을 갖는 상(QP > neg, neg > QP)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스페인어 보편 양화사의 작용역 해석에 해 알아보도록 한

다. 스페인어의 보편 양화사인 ‘todo’는 어의 ‘every’와 유사한 작용역 

해석을 갖는다. 즉, 문장 내에서의 치와 계없이 항상 부정보다 좁은 

작용역을 갖는다. 그런데 이러한 작용역 해석은 B & S의 이론틀을 통해

서는 설명될 수 없다. B & S에 따르면 보편 양화사인 ‘every’는 DQP에 

속하며, DQP는 [+Dist] 자질을 검하기 해 LF에서 [Spec, DistP] 

치로 이동하여야 한다. 이는 ‘every’가 주어로 쓰인 경우나 목 어로 쓰

인 경우 모두에 해당한다. 이 때 [Spec, DistP]는 NegP보다 구조 으로 

높은 곳에 치하므로 항상 부정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

다. 그러나 실제로 보편 양화사의 경우 부정보다 좁은 작용역을 갖기 때

문에 이러한 분석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에서는 보

편 양화사구가 부정보다 좁은 작용역 해석을 갖는 상을 설명하기 하

여 Beck(1996)의 제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4.2.2. Beck(1996)의 제안: NIB와 MNSC

Beck(1996)의 제안을 통해 보편 양화사구가 목 어로 쓰일 경우의 작

용역 해석을 설명할 수 있다. Beck은 그의 논문에서 독일어 자료를 분석

하며 부정어가 의문사(wh-phrase)의 LF 이동을 막는 장벽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을 통해 표 될 수 있다.

(17) a. ??Wer  hat  niemanden   wo     angetroffen?

     who  has   nobody   where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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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didn't meet anybody where?’

b. Wer   hat    wo     niemanden angetroffen?

   who   has   where    nobody     met

    ‘Who didn't meet anybody where?’

c. ??Was   glaubt  niemand,  wen   Karl  gesehen  hat?

    what  believes  nobody  whom  Karl    seen    has

    ‘Who does nobody believe that Karl saw?’

d. ??Wen   hat  niemand   wo    gesehen?

    whom  has  nobody   where    seen

    ‘Where did nobody see whom?’

(17a)의 문에서 의문사인 ‘wo(where)’는 ‘niemanden(nobody)’이라는 

부정 요소 때문에 LF에서 구조 으로 높은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여 어

색한 문장이 된다. 반면 (17b)에서는 ‘wo(where)’가 ‘niemanden(nobody)’

을 선행하기 때문에 부정 요소가 의문사의 LF 이동에서의 장벽으로 작

용하지 않아 정문이다. 이 때 부정 양화사 신 고유 명사가 쓰인 (18)의 

문은 문법 으로 옳다.

(18) a. Was  glaubt    Luise,  wen   Karl gesehen hat?

  what  believes  Luise  whom  Karl  seen   has

  ‘Who does Luise believe that Karl saw?’

b. Wen   hat  Luise   wo   gesehen?

  whom  has  Luise  where  seen

  ‘Where did Luise see whom?’

한 이에 상응하는 외  이동(overt movement)이 정문을 생성한다

는 에서, 와 같은 상은 LF 이동에만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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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a. Wen   glaubt  niemand,  daβ   Karl  gesehen  hat?

  whom  believes nobody   that   Karl    seen   has

 ‘Who does nobody believe that Karl saw?’

b. Wo    hat  niemand  Karl  gesehen?

  where  has  nobody   Karl   seen

 ‘Where did nobody see Karl?’

이러한 상을 설명하기 하여 Beck은 삽입되는 부정어가 의문사의 

LF 이동을 막는다고 가정하 다.14)

(20) An intervening negation blocks LF movement. (Beck 1996: 12)

삽입되는 부정어는 LF 이동을 막는다. 

Beck은 부정을 지배하는 은 부정 유발 장벽(NIB)이 되며, 양화사 

‘every’가 NIB를 넘어 이동하는 것은 최소 부정 구조 제약(MNSC)에 의

해 제한된다고 주장하 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21) Negation-Induced Barrier (NIB):

The first node that dominates a negative quantifier, its 

restriction and its nuclear scope is a Negation-Induced 

Barrier(NIB). (Beck 1996: 15)

부정 양화사와 그것의 제한자, 그리고 핵 작용역을 지배하는 첫 

14) Kilma(1964)는 부정 자질(neg)과 의문 자질(wh)이 정의  자질(affective feature)이라 불리는 

공통 자질을 공유한다고 주장하 다. 이는 특정한 요소가 부정사와 의문사에 포함되어 나타날 

수 있고(nowhere는 neg+anywhere의 조합이며 what은 wh+something의 조합이다), 주어 명사

구와 함께 쓰일 때 도치를 유발하며(“Not even then do they see it”, “What do they see?”), 

‘any’와 같은 부정어(indefinites)와 함께 쓰일 수 있다(“Nobody(neg+anybody) ever accepts 

suggestions with any sincerity”, “Who(wh+somebody) expects him to write any more 

novels?”)는 공통 인 특징에서 비롯되었다(cf. Klima 1964: 311-315). 그의 주장에 따르면 부정 

자질과 의문 자질이 공통 인 특성을 공유하므로 LF에서 의문사가 부정어를 넘어 이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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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은 부정 유발 장벽이 된다.

  

(22) Minimal Negative Structure Constraint (MNSC):

If an LF trace β is dominated by a NIB α, then the binder of 

β must also be dominated by α. (Beck 1996: 15)

만약 LF 흔  β가 부정 유발 장벽 α에 의해 지배된다면, β의 결

속자 역시 α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조는 배제된다.

(23) *[Xk ... [ Neg [ ... tk
LF

  ... ]] ... ]

한 Beck은 부정 양화사뿐만 아니라 문장 부정 역시 장벽으로 기능

할 수 있다고 주장하 다. 이러한 부정어와 문장 부정은 의문사뿐만 아

니라 양화사 ‘every’의 이동 역시 지한다.

(24) a. ??Was  hat   Karl   niemandem    alles   gezeigt?

    what  has   Karl  nobody(DAT)  every   shown

   ‘What-every did Karl not show to anybody?’

b. Was  hat  Karl  alles    niemandem    gezeigt?

  what  has  Karl  every  nobody(DAT)  shown

   ‘What-every did Karl not show to anybody?’

