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어의 극어와 화용상의 가정 

환 .." 

o. 극어 (polarity items) 란 긍청 문맥 (affirmative context) 이 나 부청 문맥 (negati ve context) 

중 어느 하나에서만 나타나는 어구를 말한다. 극어는 이처 럼 뚜렷한 분포상의 특성을 가지 

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관접이나 원리로는 설명하기 힘든 통어적 특성을 또한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어에서 극어가 갖는 몇 가지 통어적 특성을 밝힌 후， 극어는 대부분 갱도를 

나타내는 ’어구라는 전제하에， 극어가 갖는 분포상의 특성을 화용상의 가정과 관련하여 검 

토하고자 한다. 

1. 극어는 그들이 나타나는 문맥(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a. 날씨가 대단히 춤다. 

b. 융날써 가 .대 단히 춤지 않다. 

(2) a. 날씨 가 조금도 풍지 않다. 

b. *날씨 가 조금도 춤다. 

( 3) a . 칠수는 도저히 그 일을 해낼 수 없다 

b. ‘철수는 도저 히 그 일을 해 낼 수 있다. 

(4) a. 영 휘 는 요사이 손하 나 까닥하지 않는다. 

b. 융영희는 요사이 손하나 까닥한다. 

( 5) a. 날써가 여간 충지 않다. 

;b. 날씨가 여간 층다. 

(6) a. 날씨가 이렇게 추울 수가 없다. 

b. *날씨가 이렇게 추울 수가 있다. 

예문 (1)에서 대단히가 긍정문맥에서만 쓰이고 부청문맥에서는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것이 긍정극어 (affirmative polarity item) 임을 보여 준다. 이와는 반대로 예운(2)"-'(4)의 조 

금도， 도저히， 그리고 손하나는 긍정문맥에서는 쓰일 수 없고， 부정문맥에서만 쓰이는 부청 

극어 (negative polarity item) 이 다. 긍정 극어 나 부갱 극어 를 포합한 운장은 그 문장이 냐타 

내는 의미도 각각 긍정이거나 부정이다. 그러나 예문 (5)와 (6) 이 보여 주듯이， 여간이나 

이횡게를 포함한 문장은 통어상으로는 부정문이면서도 그 의미는 긍청이 다. 따라서 여간이 

나 이 렇게 는 의 사부청 극어 (pseudo-negative polarity item) 이 라고 보아야 할 것 이 다 

l 도저히는 표연구조에서 형용사나 부사가 없는 운장에 쓰일 수 있기 혜문에 청도를 냐타내지 않는 

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의미상(심충구조)으로는 가능성의 청도를 수식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 다(이 환묵 1975). 
2 극어에 긍갱극어와 부청극어 외에 의사부정극어와- 같은 새로운 하위벙주를 설청하여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본고의 3에서 밝혀지는 바와 같이， 긍정극어나 부정극어는 모두 갱도의 극(pole) 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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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문 (7)의 두 문장은 동의문이다. 

(7) a. 나는 순회 기- 정 직 하지 않다고 생 각한다. 

b. 냐는 순회가 정직하다고 생각치 않는다. 

(7a)에서는 하위문의 술부(VP)가 부정되고， (7b)에서는 상위문의 술부가 부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내포문을 가진 복문에서 부정의 대상이 서로 다름에도 괄구하고 그 의미가 변치 

않는 것은 생각하다와 같은 동사에서만 찾아 올 수 있는 현상이다. (7)의 두 운장이 동의 

문이며， (7a)가 기본문이고 (7b)가 파생문이라는 것은， 부정의 요소가 내포문으로부터 상 

위문으로 싱-승된 데 기언한 것임을 부정극어를 이용하여 증명할 수 있다. 

(8) a . 이 꽃이 죠금도 아름답지 않다. 

b. *이 꽃이 조금도 아름답다. 

c. 영휘는 이 꽃이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한다. 

d. 용영 회 는 이 꽃이 조금도 아름답다고 생 각한다. 

e . 영희는 이 꽃이 조금도 아름답다고 생각치 않는다. 

(8b) 와 (8d)의 비 문법 성 은， 부정 극어 는 부정 문맥 에 서 만 쓰여 야 한다는 극어 제 약(polarity 

restriction)을 조금도가 어긴 데서 비롯한다. (8b)가 비문법적인 문장이면서도 (8e)가 문법 

적인 것은 (8e)의 기본문은 (8c)이며 ， (8c)에 들어 있는 부정요소가 상위문으로 상승된 것 

임을 보여 준다. 따라서 (7)의 두 운장과 (8c)와 (8e)의 두 문장이 각각 동의문인 것은 부 

정상송변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부정상승변형이 존재한다는 것은 조금도뿐만 아니라 다른 

부정극어의 경우에서도 입증된다. 

