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어의 부정의문문과 전제* 

장 경 71 

1. 머 리 말 

1. O. 김동식 (1981)과 장석 진 (1984)은 아래 와 같응 유사장형 부청의 운문을 

본격 적 ￡로 다푼 801건대의 대표적 안 논문인 것같다. 

(1) 영희는 갔지 않니 ? 

문제는 (1)이 표면상 부정의문문의 구조엄에도 불구하고 부정의 의미가 없 

고 ‘영희는 갔지 ?’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형식과 

의미의 외견상의 불엘치를 보여주는 (1)은 그 자체가 언어학계의 관섬의 대 

상이 될 만한데 오히려 현질은 그 반대였던 것같다 그러다가 최근에 국어 

에 대한 화용론적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김동식 (1981)과 장석진 (1984) 이 나 

온다. 

1.1. 종래에는 (1) 문형을 막연히 부정의문문의 하나라고 묵시척으로 인청 

해왔으나 김동식 (1981)은 이를 ‘확인문’이라는 새로운 문형을 설정하여 설 

명하려 했고 장석진 (1984)은 이를 ‘전형적 부가의문문’￡로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궁극적￡로 (1) 문형의 정체를 밝히는 데 있￡며 이를 

위하여 먼저 김동식 (1981)과 장적진 (1984)의 타당성을 검토하고(각각 2장과 

3장) 4장에서 영어의 yes-no 의문문과 전제와의 관련성을 논하고 5장에서 우 

리 의 대 안을 제 시 하여 김동식 (1981)과 장석 진 (1984)의 문제 점 을 극복함$!..로 

써 국어의 부청법과 의문법에 대한 보다 나은 문법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 

었A면 한다. 

2. 김동식(1981)의 확인문 

2. 1. 먼저 김동식(1981)을 살펴보기로 하자. 

*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주최 제 19회 어학연구회 (1985. 12. 13rv14)에 
서 발표된 것을 수갱 ·보완한 것이다. 그 과청에서 격려와 도움을 주신 여러 선생님 
께 진성A로 감사드린다. 

1 엄흥빈 (1973: 123-127), 송석중(1977: 71-78)에서 (1)유형이 언급된 바 있￡ 

나 모두 ‘-지’에 대한 관성의 얼부로서 다루어졌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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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이가 먹지 않니 ? 

(2)는 일반적으로 두가지 의미가 있다고 인식된다. 김동식 (1981: 101)은 

이를 다음과 같은 구별자질을 사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2 

(3) a. 영이가 먹지 v않니 ? (•) 
b. 영이가V먹지 않니 ? 

※ v 쉽， 고덕: 힘줌 

그에 의하면 (3a)는 일반적인 장형부정의문문언 반면， (3b)는 의미상a로 볼 

때 부정의 뭇이 전혀 없고 오히려 ‘영이가 먹는다’는 공정의 내용을 화자가 

청자에게 확언하는 문장이라는 점을 주요 근거로 해서 이를 ‘확인의문문’이 

라고 규정하였다. 이려한 그의 논리는 (2) 라는 통일한 통사구조를 가진 문장 

을 쉽， 힘줌과 같은 초분절요소에 의해서 완전히 별개의 문형인 부정의문문 

과 확인의 문문S로 분석 하고 있음을 주목해 두자. 

이제 (2)를 과거시제로 바꾸어보자. 

(4) a. 영이가 먹지 않았니 ? 

b. 영이가 먹었지 않니 ? 

우선 (4a)는 (2)를 과거시제로 바꾼 것으로서 (2)와 마찬가치로 부정의문문 

￡로서의 의미와 확인문S로서의 의미라는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한펀 (4b) 

는 우리가 아직 (2)의 과거시제형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의미상으로는 

(4a)의 두 의미중 확인문의 의미 즉， ‘영이가 먹었지 ?’와 유사한 의미만을 

가지며 구조적으로는 (4a)와 비교해볼 때 시제표지 ‘었’이 ‘-지’ 앞에 나타 

냐는 특정을 가지고 있다. 김동식 (1981: 102-106)을 따르면 (4a) 는 화맥에 

따라 부정의문문도 될 수 있고 확인문도 될 수 있으나 (4b)는 항상 확인문 

이 된다. 그가 제시하는 장형부청의문문과 확인문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형부청의문문에서는 시제〔상〕의 표치가 ‘-지’앞에 연결될 수 없 

으나 확언문에서는 자유롭게 쓰일 수 있다 3 

(5) a. 영이가〉먹었지 않니 ? 
b*영이가 먹었지 V많니 ? (•) 

2 물롱 이 초분철요소가 (2)의 두가지 의미를 완벽하게 구분치어주치는 옷한다. 

이는 질제척인 당화상의 상황에 의해서 결청되며 초분철요소는 그 보조척역할을 수 
행한다. 우리는 이 단순화펀 구별자질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커로 한다. 