보편 양화사 ‘every’는 분배  해석(distributive reading)을 가지며, 

Beck은 ‘every’의 이동을 분배 이동(distributive movement)이라고 명명

하 다. 즉, [＋Distributive] 자질을 갖는 ‘every’와 같은 보편 양화사만

이 분배 이동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동은 역시 부정 양화사나 문

장 부정이라는 장벽을 넘어가지 못한다. 문장 부정과 보편 양화사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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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에 등장할 때, 부정어 ‘no’를 지배하는 인 NegP가 부정 유발 장

벽이 되며 따라서 ‘every’는 MNSC에 의해 부정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

지 못한다. 반면 존재 양화사인 ‘many’는 이러한 [＋Distributive] 자질을 

갖지 않으며, MNSC의 향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은 스페인어

의 보편 양화사가 목 어나 후치 주어로 쓰 을 때의 작용역 해석을 설

명할 수 있다. 스페인어의 보편 양화사 ‘todo’는 어의 ‘every’에 해당하

며, ‘todo’ 역시 LF에서 NIB의 향으로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해석

되어 부정보다 좁은 작용역을 갖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단지 독일어와

의 차이 은, 독일어의 경우 LF에서 양화사가 이동해야 하지만 NIB로 

인하여 이동이 지되면 문장이 비문이 되는 반면, 어와 스페인어의 

경우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더라도 정문이 된다는 이다. 즉, NIB

에 계없이 보편 양화사구는 Neg 아래에서 해석되는데, 이는 스페인어

와 어의 보편 양화사의 경우 LF 이동이 없음을 뜻하며, 따라서 Neg 

아래에 치한 제자리에서 분배 해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25)      No contestó a todas las preguntas.

                   X               

(보편 양화사 목 어가 LF에서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해석)

(26)   No entendían lo que explicó el profesor todos los estudiantes.

                             X                         
(보편 양화사 후치 주어가 LF에서 이동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해석)

Kim(2007)은 Beck의 의견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어 문장의 작용

역 해석을 설명하고자 하 다.

(27) John didn't read every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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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장에서 ‘every book’은 부정어 ‘not’보다 항상 좁은 작용역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 목 어 양화사인 ‘every book’은 NegP를 

넘어 이동할 수 없는데, 이는 NegP가 목 어 양화사의 이동을 막기 때

문이다. 

(28) LF 구조

a. *[TP every book1 [TP John2 did [NegP not [VP t2 read t1 ]]]]

b. [TP John2 did [NegP not [VP every book1 [VP t2 read t1 ]]]]  

(Kim 2007: 7)

(28a)에서와 같이 목 어 양화사인 ‘every book’이 TP에 부가된 치

로 이동하는 것은 MNSC에 의해 지된다. 이는 TP로 부가되는 ‘every 

book’이 NegP에 의해 지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기 때문에 (27)의 올

바른 구조는 목 어 양화사구가 VP에 부가된 치로 이동하여 MNSC를 

만족시키는 (28b)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역시 보편 양화사가 주어로 쓰인 문장의 작용역 

해석을 히 설명하지 못한다. 

(29) Todos los estudiantes no entendían lo que explicó el profesor.

Beck의 논리는 문장 부정이 목 어 ‘every(todo)’의 LF에서의 이동을 

차단하여 제자리에서 해석되는 상을 설명하지만, ‘every’가 문장의 주

어로 쓰여 EPP 자질을 검 받기 하여 [Spec, TP]로 외 인 이동을 

겪는 경우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는 설명될 수 없다. 즉, 외  이동을 

한 보편 양화사구도 Neg 보다 좁은 작용역 해석을 지닌다는 사실은 

NIB로는 설명할 수 없다.

다음 에서는 보편 양화사구가 주어 치에 등장했을 때의 작용역 해

석을 설명하기 하여 새로운 분석법을 소개한다. 한 어의 ‘al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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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ry’는 모두 보편 양화사로 분류되지만 부정어와의 작용역 상호 작용

에 있어서 서로 다른 분포를 보이고, 어의 보편 양화사는 단일하게 분

석될 수 없으며 두 종류로 다시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어의 양화사 ‘모든’과 ‘많은’의 작용역 해석에 해 연

구한 후 스페인어와의 유사 을 분석할 것이다.

4.2. 보편 양화사의 분류

4.2.1. 어의 ‘all’과 ‘every’

어의 ‘all’과 ‘every’는 개체의 총합을 나타내는 보편 양화사로 분류된

다. 그러나 부정과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이 두 양화사는 서로 다른 작용

역 해석을 갖는다. 본 에서는 이러한 두 양화사가 갖는 다양한 작용역 

해석을 분석한 후, 실제로 ‘all’은 스페인어의 ‘mucho’와, ‘every’는 ‘todo’

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all’은 주어 치에 등장할 때에는 부정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지

지만, 목 어 치에서는 의 으로 해석(all > neg, neg > all)되어, 스

페인어의 ‘mucho’와 동일한 작용역 계를 갖는다.

(30) a. All the boys didn’t leave.

b. John didn’t read all the books.            (B & S 1997: 96)

B & S는 어의 ‘every’는 DQP인데 비해 ‘all’은 GQP이기 때문에 

‘every’와 ‘all’의 작용역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즉, GQP인 

‘all’은 주어로 쓰 을 때 RefP의 지정어 치로 이동하여 ‘mucho’와 마

찬가지로 술어의 특정한 주어로 해석된다. ‘All’을 GQP의 핵으로 간주하

여 집합 술어의 주어로 기능한다고 본 것이다. 반면 ‘all’이 목 어로 쓰

인 경우에는 의 인 해석을 갖게 되는데, 이는 ‘mucho’의 해석과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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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차이를 보인다. 앞서 스페인어 문을 설명하면서 존재 양화사는 

의미에 따라 둘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 제성’을 기 으로 스

페인어의 ‘mucho’는 특정한 상을 가리키는 제된 해석

([+presupposed])과 특정하지 않은 상을 지칭하는 비 제  해석

([-presupposed])을 갖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all’은 언제나 

제된 집합을 지칭하기 때문에 두 종류로 분류되지 않으며 단일하게 취

되어야 한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all’이 주어로 쓰일 때에 [Spec, 

RefP]로 이동하여 주제처럼 기능하는 것은 설명 가능하다. 그러나 ‘all’이 

목 어로 쓰일 경우 [Spec, RefP]로 이동15)하여 부정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 상(all > neg)은 설명 가능하지만, NegP보다 낮은 치에서 부정

보다 좁은 작용역을 갖는 상(neg > all)은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러한 ‘all’의 작용역 해석을 설명하기 하여, 구조 으로 NegP보다 낮은 

곳에 치하는 AgrOP의 지정어 치에 CQP뿐만 아니라 GQP 역시 

치할 수 있다고 수정하여야 ‘all’의 작용역 해석을 올바르게 설명할 수 있

게 될 것이다.

반면 ‘every’는 문장 내에서의 기능과 상 없이 부정과 함께 쓰 을 때 

부정보다 좁은 작용역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31) A: Someone didn’t come.

B: (Yes, in fact) everyone didn’t come.       (Horn 1989: 228)

(32) John didn’t read every book.

이는 스페인어의 ‘todo’와 동일한 작용역 해석이며, 앞서 제시한 것처

럼 B & S의 제안을 통해서는 작용역 계가 히 설명되지 않는다. 