(9) a. 흩나는 이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있다. 

b. 나는 이 문제를 도저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0) a. *날써 가 전혀 출다. 

b. 날씨 가 전혀 춤다고 생 각하지 않는다. 

(11) a. *철수는 그런 일에 눈하나 깜짝한다. 

b. 나는 철수가 그런 일에 눈하나 깜짝한다고 생 각하지 않는다· ‘ 

(12) a. 용순희는 요사이 손하나 까딱한다. 

b. 나는 순휘가 요시이 손하나 까딱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3) a. 용날씨 가 과히 풍다. 

된 어구인데 만하여， 여간과 이렇게는 정도의 극과 관련원 의미 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갱이다. 
여간이 가진 보롱으로라는 사전척 의미에 근거하여 양인석넙(본 논문 구두발표 후 토론)은 (5a) 플 ‘날 

씨가 보롱으로 층지 않다’로 바꾸고(paraphrase) . 이 를 다시 ‘날씨가 비보통으로 출다’로 보아 (5a)는 
결국 ‘날써가 대단히 충다’를 뜻히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부정운애 쓰이연서 긍정의 의마을 
갖게 하는 여간이 가진 특성에 대한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운제점올 내포하고 있다. 
첫째 ， 극어는 청도를 나타내는 어구이고 여간은 어떤 성질의 정도에 대한 중간(보통) 갱도를 나타내 

는 말이다. 보통 갱도를 부정하여 〈비보통〉이 된다연， 그것은 높은 극의 갱도플 나타낼 수도 있고 낮은 
극의 청도를 나타낼 수도 있￡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둘째， 부정극어를 포항한 문징의 부갱요소가 극어만을 부갱하고 낮은 정도를 나타내는 갱도를 부청 
함￡로써 높은 청도를 의미한다연， ‘날씨가 조금도 춤지 않다’는 ‘날씨가 대단히 ‘춤다’플 의미하리라 
는 그릇된 해석이 나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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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나는 날써 가 과히 출다고 생 각하지 않는다. 
(14) a. *날씨 가 이 렇게 추울 수가 있다 

b. 나는 날씨가 이렇게 추울 수가 있다고 상상하지 옷했다. 

f 좀체로 ) 
(15) a. 용칠수는 i 여간해서는 t 웃는다. 

l 좀처럼 J 

(좀체로 1 
b. 나는 철수가 1 여감해서는 t 웃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t 좀처럼 j 

(16) a. 용요사이 아무도 왔다. 

b. 나는 요사이 아무도 왔다고 생 각하지 않는다. 

예문 (9) ，，-，(1 6)만 보더라도 국어에서 부정상승변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청극어 (의사 

부청극어도 포함)를 가진 내포문이 생각하다， 믿다， 상상하다와 같은 동사의 내포문일 경 

우， 부정극어를 포함한 문장이 부정의 요소를 직접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의 상위문의 

동사에 부정의 요소가 들어 있으면 문법적인 문장이다. 이러한 사실은 부청극어는 부청문 

맥에서만 쓰여야 한다는 극어제약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를 제공한다 즉 부갱극어는 그 

것을 직접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 부정문이 아니어도 되느냐는 문제이다. 

부정문과 의운문은 통어적드로 무엇 인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청극 

어가 긍정 의문운에서 쓰일 수 있3리라는 가정이 가능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17) a. *순희 가 손하나 까닥한다. 

b. 순희가 손하나 까닥합니까? 
c. 순희가 손하나 까닥 않습니까? 

(18) a. 휴철수가 이런 일에 눈하나 깜짝할 것이다. 

b. 철수가 이런 일에 순하나 깜짝 할까요? 
c. 철수가 이런 일에 눈하나 깜짝 안 할까요? 

(19) a. *날써 가 여 감 줍다. 

b. 날씨가 여간 춤습니까? 
c. 날씨가 여간 춤지 않습니까? 

( 20) a. 용날써 가 이 렇게 추울 수가 있다. 

b. 날써가 이뭘게 추울 수가 있읍니까? 
c. 날써가 이렇게 추윷 수가 없음니까? 

위의 예문 (17) rv (~0)에서 (a)의 문장이 비문법적임에도 불구하고， (b)의 문장이 문법적인 

문장이라는 사실은 부정과 의문은무엇인가공통점이 있음을보여 준다. 그러나 이들의문문 

은， (c)의 의 문문과는 달리 상대 방으로부터 어 떠 한 정 보(information)를 구하려 는 찬부 의 운 

문이 나 의 문사 의 문문과 같은 순수 의 문문이 아니 고 확인 의 문문(confirmative question) 이 다. 

이들 확인 의문문은 화자가 부정의 대 탑을 기대하거나 못 믿어하는 태도플 나타낼 때에만 문 

3 이렇게를 비교의 의 미로 헤석하연 (1 4a)는 운볍척인 문장이나， 청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보연 벼운 

법척인 문장이다. 
‘ 극어 제 약 (polarity restriction) 에 대 하여 더 자세 한 것 은 Reinhart(1976) 를 참조. 



118 語學litf究 第13卷 第 2 號

법척인 문장이다. 예를 들연， Cl7b)와 같은 확인 의문문예서 화자가 부청의 대답을 기대한다 

는 것은， 화자가 ‘순희 는 손끝하나 까닥하지 않는다’ 는 것을 전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화자가 부정적인 대답을기대한다하더라도 부정극어를포함한 긍정 의문문은 확인 

의문문이 되기는 커녕， 순수 의문문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다음 예문을 보면 알 

수 있다. 

(21) a. 용날씨 가 조금도 춤다. 

b. *날써가 조금도 춤습니까? 

c. 날씨가 조금도 출지 않습니까? 

(22) a. *날씨 가 과히 춤다. 

b. *날씨가 과히 춤습니까? 
c. 날써가 과히 풍지 않습니까? 

(23) a. 용철수는 좀체로 말을 한다. 

b. *철수는 좀체로 말을 합니까? 

c. 철수는 좀체로 말을 하지 않습니까? 

(24) a. 홉이 것’은 도저 히 가능하다. 

b. *이것은 도저히 가능합니까? 

c. 이것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청극어를 포함한 의문문은 부갱의 문맥으로 물어야 의문문이 되 

며， 그렇게 하여 얻어진 의문문인 (21c)rv(24c)들은 확인 의문문이 아니고 순수 의문문이 

라는 접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로써 부청극어를 포함한 문장은 화자의 가정만을 가지 

고는 그 문법적 설명이 용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위에서 부갱상승변형 빛 의문변형과 관련하여 부정극어를 검토한 것은 부정극어가 쓰 

이는 문맥과 연관하여 그들이 갖는 통어척 특성에 대한 설명의 실마리를 구하려는 데 의도 

가 있었다. 그럼에도 부갱극어가 갖는 통어적 특성은 복잡해질 뿐， 어떤 공통척 특성이나 

이들에 대한 설명의 실마리는 찾기 힘들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부청극어 

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로 되돌아 가지 않을 수 없다. 부정극어는 그것이 

속해 있는 문장의 일부임은 분명하다. 문장이 하나의 구조라면 부청극어는 그 문장의 다른 

요소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그 문장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부터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부정극어를 포함한 대부분의 문장은 부청극어를 삭제하여도 문법적인 문장이며 의미면에 

서도 커다란 차이가 없다. 

(조금도 1 
(25) a. 날씨 가 i 그다지 } 춤지 않다. 

k 전혀 ) 

b. 날씨가 춤지 않다. 
(26) a. 날써 가 조금 춤다. 

b. 날써가 춤다. 

예문 (25a)와 (25b) 간의 관계〔차이)는 갱도를 나타내는 부사인 조금을 포함한 (26a)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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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포함하지 않는 (26b) 간의 관계와 같다. 따라서 부정극어인 조금도， 그다지 ， 전혀 둥 

은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이들 부정극어가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 
라는 것은 다음 예문을 보아도 알 수 있다. 

(27) a. 날씨 가 이 렇게 추울 수가 없다. 
b. 날씨가 이렇게 추울 수가 있다. 

(27)의 (a) 와 (b)에서 이 렇게는 서로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27a)의 이렇게는 정도를 나 

다내는 반면， (27b)의 이 렇게는 지시나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지시나 비교의 의미를 

가진 이렇게는 부갱극어가 아니므로 문맥의 제 약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27a)의 이렇게는 

부정극어로도 해석될 뿐만 아니 라， 지시나 비교를 나타내는 일반부사로도 해석될 수 있다. 