한 (31) 문의 경우 외 인(overt) 주어의 이동이므로 Beck의 제안

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

이 듯 ‘not’이 보편 양화사 ‘every’를 성분통어 할 수 없을 때에도 주

15) 이 때 ‘all’은 특정 한정 GQP이기 때문에 [Spec, RefP]에 치하게 된다.



- 91 -

어 치에 있는 보편 양화사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질 수 있다는 은 부

정의 상  작용역에 한 연구에 있어서 의문 으로 남아 있었다. 아

래 문에서 보듯이, (33a, b)에서 ‘not’은 ‘everyone’을 성분통어 할 수 

없지만, 보편 양화사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33c)의 

인상 구문의 경우에는 ‘everyone’이 ‘not’보다 넓은 작용역을 지닌다.

(33) a. (it seems that) everyone isn’t there yet (not > every)

b. I expected [everyone not to be there yet] (not > every)

c. everyone seems [t not to be there yet] (every > not)     

                                             (Chomsky 1995: 327)

이러한 작용역 계를 설명하기 해 다양한 근법이 있어 왔다. 본 

에서는 재구(Reconstruction)와 양화사 하강(Quantifier Lowering)이 

이러한 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해 알아보도록 한다.

재구란 이동한 요소가 이동 의 치, 즉 흔 의 치에서 해석되는 

것을 의미한다. ‘Everyone’이 자신의 의미역 치로 재구되거나 (33a, b)

에서 의미역의 copy가 해석된다고 가정해보자. 그 다면 (33a, b)의 ‘not 

> every’의 해석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34) a. isn’t [everyone there yet]

b. I expected not [to everyone be there yet]

그러나 A-이동은 (33c)와 같은 상승 구문에서 부정을 넘어 이동할 때 

재구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35a, b)에서 ‘not’은 양화 주

어보다 넓은 작용역을 취할 수 없는데, 이는 재구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35) a. Everyone seems [t not t to be there y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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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 > not, *not > every)

b. Two students seem [t not t to be there yet] 

   (two > not, *not > two)

Chomsky(1995)는 May(1977)의 이론을 받아들여 재구와 유사한 양화

사 하강 작용이 이러한 문에 용될 수 있음을 주장하 다. 그는 재구

는 A-연쇄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인상된 DP가 외  인상의 흔 을 성

분 통어할 때 하강을 겪을 수 있다고 제안하 다.16) 를 들어 

‘everyone’은 (33a)에서 낮은 VP로 부가될 수 있고, (33b)에서 낮은 TP

로 부가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36a, b)에 제시되어 있다.

(36) a. isn’t [VP everyonei [VP ti there yet]]

b. not [TP everyonei [TP to ti be there yet]]

(36a, b)에서 ‘everyone’은 인상의 흔 을 성분 통어하며, 동시에 부정

에 의해 성분 통어된다. 따라서 ‘everyone’은 부정의 작용역 안에 있을 

수 있다. 한편 (35a)에서 ‘everyone’은 ‘not’에 의해 성분 통어되지 않으며 

‘not'의 작용역 내부에 치하지 않는다. 만약 ‘everyone’이 ‘not’의 작용

역 안에 있으려면 (37)에 제시된 것처럼 내포된 TP에 부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37)은 법하지 않은데, 이는 ‘everyone’이 인상의 흔 을 성분 

통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37) *seems [ti not [TP everyonei [TP to be there yet]]]

따라서 양화사 하강은 (33)의 문장과 (35)의 문장 모두를 설명할 수 있

16) 양화사의 상호작용은 모문의 양화사를 하  IP에 부가시키는 데서 생긴다. 양화사를 하 의 

IP에 부가시키는 것은 인상된 요소의 흔 을 성분 통어하고  형식을 생성한다. 다만 May

의 원래 제안을 따라, 양화사 하강의 흔 이 삭제되는 경우에 형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러나 논항연쇄의 경우에는 재구성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Chomsky 1995: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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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양화사 하강은 이동의 동인과 같은 이론 내 인 문제뿐만 아

니라 여러 경험  문제를 내포한다. 

(38) a. *Anyone isn’t t there yet.

b. isn’t [VP anyonei [VP ti there yet]]

만약 하강 작용이 옳다면 (38a)에서 ‘anyone’은 (38b)에서와 같이 VP

에 부가된 치로 하강할 수 있다. 그러나 (38a)는 한 형태가 아니

며, (38a)가 비문이라는 사실은 인상된 DP가 부정을 넘어 하강할 수 없

다는 일반화를 뒷받침한다. 만약 이러한 일반화가 사실이라면, 양화사 하

강이나 재구는 (33a, b)를 설명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게다가 

Lasnik(1999)은 양화사 하강과 재구가 (39a)와 같은 문장을 설명할 수 

없다고 지 하 다.

(39) a. No one is certain t to solve the problem.

b. certain [no one [t solve the problem]]

(40) It is certain that no one will solve the problem.

하강 작용에 따르면 (39a)는 (39b)처럼 표 될 수 있으며, (39b)는 (40)

처럼 해석된다. 그러나 (39a)는 (40)처럼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

은 하강 작용과 재구가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cf. Kim 2004: 60-62).

Lasnik(1999)은 (41a)에서 ‘not > every’ 해석이 가능하지만 (41b)에서

는 그 지 않은 상을 기반으로, 작용역 해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부

정과 보편 양화사의 문장 내 배열이 요하다는 사실을 지 하 다. 즉, 

다음의 에서 ‘not’과 ‘everyone’이 인 (adjacent)할 때 원형

(infinitival clause)에서 ‘not’이 내포된 보편 주어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Kim 2004: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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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a. I believe everyone not to have arrived yet.

b. Everyone is believed not to have arrived yet.

(Lasnik 1999: 199)

즉, 보편 양화사와 부정이 인 할 때에는 부정이 보편 양화사보다 넓

은 작용역을 갖지만, 다른 요소에 의해 분리된 경우 반 의 작용역 해석

만이 허용된다. 이러한 상은 다음의 문에서도 찰할 수 있다.

(42) a. Everyone didn’t leave. (not > every)

b. Everyone seems not to have left. (every > not)

마찬가지로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43)의 는 부정과 보편 양

화사가 불변화사(particle) ‘out’에 의해 분리된 경우 역시 보편 양화사가 

부정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 다.

(43) The mathematician made every even number out not to be the 

sum of two primes. (every > not)          (Lasnik 1999: 198)

이러한 Lasnik과 Kim의 찰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인 성 원리를 

제안할 수 있다.

(44) 인 성17) 원리

부정어와 주어로 쓰이는 보편 양화사가 인 할 때, 부정은 보편 

양화사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다.