반연 (27b)의 이렇게는 오직 일반부사로만 해석되며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로 해석되지 않 

는다. 부정극어가 정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다음 예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8) a. 날써가 이 렇게 추울 수가 있읍니까 ? 

b. 아니오， 날씨가 이 렇게 추울 수가 없읍니 다. 

c. 네， 날써가 이 렇게 추울 수가 있읍니다. 

(29) a. 정말 이렇게 추울 수가 있을까요? 
b. 아니요， 정말 이 렇게 추울 수가 없을 것업니다. 

부갱극어 중에는 의운문에 쓰임￡로써 그것을 확인 의문문무로 바꾸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음은 위에서 이미 보아 온 바이다. (28a)와 (29a)의 이 렇게가 지시나 비교 

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연 ， 이들에 대한 대답은 각각 (28b, c) , 그리고 (29b, c)가 모 

두 가능하다. 그러 나 (28a)와 (29a)의 이 렇게가 청도를 나타내는 것￡로 해석된다면， 이들 

에 대한 대답은 각각 (28b)와 (29b) 뿐이다. 이것은 (28a)와 (29a)가순수의문문이 아니고 
확인 의문문임을 말해 준다. 따라서 이제까지 보아 옴부정극어는 갱도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볼 수 있다. 부청극어는 수식어이고 그 수식 기능이 청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정도를 나 

타내는 부사는 극어이다’ 라는 역도 성립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되 어야 할 것이다. 정도 

를 나타내는 부사에는 대단히 ， 상당히 ， 아주， 꽤 동도 있다. 이들은 부청극어와는 달리 긍 

청문맥에서만 쓰이는 긍정극어임을 다음 예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30) 대단히 1 

a 날씨가 { 합활히 }줍다 
l 꽤 j 

I 대단히 l 

b. *날씨 가 ! 상당히 | 줍 ] 
l 아주 l 
l 꽤 j 

않다 

부정극어가 부정문맥에서만 쓰이는 반변 긍정극어는 긍정문맥에서만 쓰이는 것으로 보아 

긍정극어는 부정상승변형이나 의문변형과 관련하여 생각할 혜 정반대 현상이 얼어나리라는 

5 이들을 문법척인 문장으로 받아 들일 경우， 이들이 의미하는 것은 ‘날씨가 충지 않다’거나 ‘날 
씨가 따뜻하다’가 아니라， 춤키는 추워도 그 갱도가 대단하거나 상당하지 않음올 뜻한다 이러한 해석 
이 가능한 것은 날써 가 추우리라는 화자의 예 상이나 기대 를 고려할 경우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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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것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31) 대단히 1 
*날씨가 ! 상당히 !춤지 

l 아주 | ’ 
l 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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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부청상송변형이 언어 보펀적인 현상이라연 (31a)와 마찬가지로 (3lb)드 비문볍적인 문장이 

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날씨가 조금도 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와 ‘나는 날씨가 

대단히 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의 부정(아니 )은 그 출처 가 서로 다른 것으로 설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극어가 긍정 의문문에서 스스일 수 있다는 점 에 근거하여， 긍정극어는 긍청 의문 

문에서는 쓰이지 못하고 부정 의문문에만 쓰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추론도 가능하다. 

(32) 대단히 ) 

a 날써가l 상당히 ! 춤습니까? 
l 아주 { 
l 꽤 j 

o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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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예측과는 달리 (32a)는 문법적인 운장이다. 반면 (32b)는 예측한 바대로 긍정극 

어플 포함하고 있으연서도 부청과 의문이 상쇄작용을 일으켜 긍갱척 인 문맥이 되어서인지는 

모르지만 문법적인 운장임에는 틀립이 없다. 그러나 (32b)는 순수 의문문이 아니고 확인 의 

운문이며， 화자가 기대하는 대탑은 (33)과 같은 긍청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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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정극어는 긍정 의문문에서 쓰일 때， 그리고 긍정극어는 부정 의문문에서 쓰일 예， 확인 

의문문이 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Ann BorkinCl971)은 극어를 포함한 의문문은 화자의 

가정을 고려해야만 타당성 있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극어가 의문문에 쓰임 

으로써 그 의문문이 확인 의문문이 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극어를 화자의 가정을 유발(trig

gering)시키는 요소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화자의 가껑이 극어가 지닌 여러 가지 특성을 

션영해 출 관건은 되지 옷 할 것이다. 대부분의 긍갱극어를 포함한 부청 의문문은 확인 의 

운문이지만， 긍정 의문문을 확인 의문품으로 바꾸는 부정극어는 그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 

기 혜문이다. 

6 (32b)플 순수 의운운으로 받아 들인다연， 그 대 당은 i) 과 ii ) 가 모두 가능하다. 

i) 아니요. 날씨가 대단히 춤습니다. 

ii) 네， 날씨가 벌로 층지 않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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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자의 가정이나 부정상송변형， 또는 의문변형이 부정극어와 긍정극어에 대한 일관성 있 

는 설명의 열쇠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밝혀진 셈이다. 그렇다띤 부청극어와 

긍정극어가 가지고 있는 공동적 인 특성은 무엇인가? 이들이 가진 공통성은 우선 정도를 

나타내는 수식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극어가 정도를 나타내는 수식어라는 것은 정도의 

차가 있는 형용사나 부사만을 수식할 수 있다는 사실로써 분명해 진다 

국에의 극애 

(34) 대단히 ! 

a 이것은 ! 상당히 l 아름다운 꽃이다 
|아주 l 
l 꽤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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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a)가 문법적인 것은 아름다운이 정도의 차가 있는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인 반면， 

C34b)가 비문법적인 것은 형용사 유일한은 정도의 차가 없는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이 

다. 긍갱극어뿐만 아니라 부정극어도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라는 것은 (35a)가 운법적인 데 

반하여 C35b)가 비문법적이 라는 사실로 입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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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극어나 부정극어 나 모두 정도를 나타내는 형용사나 부사와 어울려 쓰인다는 것은 분 

명하다. 그렇다면 긍정극어와 부정극어는 그들이 나타나는 문맥 외에는 다른 차이 는 없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 모두 동일한 부사로서 상보적 분포 관계를 가진 부사의 한 하 

위법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의 문제가있다. 청도를 나타내는 부사중에는 통 

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긍정이나 부정의 한 가지 문액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있고，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문맥에서 모두 쓰이는 것도 있다. 예를 들연 ， 과히는 한국어 대사 

전(1976)에 의하면， 과하게， 지나치게， 그다지 ， 너무 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중에서 

과히와 지나치게를 비 교하여 보면 ， 과히만 문액의 제약을 받고 지나치게는 문맥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36) a 날씨 가 f 용과히 ) 디 
l AI 나치거I J '" '"1 

7 영어의 round, square, unique, universal 둥과 같이 정도의 차7} 없는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 

사는 정도의 높음을 나타내는 very의 수식을 밭을 수 없다. (다만 강조적인 의미의 very의 수식은 받을 
수 있다. ) 이러한 형용사는 또한 다른 형용사와는 다른 방식으로 비교급과 최상급을 만드는 것도(예를 
들연 more nearly round, most nearly roιηd) ， 이들이 정도의 차가 없는 성질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반면， 국어에서는 ·대단히 둥글다’냐 ‘더 둥끌다’와 같이 대단히의 수식도 받을 수 있고， 비교급도 

다른 형용，사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대단히 풍글다’는 완전히 둥 

글지는 않쩌만 거기에 아주 가깜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둥글다’도 둥글지는 않지반 어떤 사불이 다 

른 사물보다 ‘둥글다’에 더 가까운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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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날써가 { 컸Eli| 거d 줍지 않다 
{용과히 1 

C 날써가 t 지나치게 t 춤습니까 ? 

d 날써가 { 짧치게 } 줍지 않습니까? 
{ 과히 ) 

e. 날써가 i 지나치게 t 줍다고 생각치 않는다 
{ 과히 지나치게 } 엽려하지 박시요 

이러한 사실은 극어의 문제는 의미에만 의존해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 

다. 그러나 극어 문제에서 의미를 배제한다면， 긍정극어 와 부정극어는 결국 상보적 분포 관 

계에 있는 정도부사의 동일한 하위범주를 이푼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단히와 조금도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임에는 툴립이 없￡나 그들의 의미， 즉 성질의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 

가 다르다는 것도 분명하다. 대단히가 높은 청도를 나타내는 반면， 조금도는 낮은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청도가 있는 성질이라면 그정도에는 양극， 즉 높은극과 낮은극이 있 

다 대단히， 상당히， 아주， 꽤와 같은 부사는 정도의 높은 극과 관련된 부사이고， 조금도， 

그다지， 별로 등은 정도의 낮은 극과 관련된 부사이다. 긍정극어니 부정극어니 하여 극 

(polarity)을 넣어 각각 분류 명영하는 것도 이러한 논리적 근거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느 한 성질의 정도에 대한 양극과 관련된 부사만이 극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 

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극어는 정도의 극과 관련된 부사라는 가정에 대 

한 타당성의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7) 날써 가 조금도 춤지 않다. 