17) 이 때 인 성이란, 두 요소 사이에 음운 으로 실 된 요소의 출  유무에 상 없이  경계

(boundary)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보편 양화사구와 부정 요소가 IP 내에 있으면 두 요

소가 인 하여 ‘no’가 항상 넓은 작용역을 가지지만, 둘 사이에 을 넘는 경계가 존재하면 인

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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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 성 원리는 부정과 주어 보편 양화사가 문장 내에서 인 할 

때에는 부정이 보편 양화사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지만, 인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 의 작용역을 갖는다는 을 시사한다. 한 이러한 상은 

오로지 주어로 쓰이는 보편 양화사에만 해당하며, 이를 존재 양화사에 

확  용할 수는 없다. 그런데 “Everyone isn’t there yet”과 “Everyone 

didn’t leave”와 같은 문장은 “Everyone is not there yet”과 “Everyone 

did not leave”와 같이 풀어쓸 수 있으며, 이러한 문장에서 보편 양화사

인 ‘everyone’과 부정 ‘not’은 ‘is’라는 동사에 의해 분리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Hornstein은 이 두 문장에서 ‘not’이 ‘every’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질 수 있다고 언 하 으며, 이러한 작용역 해석은 부정어의 축약

(contraction)에 의해 발생한다고 주장하 다. 이는 곧 부정의 축약이 가

능한 (33a: everyone isn’t there yet)와 (42a: everyone didn’t leave)의 

경우에만 부정이 보편 양화사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 해석이 허용되며, 

그 지 않은 문장들은 항상 양화사가 부정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 해석

만을 허용한다(Lasnik 1999: 194)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

면 부정의 축약에 의해 보편 양화사구와 부정이 문장 내 배열 상 인 하

게 되어 앞서 언 한 작용역 해석을 갖게 되므로, 이는 필자가 주장하는 

인 성 원리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45) a. Todos los estudiantes parecen no haber entendido lo que     

   explicó el profesor.

b. Todos los estudiantes no parecen haber entendido lo que    

   explicó el profesor.

(45a)의 문장에서 보편 양화사구는 주어로 쓰 지만, “Todos los 

estudiantes no entendían lo que explicó el profesor”와는 달리 보편 양

화사가 부정의 작용역 외부에 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todos > no). 

이는 인 성 원리에 따라 ‘todos’와 ‘no’가 ‘parecen’이라는 동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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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동사가 쓰 더라도 

(45b)의 문장처럼 ‘todos’와 ‘no’가 인 한 경우에는 보편 양화사가 부정

보다 좁은 작용역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no > todos).

이러한 인 성 원리를 이용하여  다른 스페인어 문을 설명할 수 

있다. 앞서 본론 2에서 부정과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과 련하여 화용

론  근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은 문장을 제시한 바 있다.

(46) Todos no quieren saludarte.

이 때 억양(entonación)이나 휴지(pausa)를 통해 문장의 의성이 사라

지기도 한다고 언 하 는데, 이는 곧 ‘todos’ 다음에 휴지를 두어 양화

사와 부정어를 분리하면 ‘todos’가 부정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 역시 필자가 제시한 인 성 원리를 통해 설

명할 수 있다. 휴지로 인해 양화사구와 부정이 분리되면 문장 내에서 양

화사구와 부정이 구조 으로 떨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

며, 따라서 부분 부정이 아닌 체 부정의 해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다

음과 같이 쉼표(coma)로 인해 양화사구와 부정어가 분리된 문장 역시 

체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47) Todos, no quieren saludarte.

즉, 스페인어와 어에서 보편 양화사가 주어로 등장할 때 부정과 양

화사구가 인 한 경우 인 성 원리에 따라 부정이 양화사구보다 넓은 작

용역을 갖지만(neg > QP), 부정과 양화사구가 분리된 경우 반 의 작용

역을 갖는다(QP > neg)고 정리할 수 있다.

이 에서는 보편 양화사가 주어 치에 등장했을 때 부정이 양화사보

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 상을 인 성 원리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 다. 

한 어의 ‘every’는 형 인 분배 양화사로, 스페인어의 ‘todo’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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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문장에서의 치와 계없이 부정보다 좁은 작용역을 갖는 반

면, ‘all’은 보편 양화사로 분류되지만, 부정과 함께 쓰일 때 존재 양화사

와 비슷한 작용역을 지녀 주어 치에 등장할 때에는 부정보다 넓은 작

용역을 취하고, 목 어 치에 등장할 때에는 의 인 해석을 지닌다는 

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작용역 분석 결과 어의 보편 양화사는 둘로 

나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에서는 한국어 자료를 분석

하여 ‘모든’과 ‘많은’이 어떠한 작용역 해석을 갖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4.2.2. 한국어의 ‘모든’과 ‘많은’

한국어의 양화사 ‘모든’과 ‘많은’은 스페인어의 양화사 ‘todo’, 그리고 

‘mucho’와는 다른 작용역 해석을 갖는다.

(48) a. 모든 학생은 그 책을 읽지 아니 하 다.

b. 존은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아니 하 다.

(49) a. 많은 학생은 책을 사지 아니 하 다.

b. 철수는 모든 책을 읽지 아니 하 다.

(48a)와 (49a)의 문에서처럼 한국어의 ‘모든/많은’이 주제 표지자

(topic marker)인 ‘은/는’과 함께 쓰일 경우 부정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48a)는 “그 책을 아무도 읽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49a)는 “많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  아무도 책을 사지 않았다”라

는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 ‘모든’과 ‘많은’이 목 어 자리에 치할 때에

는 의 인 해석을 갖는다. (48b)는 “존이 만나지 않은 많은 사람이 있

다”라는 체 부정과 “존이 많지 않은 ( 은) 사람을 만났다”의 부분 부

정의 해석을 지닌다. (48b) 역시 “철수가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다”라는 

체 부정과 “철수가 모든 책을 읽은 것은 아니고 일부의 책만을 읽었

다”라는 부분 부정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어의 ‘all’,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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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의 ‘mucho’와 동일한 작용역 해석이다. 즉, ‘모든’과 ‘많은’이 주

어로 기능하며 ‘은/는’과 함께 쓰인 경우, 스페인어의 ‘mucho’나 헝가리

어의 양화사와 마찬가지로 주제로 기능하여 부정의 작용역 외부에 치

한다.18)

그러나 같은 양화사가 주격 조사(nominative-Case marker)인 ‘이/가’와 

함께 쓰인다면 의 인 작용역 해석을 갖게 된다(Sohn 1995: 69, Kim 

2007: 17, Hagstrom 1998: 12).

(50) a. 모든 학생이 그 책을 읽지 아니 하 다. 

   (모든 > neg, neg > 모든)

b. 많은 학생이 책을 사지 아니 하 다. 

   (많은 > neg, neg > 많은)

즉, (50a)는 “그 책을 아무도 읽지 않았다(모든 > neg)”라는 의미와 

“일부 학생은 그 책을 읽었지만 일부 학생은 읽지 않았다(neg > 모든)”

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50b) 역시 “많은 학생들  그 구도 책을 사지 

않았다(neg > 많은)”와 “ 은 학생이 책을 샀다(neg > 많은)”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한국어의 경우 조사에 따라 작용역 해석이 달라진

다는 것을 알 수 있다19).

흥미로운 것은, 앞서 스페인어의 존재 양화사 ‘mucho’가 치 주어로 

쓰일 경우 체 부정의 해석을 갖는다고 분석하 지만, 후치 주어로 쓰

18) Li & Thompson(1976)은 언어유형론  에서 한국어를 ‘주제 부각  주어 부각 언어’로 

분류하면서 ‘은/는’은 주제 표지(topic marker)로, ‘이/가’는 주어 표지(subject marker)로 언 하

고 있다. 학교 문법 등에서 ‘이/가’는 주격 조사로, ‘은/는’은 ‘ 조’, ‘주제’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로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와 유사한 이라고 볼 수 있다(정해권 2011: 287에서 재인

용).

19) 이러한 상 역시 앞서 제시한 인 성 원리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주제어의 경우 IP 외부

의 CP 역에 있으므로 부정어와 인 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정어가 ‘모든’이나 ‘많

은’에 해 넓은 작용역을 가질 수 없다. 반면 주격 조사가 붙은 경우는 ‘모든’이나 ‘많은’이 

[Spec, IP]에 있기 때문에 IP 역 내에 치한 부정 표시자와 인 하므로 부정 표시자가 양화

사구에 해 넓은 작용역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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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경우 의 인 해석을 가질 수 있다는 이다. 스페인어는 어와

는 달리 SVO의 고정된 어순을 갖지 않고 자유로운 어순을 가진 언어로 

알려져 있으며, 문장 내에서의 주어의 치에 따라 양화사구의 의미가 

달라진다.

(51) No trajeron muchos ponentes su ordenador.

의 문에서 존재 양화사구인 ‘muchos ponentes’가 주어로 쓰 지

만, 이 문장은 “자신의 컴퓨터를 가지고 오지 않은 많은 발표자들이 있

다”의 체 부정과 “ 은 발표자들이 자신의 컴퓨터를 가지고 왔다”라는 

부분 부정의 의  해석을 갖는다. 즉, 존재 양화사가 주어로 쓰이더라

도 문장 내에서 차지하는 치에 따라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이 달라진

다. 존재 양화사가 치 주어로 쓰이는 경우 주제로 기능하여 부정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지만, 후치 주어로 쓰이는 경우 부정보다 넓은 작용역

과 좁은 작용역 모두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한국어의 

‘모든’과 ‘많은’이 주격 조사 ‘이/가’와 함께 쓰일 때 나타나는 작용역 해

석과 동일하다. 즉, 스페인어의 치 주어 ‘mucho’와 어의 ‘all’, 한국어

의 ‘모든/많은 + 은/는’은 모두 동일한 작용역 상을 나타내어 부정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다. 그러나 ‘mucho’가 후치 주어로 쓰일 때에는 한국

어의 ‘모든/많은 + 이/가’와 동일한 작용역을 가지며 의 으로 해석된

다.

와 같은 자료의 분석을 통해 스페인어의 어순과 한국어의 조사가 

하게 연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스페인어의 치 존재 양화

사 주어의 경우 주제의 성격을 지녀 [Spec, TopP]의 자리에 치하며, 

부정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진다. 이는 한국어의 문장에 주제어 표지 ‘은/

는’이 쓰인 경우와 어의 ‘all’의 작용역 해석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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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a. 많은 학생은 책을 사지 아니 하 다. (많은 > neg)

b. All the boys didn’t leave. (all > neg)

c. Muchos ponentes no trajeron su ordenador. (muchos > neg)

한편 스페인어의 존재 양화사가 후치 주어로 쓰인 경우 의  해석을 

가지며, 이는 한국어의 주격 표지자 ‘이/가’가 쓰인 문장의 작용역 해석

과 동일하다.

(53) a. 많은 학생이 책을 사지 아니 하 다. 

   (많은 > neg, neg > 많은)

b. No trajeron su ordenador muchos ponentes. 

       (muchos > neg, neg> muchos)

반면 스페인어의 보편 양화사인 ‘todo’의 경우, 어의 ‘every’와 마찬

가지로 주어이든 목 어이든 계없이 항상 부정보다 좁은 작용역을 가

진 것으로 해석된다.  

(54) a. Todos los estudiantes no entendían lo que explicó el         

   profesor. (neg > todos)

b. Everyone didn’t come. (neg > every)

이는 보편 양화사인 ‘todo’가 주제로 해석되지 않고, 문장 내 부정어와 

하게 련되어 항상 ‘neg > QP’의 작용역 해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스페인어의 치 주어의 경우 인 성 조건의 

향을 받으며, (54a) 문에서의 치 주어는 주제어가 아님을 나타낸

다.20) Szabolcsi(1996) 역시 주제어는 반드시 특정 (specific)이어야 하

20) 만약 양화사구가 주제어 치에 등장했다면 인 성이 깨지게 되어 ‘todos los estudiantes’가 

더 넓은 작용역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잘못 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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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보편 양화사는 Topic이나 Focus의 치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 음을 앞서 살펴보았다(Szabolcsi 1996: 120).

이러한 분석은 한국어의 ‘모든’이 스페인어의 ‘todo’와는 달리 어의 

‘all’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국어의 ‘모든’은 

GQP이며, 스페인어의 ‘todo’는 DQP로 분류되어 각기 다른 작용역 계

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양화사가 어휘 으

로 일 일 응하지 않는다는 을 시사한다.

한국어의 부정문은 스페인어의 부정문과는 달리 두 가지의 형태를 갖

는다. 하나는 부정어가 동사 뒤에 등장하며 허동사(dummy verb)인 ‘하-’

를 요구하는 장형 부정문(Long-form Negation: 이하 LFN)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어 ‘안’이 동사 앞에 치하는 단형 부정문(Short-form 

Negation: 이하 SFN)이다. LFN의 경우 부정 형태소는 시제를 포함하는 

허동사 ‘하-’앞에 치하고, SFN의 경우 동사 바로 앞에 치한다.

이러한 LFN과 SFN은 작용역 해석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SFN의 

경우 양화사구가 문장 내에서 차지하는 치와 상 없이 오직 양화사구

의 넓은 해석만이 허용되지만, LFN의 경우 넓은 작용역 해석과 좁은 작

용역 해석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작용역 해석의 차이는 부

정의 종류와 양화사구의 통사  치 때문에 발생한다.

(55) a. 많은 사람이 책을 사지 아니 하 다. 

b. 많은 사람이 책을 안 샀다.

c. 존이 많은 책을 사지 않았다.

d. 존이 많은 책을 안 샀다.