(37)에서 조금도가 추위의 정도에 있어서 가장 낮은 정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조금도 자체 

가 지닌 의미로써도 이해가 된다. 뜩금도뿐만 아니라 다른 부정극어도 청도의 가장 낮은 

정도와 관련이 있는 어구라는 것은 다음 예를 통하여 분영해 진다. 

(38) 순희 는 요사이 손끝하나(도) 까딱 않는다. 

(39) 철수는 그런 일에는 눈썽하나(도) 깜짝 않는다. 

예문 (38) 이 가을철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쁜 농가에서 쓰인 말이 라면， 순회 가 도와야 할(도 

울 수 있는) 많은 일이 있는데도， 순휘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순휘 

가 도울 수 있는 것은 힘겨운 일로부터 쉬운 일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손끝을 까닥하는 동작은 집안 일을 톤는 일 중에서 가장 쉬운 일 (육체노동)에 

해당할 것이다. (38)을 이렇게 이해한다면 손몰하나(도)는 노동하는 수고의 청도에서 가장 

낮은 극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39)의 눈샘하나(도)를 부정극어로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놀라는 정도가 가장 낮음을 나타내기 패문이다. 이처럼 부정극어가 

낮은 정도를 나타내는 어구로 밭이- 들인다면， 예문(40)에서 Chomsky도가 부정극어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8 더 자세한 것은 양인석 (1 973) 과 FauconnierC1975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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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a. Aspects는 Chomsky도 이 해 하지 못한다. 

b. *Aspects는 Chomsky도 이 해 한다. 

(40)에서 Chomsky도가 부청극어라는 것은 (40b)의 비문법성이 말해 준다. Aspects를 이 

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Aspects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가 높은 사 

람으로부터 헤아리기 시작하면， Chomsky가 Aspects를 이해하지 못할 갱도가 가장 낮은 사 

람이 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Aspects를 이해하지 웃할 정도에 관한 한 Chomsky가 가장 

낮은 갱도와 관련이 되기 혜문에 (40a)에서 Chomsky도는 부정극어가 되는 것이다. 또한， 

(40b)에서 Aspects를 이해하는 정도와 Chomsky도를 연결시켜 이것을 긍정극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이 다. 왜 냐하면 Aspects의 이 해 에 관한 한 Chomsky가 가장 높은 정 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Chomsky도 이해한다’는 말은 Chomsky 이외에 

도 Aspects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러므로 (40b)에서는 Chomsky만이 

Aspects를 이해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극에 있다고 볼 수 없다. Chomsky도가 긍정극어가 

되지 옷한 것은 긍정극어는 청도의 가장 높은 극과 관련된 어구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극어가 갱도의 극을 나타내는 어구이어야 한다는 것은 다음율 보아도 알 수 있다. 

(41) a. Aspects는 철수도 이 해 하지 못한다. 

b. Aspects는 철 수도 이 해 한다. 

(41)에서 Aspects를 이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거기 

에 철수가 하나 더 덧붙여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의 Chomsky도와는 달리， 철수도 

가 극어가 아닌 것은 그것이 Aspects를 이해하는 정도의 극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a로 

설명할 수 있다. 

여기서 극어와 관련하여 주목하여야 할 것은 토써 도의 기능이다. 예문 (42)에서 조금은 

극어가 아니지만 도를 붙여 조금도가 되연 부정극어가 된다. 

(42) a. 날씨 가 조금 춤다. 

b. 날써가 조금 춤지 않다. 

(43) a, 용날씨 가 조금도 춤다. 

b. 날써 가 조금도 줍지 않다. 

예문 (42)와 (43)을 비교해 보면， 도가 극어를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가 극어를 만드는 키능이 있다하더라도 그것과 어울리는 낱말이 정도의 극을 나 

타내 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44) . a. 비 가 오늘도 온다. 

b. 비 가 오늘도 오지 않는다. 
(45) a. *비 가 한 방울도 온다. 

b.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다. 

(44)에서 오늘도는 비가 오는 정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구이다. 최현배(1965)에 의 

하연 오늘도의 도는 동일보조사(同一補助詞)로서， 오늘 비오는 것이 어제나 그제와 마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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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임을 나타낸다. 반연 (45)에서 한 방울도가 부정극어가 되는 것은 비오는 정도와 관련 

하여 그 정도가 가장 낮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부정극어를 생성하려면 정도의 낮은 극을 나타내는 어구를 도와 결합하여야 한다는 우리 

의 가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도 그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된다. 