(56) a. 모든 사람이 책을 사지 아니 하 다.

b. 모든 사람이 책을 안 샀다.

c. 존이 모든 책을 사지 아니 하 다.

d. 존이 모든 책을 안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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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와 (56)의 문은 한국어의 각각 LFN과 SFN을 나타낸다. (55a, c)

와 (56a, c)는 부정어가 ‘사다’라는 동사와 허동사 ‘하-’ 사이에 치하는 

LFN이고, (55b, d)와 (56b, d)는 부정어 ‘안’이 동사 ‘사다’의 바로 앞에 

치하는 SFN이다. SFN이 등장하는 모든 문에서 양화사구는 양화사

의 종류에 상 없이 부정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는다. 즉, (55b)는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책을 구입하지 않았다(많은 > neg)”라는 체 부정의 

해석만을 허용하며, “ 은 사람들이 책을 샀다(neg > 많은)”라는 부분 

부정의 해석은 불허한다. 마찬가지로 (55d)는 “많은 책들이 있었는데 존

이 그 책들을 사지 않았다(많은 > neg)”라고 해석되며, “존이 은 책을 

샀다(neg >많은)”라는 해석은 갖지 않는다. 반면 LFN은 앞서 살펴본 것

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작용역 해석을 갖는다. 주어 존재 양화사 ‘많은’이 

조사 ‘이/가’와 쓰인 (55a)와 존재 양화사가 목 어 치에 등장한 (55c)

의 경우 의 인 해석을 갖는다.

보편 양화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주어 보편 양화사가 ‘이/가’와 함께 쓰

인 (56a)와 보편 양화사가 목 어로 쓰인 (56c)는 의 인 의미를 지닌

다. 반면 SFN인 (56b)와 (56d)는 보편 양화사 ‘모든’이 부정보다 넓은 작

용역을 갖는 해석만을 허용한다.

일반 으로 문헌상 LFN과 SFN의 부정어가 모두 NegP의 핵이라는 

주장과, LFN의 부정어는 NegP의 핵이지만 SFN의 부정어는 VP나 V에 

부가된 부가어라는 주장이 있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을 통해 LFN과 SFN의 부정어가 통사 으로 다른 치에 등장한다

는 주장, 즉 LFN은 NegP의 핵이지만 SFN은 V에 부가된 부가어라는 

주장(cf. Sohn 1995)에 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SFN이 V의 부가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우선 LFN과 SFN

이 한 문장에서 동시에 쓰일 수 있다는 을 들 수 있다.

(57) 돌이가 맥주를 안 마시지 아니하 다.            (Han 20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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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LFN과 SFN 모두가 NegP의 핵이라면 두 가지 요소가 한 문장

에 함께 쓰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SFN은 사로서의 형태 통사론  

치를 차지하며 외  통사부에서 동사의 한 단 로 취 된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에서 볼 수 있듯이 SFN의 ‘안’은 반드시 동사 바로 앞에 

치하여야 하며, 다른 어떠한 요소도 부정어와 동사 사이에 치할 수 

없다. 한 등  속된 동사구 구조에서 SFN은 첫 번째 에 단독으로 

나타날 수 없다.

(58) a. 돌이가 맥주를 안 마신다.  (S O Neg V)

b. *돌이가 안 맥주를 마신다.  (*S Neg O V)

(59) a. 돌이가 맥주를 잘 안 마신다.  (S O Adv Neg V)

b. *돌이가 맥주를 안 잘 마신다.  (*S O Adv V)

(60) a. 돌이가 쿠키를 빨리 그리고 이크를 천천히 안 먹었다.

b. *돌이가 쿠키를 빨리 안 그리고 이크를 천천히 안 먹었다.

                                                   (Han 2007: 17)

게다가 LFN과 SFN이 모두 NegP의 핵이라면, 부정의 종류에 따른 작

용역 해석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SFN의 

경우 양화사의 종류에 계없이 양화사구가 부정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

지지만, LFN의 경우 다양한 작용역 가능성을 갖는다. 따라서 SFN는 V

에 부가되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61)            V

           

          Neg          V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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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N이 V에 부가되어 (61)의 구조를 갖게 된다면 (55b, d)와 (56b, d)

의 문이 부정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지는 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VP의 구조에서 주어인 ‘많은 사람’과 ‘모든 사람’은 [Spec, VP]에 치하

고, 목 어인 ‘많은 책’과 ‘모든 책’은 [Spec, V']에 치한다. 이 때 부정

어인 ‘안’은 V에 부가되어 구조 으로 항상 [Spec, VP]나 [Spec, V']의 

아래에 치하게 되므로 주어 양화사구나 목 어 양화사구가 부정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게 된다. 이는 다음을 통해 표 될 수 있다.

(62)             VP

  많은/모든 사람이         V'

                   책을            V

                             안          샀다

(63)             VP

          존이             V'

         많은/모든 책을            V

                             안          샀다

본 에서는 한국어의 ‘모든’과 ‘많은’의 작용역 해석에 해 살펴보았

으며, 한국어의 조사와 스페인어의 어순이 한 계를 맺고 있음을 

밝혔다. 다음 에서는 양화사구의 해석과 련하여 스페인어를 학습하

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한국어의 간섭 상에 해 알아보고, 스페인어

의 양화사 학습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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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교육학  제안

박 미(2006)는 스페인어 학습 시 나타나는 한국어의 간섭 상에 

해 연구하 다. 간섭 상이란 이  언어 사용자가 그의 토박이 언어나 

방언의 습 을 외국어나  다른 방언과 같은 제 2언어에 옮겨 으로써 

일어나는 효과를 말한다. 간섭 상은 언어 이와 함께 제 1언어 습득 

이외의 모든 언어 습득  학습 유형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습득자가 기존에 습득한 언어 지식을 새로운 목 어에 이

하는 것을 언어 이라고 한다면, 이 이가 발생할 때 간섭 상이 생

긴다(박 미 2006: 248에서 재인용).

박 미는 스페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모국

어가 끼치는 간섭 상 때문이라고 보고, 스페인어의 보편 양화사인 

‘todos(todas)’와 부정어의 쓰임을 통하여 이러한 간섭 상을 분석하

다.

(64) a. Todos los estudiantes no entendían lo que explicó el         

   profesor.

b. No entendían todos los estudiantes lo que explicó el        

    profesor.

c. No todos los estudiantes entendían lo que explicó el        

    profesor.

상기 문에서 ‘todos los estudiantes’가 각각 치 는 후치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국어로 옮길 때에는 의미 차이 없이 “모든 학생

들이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이해한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부정으로 해

석된다. 그런데 많은 한국 학생들이 “어떠한 학생도 선생님이 설명한 것

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체 부정의 의미를 갖는 문장을 스페인어로 

표 할 때, 한국어 어휘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어휘를 그 로 입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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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a)처럼 작문하는 것을 자주 할 수 있다. 이는 양화사구가 목 어로 

기능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체 

부정의 의미)를 스페인어로 작문할 경우 부분의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표 을 쓴다고 한다.

(65) No contestó a todas las preguntas.

그러나 (65)의 문장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모든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즉 몇몇 질문에는 답을 했다”라는 부분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그 어느 질문에도 답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써야 정확한 표 이 된다.

(66) No contestó a ninguna pregunta.

마찬가지로 (64)에서 “모든 학생이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이해하지 못

했다”, 즉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이해한 학생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체 부정의 의미로 정확한 표 은 다음과 같이 사용된다. 

(67) a. Ningún estudiante entendía lo que explicó el profesor.

b. Ninguno entendía lo que explicó el profesor.

(68) a. No entendía ningún estudiante lo que explicó el profesor.

b. No entendía ninguno lo que explicó el profesor.

(68)의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부정 극어가 등장하는 경우 SV 어

순이나 VS 어순에 계없이 체 부정의 의미를 갖는다. (64)와 (65)에

서 보이는 이러한 오류는 우리말 ‘모두’와 이에 해당하는 스페인어 표  

‘todos/todas’, 그리고 부정어를 일 일 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

서 양화사 ‘todos/todas’와 부정어가 함께 출 한 경우, 스페인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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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어 치 

주어(주제)
스페인어 후치 주어 목 어

mucho/all/

모든/많은

QP > neg

(모든/많은 + 

은/는, all)

neg > QP, QP > neg

(모든/많은 + 이/가)

(all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neg > QP, 

QP > neg

todo/every
neg > QP

(단, 치 주어의 경우 Neg와 인 해야 한다)
neg > QP

모두 부분 부정으로 해석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이러한 오류가 빈번히 

일어날 것이다. (64)의 경우 보편 양화사가 부정어에 치하든 후치하든 

상 없이 양화사가 해석되는 논리부에서 보편 양화사는 부정보다 좁은 

작용역을 갖는다(no > todos). 따라서 스페인어에서 보편 양화사가 부정

과 함께 나올 경우는 이들이 가지는 작용역 해석으로 인해 항상 부분 부

정의 의미만 나타내며, 체 부정을 할 경우에는 문장 체에 한 작용

역을 가지는 부정 극어 ‘ninguno( 는 ningún/a + 단수 명사)’로 나타내

야 한다. 만일 보편 양화사와 부정어 사이의 작용역을 고려하지 않고 한

국어 문장을 해당 어휘만 교체하여 스페인어로 옮긴다면  다른 뜻을 

달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cf. 박 미 2006: 256-260).

실제로 앞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과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

과 련하여 스페인어의 보편 양화사인 ‘todo’는 어의 ‘every’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존재 양화사인 ‘mucho’는 어의 ‘all’, 그리고 한국어의 

‘모든/많은’과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부정과 양화사구의 상호작용>

스페인어 문인 “Todos los estudiantes no entendían lo que explicó 

el profesor”가 부분 부정의 의미를 갖도록 제 로 번역하려면 “모든 학

생들이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이해한 것은 아니다”(neg > QP)와 같이 

동사에 을 두어야 하며, ‘todo’와 ‘모든’을 일 일 응하여 “모든 학

생들은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QP > neg), 혹은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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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스페인어

모든 학생들은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

을 이해하지 못했다. (모든 > neg)

- Ningún estudiante entendía lo    

   que explicó el profesor.
어떤 학생도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모든 > neg)

모든 학생들이 선생

님이 설명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 의 )

모든 > neg

neg > 모든

(모든 학생들

이 선생님이 

설명하신 것

을 이해한 

것은 아니다)

- Todos los estudiantes no         

    entendían lo que explicó el     

    profesor.

- No entendían todos los           

    estudiantes lo que explicó el    

    profesor.

- No todos los estudiantes         

    entendían lo que explicó el     

    profesor.

그는 모든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 

 ( 의 )

neg > 모든
- No contestó a todas las          

    preguntas.

모든 > neg - No contestó a ninguna pregunta.그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못했다.

학생들이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의  해석)라고 번

역한다면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스페인어와 한국어의 양화사가 일

일로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페인어를 한국어로 옮기거나, 

한국어를 스페인어로 번역할 때 이러한 부정과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

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앞 에서 설명한 것처럼 스페인어의 어순과 

한국어의 조사는 한 계를 갖기 때문에 주격 표지자 ‘이/가’와 주제 

표지자 ‘은/는’을 히 활용하여 해석 는 번역을 해야 한다. 스페인

어와 한국어의 보편 양화사의 의미 해석 계는 다음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5: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보편 양화사 해석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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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스페인어

많은 학생은 책을 

사지 아니 하 다. 
많은 > neg

- Muchos estudiantes no compraron  

  el libro.

많은 학생이 책을 

사지 아니 하 다. 

( 의 )

많은 > neg

neg > 많은

- No compraron muchos estudiantes  

  el libro.

- No compraron el libro muchos     

 estudiantes.

존이 많은 사람을 

보지 아니 하 다. 

( 의 )

많은 > neg

neg > 많은
Juan no vio a muchas personas.

많은 사람은 존이 

보지 아니 하 다.
많은 > neg Muchas personas no las vio Juan.

에서 보듯이, 스페인어의 보편 양화사가 체 부정을 나타내는 구문

은 우리말의 ‘모든’으로 번역하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말의 부정 극어인 

‘어떤 ~도 ~하지 못했다’로 번역하는 것이 오류를 방지하는 최선책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존재 양화사의 의미 응은 다음과 같

다.

<표6: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존재 양화사 해석 응>

한 한국 학생들은 스페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 부정 극어와 양화사

를 혼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부정 극어란 부정의 맥락에서만 자연스럽게 

허용되는 표 을 의미하며, 스페인어의 ‘ningún(o/a), nadie, nada’와 같은 

표 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부정 극어는 항상 체 부정만을 의미하지

만, 양화사의 경우 체 부정뿐만 아니라 부분 부정의 의미 역시 가질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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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a. Todos los estudiantes no entendían lo que explicó el         

    profesor.

b. Ningún estudiante entendía lo que explicó el profesor.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보편 양화사 ‘todo’는 부정과 함께 쓰일 때에 

“모두가 이해한 것은 아니다, 즉 일부만 이해했다”라는 부분 부정으로만 

해석되지만, 부정 극어가 쓰인 (69b)의 문장은 항상 체 부정으로만 해

석되어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의 의미를 지닌다. 즉, 부정 극어가 쓰

인 문장은 “어떤 구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하지 않았다”로 해석

된다. 이러한 부정 극어와 양화사의 의미  차이 을 인지한다면 작문을 

하거나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지 않을 수 있다. 