(46) a. 순회에게는 아무리 좋은 옷도 어울리지 않는다. 

b. 홉순휘에게는 아무리 좋은 옷도 어울린다. 

(47) a. 철수는 아무리 쉬운 문제도 못 푼다. 

b. *철수는 아무리 쉬운 문제도 푼다. 
(48) a . 철수는 기역자도 모른다. 

b. 융철수는 기역자도 안다. 

(46)의 아무리 좋은 옷도는 어울리지 않을 성질이 가장 낮은 정도를- 나타내며 ， (47)의 마 

무리 쉬운 문제도는 풀리지 않을 성질의 갱도가 가장 낮음과 관련되어 있고， (48)의 기역 

자도는 문자해득의 정도가 가장 낮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극어가 되는 것이다. 

극어는 정도의 극을 냐타내는 어구와 어울려야 한다는 조건은 부정극어뿐만이 아니고， 

긍정극야 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49) a. 순회에게는 아무리 나쁜 옷도 잘 어울린다. 

b. *순회에게는 아무리 나쁜 옷도 잘 어울리지 않는다. 

( 50) a. 철수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척척 푼다. 

b. *철수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척척 풀지 못한다. 

(49) 와 (50)에서 아무리 나쁜 옷도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는 모두 긍정문맥에서만 쓰이 

는 긍정극어이다. 이들이 잘 어울리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정도와 관련되거 나，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청도와 각각 관련되어 있음을 이해한다면， 긍청극어는 높은 정도 

를 나타내는 어구임을 알 수 있다. 

극어는 정도의 극을 나타내는 어구이어야 한다는 것은 다음 예문을 통하여 더욱 분명해 

진다. 

(51) a. 철수는 니은자도 안다. 

b. 철수는 니은자도 모른다. 
(52) a. 순회에게는 어떤 옷도 다 어울린다. 

8 최현배(1965) 및 장석진 (1975) 에 의하연 ， 도는 i) 강단과 ii ) 마찬가지(한 가지)이거나 포괄적(in. 
clusive) 임을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 강단 
달도 밝다. 

ii) 한 가지나 포괄적입 
너 도 가고 나도 가야지. 

(아우도 안 가는데) 너 도 안 가겠니 ? 

그러냐 극어를 만들거나 극어와 어울려 쓰이는 도는 강탄이나 한 가지 내지 포괄적임을 나타내는 도 
와는 구별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인석(1973)에서는 포괄척 기 능올 가진 도와 
극어를 만드는 기능올 가진 도는 통일한 축 (axis) 에 있으면서 다만 전자의 도가 norm을 가리키는 반 
면， 후자의 도는 polar value(즉 +pole과 -pole) 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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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순회에게는 어떤 옷도 다 어울리지 않는다. 

(50)과 (51)에서 니은자도와 어떤 옷도가 정도와 관련된 어구이고 거기에 도가 들어가도 

극어가 되지 못한 것은 이들이 정도의 극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5. 극어는 정도의 극을 나타내는 어구리는 것과， 이러한 어구에 도를 붙이면 극어가 된다 

는 것을 밝힘으로써 극어의 이해에 상당히 접근한 셈이다. 그럼 에도 극어와 관련하여 규명 

되어야 할 문제가 몇 가지 남아 있다. 

첫째， 극어 현상은 언어 자체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 이 쓰이는 환경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53) 나도 Aspects를 이 해 하지 옷 합니 다. 

예문 (53)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53)의 이러한 중의성 (ambiguity)은 나도를 부정극 

어로 볼수도 있고， 나에 동일 보조사 도가 붙은 것으로볼수도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 

다. 나도룰 어 떻게 보느냐는 것은， (53)이 어떠한 환경에서 발화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Aspects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몇이 있을 때 거기에 나를 포함시키는 경우라면， 나도 

는 극어가 아니다. 그러나 Aspects를 강의하는 교수가 그것이 어려워 힘들어 하는 학생들 

에 게 (53)을 위 안 삼아 말한다면 이 런 경 우의 나도는 부정 극어 이 다. Aspects를 강의 하는 교 

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의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이 해되기 때문이다. 