한 앞서 설명한 스페인어의 어순과 한국어의 조사의 연 성을 숙지한

다면 스페인어를 가르치거나 배울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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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논문의 목 은 스페인어에 나타나는 부정과 양화사구의 작용역 

계를 최소주의  에서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를 해 본문에서 일반 

양화사와 스페인어 양화사의 개념  특징에 해 소개하고 두 가지 생

성 문법  틀을 통해 양화사구의 작용역 해석을 분석하 다. 하나는 지

배 결속 이론  에 속하는 May(1977, 1985)의 양화사 인상

(Quantifier Raising)이고,  다른 하나는 최소주의  에 속하는 

Fox(1998)의 작용역 경제성(Scope Economy) 이론과 Hornstein(1999)의 

격 검(Case-checking) 이론이다. 3장에서는 이러한 이론들이 제시된 

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고, 각각의 이론이 갖는 한계

을 밝혔다. 분석 결과 스페인어의 양화사구가 문장 부정과 함께 쓰일 

때의 작용역 해석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이론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하여 양화사구의 세분화를 제안한 

Beghelli & Stowell(1997)의 의견을 받아들여 스페인어 존재 양화사의 

해석 문제를 검토해 보았고, Beck(1996)의 NIB와 MNSC를 통해 목 어 

보편 양화사와 후치 보편 주어의 해석을 분석하 으며, 어의 보편 양

화사 ‘every’와 스페인어 치 주어 보편 양화사 ‘todo’의 부분 부정 해석

은 Lasnik(1999)의 주장을 수정하여 제안한 인 성 원리를 통해 해결하

다. 한 한국어의 양화사와의 비교를 통하여 스페인어의 어순과 한국

어의 조사가 한 계를 맺고 있다는 과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양화

사는 어휘 으로 일 일 응하지 않기 때문에 스페인어 학습 시 한국어

의 간섭 상을 이기 해 유의하여야 한다는 도 살펴보았다.

Chomsky(1992)에 따르면 이동(movement)이란 범주의 이동이었다. 그

러나 1999년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더 이상 범주는 이동하지 않고 제

자리에서 일치(Agree)의 과정을 통해 비해석 형식 자질을 검 받는다. 

하지만 양화사구의 작용역은 제자리 검을 통해서는 작용역 해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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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양화사구의 경우 LF에서 비외

(covert)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작용역 해석을 갖게 되며. 이러한 부

정과 양화사구의 의미 자질 해석은 Chomsky의 일치 작용을 통한 자질 

검에 한 하나의 반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최소주의 로그램의 

틀 안에서 비해석 형식 자질 검과는 별개로, 의미 해석을 한 LF 표

시 층 에서의 별도의 통사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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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E S UM E N

Un a  a p r o x i m a c i ó n  m i n i m i s t a  s o b r e  

l a  i n t e r p r e t a c i ó n  d e l  a l c a n c e  d e  l a  

n e g a c i ó n  y  l o s  c u a n t i f i c a d o r e s  

e n  e s p a ñ o l

Ahram Song

Departamento de Lengua y Literatura Hispánicas

Posgrado de la Universidad Nacional de Seúl

El presente trabajo tiene como objetivo analizar la interpretación del 

alcance de la negación y los cuantificadores en español desde un 

punto de vista minimista. A través del análisis contrastivo de una 

variedad de ejemplos en español basados en las teorías sintácticas 

modernas, trataremos de presentar un enfoque más generalizado sobre 

la interpretación de la negación y los cuantificadores.

El desarrollo del argumento está organizado de la siguiente manera. 

En la introducción, además del planteamiento de la t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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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eceremos el propósito y el objeto del estudio y presentaremos 

los métodos de investigación. En el capítulo 2, analizaremos las 

construcciones con cuantificadores. En primer lugar, haremos una 

exposición concisa del concepto general de cuantificador y, luego, 

expondremos las características de los cuantificadores en español. En 

el capítulo 3, analizaremos la interpretación de la negación oracional 

y los cuantificadores a partir de diversas teorías de la gramática 

generativa. Primero, examinaremos la propiedad de dichas teorías de 

la gramática generativa y analizaremos cómo cada teoría explica los 

ejemplos en español. En el capítulo 4, presentaremos una nueva 

propuesta para explicar el alcance de los cuantificadores y la 

reforzaremos a través de una variedad de opiniones de varios 

especialistas en el tema. Por último, en la conclusión, resumiremos el 

resultado de la investigación y daremos una visión sobre el estudio 

del Programa Minimista y la posibilidad de aplicarlo en la enseñanza 

de español.

En el caso del español, cuando la negación y los cuantificadores se 

usan juntos en una oración, la interpretación de la oración varía según 

el tipo de cuantificador. Para explicar esta diferencia, en la materia, 

investigaremos las características de las construcciones de 

cuantificadores y, posteriormente, analizaremos la interpretación de los 

cuantificadores que aparecen junto con la negación utilizando diver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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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orías de la gramática generativa. El marco teórico que adaptamos en 

este trabajo puede subdividirse en la teoría del Ligamiento y el 

Programa Minimista. El ascenso de cuantificadores (Quantifier Raising) 

de May (1977, 1985) pertenece al enfoque teórico de la teoría del 

Ligamiento, pero la teoría de la Economía de Alcance (Scope 

Economy) de Fox (1998) y la teoría del Cotejo de Casos 

(Case-checking) de Hornstein (1999) corresponden al enfoque 

minimista. En este trabajo, comentaremos cómo estos materiales 

analizan los datos en español y examinaremos las limitaciones de cada 

teoría. Y también indicaremos que no hay ninguna teoría que explique 

perfectamente la interpretación del alcance de los cuantificadores del 

español cuando se usan con la negación oracional.

Para resolver estos problemas, aceptaremos la opinión de Beghelli y 

Stowell (1997), los cuales proponen la subdivisión de los 

cuantificadores, e indagaremos el problema de la interpretación de los 

cuantificadores existenciales. A continuación, analizaremos la 

interpretación del objeto universal (cuantificador universal usado como 

objeto) y el sujeto pospuesto universal a través de la propuesta de 

Beck (1996) llamada Barrera Inducida por la Negación 

(Negation-Induced Barrier) y la Restricción Mínima de Estructura 

Negativa (Minimal Negative Structure Constraint). Además, el 

problema de la interpretación parcial del cuantificador universal 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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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lés, "every", y el sujeto universal antepuesto de español, "todo", se 

resuelve por el principio de adyacencia, modificado a partir de la 

propuesta de Lasnik (1999). A través de la comparación entre el 

español y el coreano, revelaremos que el orden de las palabras en 

español y la partícula en coreano tienen una estrecha relación. Por 

último, desde el punto de vista pedagógico, detallaremos la 

interferencia del coreano en la enseñanza del español y pondremos 

énfasis en que, para minimizar esta interferencia, hay que tener en 

cuenta que los cuantificadores en coreano y en español no se 

corresponden uno-a-uno léxicamente.

Los cuantificadores se mueven encubiertamente (covert) en la FL 

(Forma Lógica) y tienen varias interpretaciones en su alcance. Esta 

interpretación del rasgo (feature) de la negación y los cuantificadores 

puede ser un contraejemplo de Agree de Chomsky (1999). En esta 

tesis, propondremos que, aparte del cotejo de los rasgos no 

interpretables, necesitamos otra operación sintáctica en la Forma 

Lógica, dentro del marco del Programa Minimista, para la 

interpretación semántica.

P a l a b r a s  c l a v e :  e s p a ñ o l ,  n e g a c i ó n ,  c u a n t i f i c a d o r e s ,  a l c a n c e ,  

G r a m á t i c a  G e n e r a t i v a ,  P r o g r a m a  M i n i m i s t a

N ú m e r o  d e  e s t u d i a n t e :  2 0 1 0 - 2 2 9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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