극어 문제를 이처렴 화용론의 힘을 빌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경우가 있다. 위 

에 상청한 두 환경에서는 듣는 사람의 감정을 해칠 가능성 이 없 다. 그러나 교수가 학생들 

에게 Aspects가 어려워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말끝에 학생 이 교수에게 (53)을 발화한다면 실 

례가 될 것이다. (53)의 발화가 귀 에 거슬라는 것으로 받아 들여진 경우이다. 나도라는 어 

구 자체에는 정도의 낮은 극과 관계되는 뜻이 없다. 그럼에도 (53)에서 나도를 정도의 낮 

은 극과 관련된 것흐로 이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발화된 환경 이 주어질 경우이다. 나도 

를 부정극어로 본다면 Aspects를 이해하지 옷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사람은 나라는 것을 

함의한다. 그러므로 (53)의 발화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Aspects의 이해변에서는 모두 화자 

인 나만 옷한다는 것이 함의된다. Aspects블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 이 가장 낮은 사람이 화 

자인 나라는 화자의 가정을 사실로서 받아 들인 사람에게는 (53)은 실례의 말이 되지 않 

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자의 가정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53) 이 싣례의 말이 될 것이다. 

이처럼 (53)만을 예로 보더라도 하나의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그 문장 자체가 가지고 있 

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문장과 관련된 화자의 전제나 화용상의 함의 (conversational impli

cature) 등을 고려 하여 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에 이 르렀다. 그러 나 하나의 구체 적 인 문장 

이 주어졌윤 때， 그 문징-과 관계된 화자의 전제 내지 화용상의 함의 둥을 밝혀 내기란 간단 

한 일이 아니 다. 하나의 문장과 관련된 이러한 개 념의 규정에도 학자간에 의견을 달리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념들이 우리의 언어능력을 설명하는 문법에 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냐의 문제에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 극어는 정도를 나타내는 어구이고 부정극어는 그와 관련된 어 떤 성질의 가장 낮은 

정도를 나타낸다는 것은 우리가 도달한 주요한 결론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그다지 ， 별로， 

좀체로， 과히 동도 부정문맥예서만 나타나는 부정극어이면서도， 이들이 어 떤 정도의 가장 



126 語學jiff究 第13卷 第 2 號

낮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조금도나 손하나와 같이 가장 낮은 정도를 

나타내는 부정극어 를 포함한 운장은 완전부정인 반연， 그다지를 포함한 운장은 부분부정이 

다. 그다지， 별로 등이 제기한 이러한 사싶은， 극어는 가장 높은 정도나 가장 낮은 정도를 

나타내 는 어 구라는 결론의 타당성 을 상당히 약화시 키 고 있다. 

세째， 극어를포함한 의운문은 확인 의운운이 된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극어가 확인 의운문 

을 유발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부정극어의 경우만 보더 라도， 손묻하나， Chomsky 

도， 눈씹하나 둥은 부정 의문문이 나 긍정 의문문에 쓰일 수 있무며 긍정 의문문만이 확인 

의문문이다. 반면， 조금도， 전혀， 별로， 과히 둥은 부정 의운문에만 쓰일 수 있다. 뿐만 아 

니라， 이러한 의문문은 확인 의운문이 아니고 순수 의문문이다. 극어를 포함한 의운문이 

확인 의문문이 될 경우j 이러한 현상은 화자의 전제를 꿀어 들여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러 

나 극어는 정도의 극을 나타낸다는 극어가 가진 성질과 확인 의문문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 

￡며 극어 라 해서 모두 확인 의운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 략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 

야 할 것인가도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운제들이 해결되어야 극어에 대한 보다 일관성 있고 만족할만한 이해가 가능하 

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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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olarity Items in Korean 

Hwan-Mook Lee 

Polarity items are words, phrases, or idioms that occur only in affirmative contexts or 

only in negative contexts. Some negative polarity items are, however, used in affirmative 

embedded clauses and affirmative questions. Recent analysis of polarity items have attemp

ted to explain such polarity reversal in terms of Neg-Raising and the speaker's assump

tions. Polarity items have 50 various characteristic5 that they do not allow such a single 

rule of viewpoint to cover all their grammartical phenomena satisfactorily. 

This paper reveals by way of Korean examples that the failure of such attempts is 

due to the fact that Neg-Raising and the speaker's assumptions are not essential properties 

of polari ty items. Further it proposes that any study of polarity items starts from the fact 

that polarity items are modifìers and specify the degree of qualities they modify. This 

view shows that negative polarity items express the lowest degree of a quality and that 

affirmative polarity items express the highest degree. This is the main function of polarity 

items. Without grasping this function, we cannot explain in a natural way why proper 

names such as Chomsky and John can function as polarity items according to the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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