8 검풍식(1981: 102)에서 “ ... 자유롭게 쓰일 수 있다”고 기술되고 았음에 주목해 
야 한다. 그의 각주 3에서도 “시제〔상〕의 표지가 ‘아니’ 뒤에 올 때도 확언문이 가능 
한 듯하다”고 하고 있듯이 ‘-지’ 앞의 시제실현이 그의 확인문의 필요충분조건이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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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영이가〉먹겠지 않니 ? 
d. *영 이가 먹겠지 V않니 ? (•) 

구별자질로 판단해 볼 째 (5a)와 (5c)는 그의 확인문인데 각각 시제표지 ‘었’ 

과 ‘겠’이 ‘-지’ 앞에 나타난 바른 문장이고， (5b)와 (5d)는 장형부청의문 

문이묘로 ‘-지’ 앞에 시제표지가 와서 비문이 된다. 김동식 (1981: 103-104) 

을 따르면 이 ‘-지’ 앞의 시제표지가 ‘-지’를 종결어미로 분석하는 증거가 

되고 있음을 주목해두기로 하자. 

둘째， 확인문은 대웅하는 서술문이 없고 항상 의문문으로 쓰언다(김동식 

1981: 102). 

(6) a. 용영이가 먹었지 않(었)다. 
h 영이가 벅지 않았다. 
ι 훌영이가 먹겠지 않(겠)다. 

d. 영이가 먹지 않겠다. 

(6a)는 확인문 (5a)의 대웅서술문이고 (6c)는 확인푼의 (5c)의 대응서술문 

인데 툴 다 버문이다. 이를 (6b) , (6d)가 바른 운장언 것과 비교해보면 바 

로 확인문의 특정엠을 알 수 있다고 그는 본다. 

세째， 그는 확인문만이 갖는 분포상의 제약이 있다고 주장한다(1981: 

103). 그 하냐는 국어의 계사 ‘이-’는 단형부정문밖에 형성할 수 없는데(김 

동식 1980: 81-85) 확인문에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는 첨이다. 다시 말해서 

그의 확인문을 새로이 설정하지 않고서는 다음 (7a)의 문법성 4을 설명할 도 

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η a. 영 이 는V학생 이 (었) 지 않니 ? (확인문) 
b. 영이는 학생이 V아니(었)니 ? (단형부정문) 
ι %영이는 학생이지 V않(었)니 ? (장형부정문) 

(7c)는 구별자질로 볼 때 계사 ‘이-’ 가 장형부청문이 되어 비문이 된 것이다. 

그가 주장하는 또 하나의 분포장의 제약은 동사 ‘얄-’이 부청될 때 부청소 

‘아니’를 취하지 못한다는 제약(김통식 1980: 20-22) 이 확인문에는 없다는 

점이다. 

(8) a. 영수는 그 소식을V알(었)지 않니 ? 
h 영수는 그 소식을 알지〉않았니 ? 

4 염 격 하게 는 통사적 개 념 인 문법 성 (grammaticalness)과 화용흔척 개 념 인 가용정 

(acceptability) 이 구분 사용되어야 하나 논의에 혼동을 가져오지 않는 한 우리는 문볍 

갱이라는 용어를 포괄적￡로 사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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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영수는 그 소식을 알지 V못했니 ? 

즉， 구별자질로 볼 때 (8a)는 확인문이기 째문에 동사 ‘알-’이 ‘아니’를 취 

할 수 있a나 부정문인 (8b)는 ‘아니’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비문이며 (8c) 
는 부청문이면서도 ‘옷’ 부청소를 취하고 있으묘로 바른 문장이라고 본다. 

이 주장은 그의 확인문에 나타나는 ‘아니’는 일반 부정문의 ‘아니’와는 다 

흔 성분이라는 논리의 근거가 된다. 

지금까지 김동식 (1981)의 확인문 설정의 논리를 살펴보았다. 이를 다시 

정리하면 확인문 설정의 일차적 동기는 역시 의미론적인 것이다. 장형부정 

의문문과의 ·표면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부정의 의미가 없고 오히려 긍정 

명제를 화자가 청자에게 확인하는 용법ξ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미 

론적 동기는 두 가지의 통사흔적 동기에 연결된다. 하냐는 ‘-지’의 문제인데 

그의 확인문에서 마치 문장이 ‘-지’에서 끝난 느낌을 준다는 점， 다시 말해 

서 ‘-지’ 이하를 잘라내어도 기본적인 의미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면 

에셔 이 ‘-지’를 종결어미로 보고 있다(1981: 101). 이 ‘-지’ 종결어미설은 

‘-지’ 앞에 시제표지가 나타남A로써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듯하다. 

또하나의 통사론척 동기는 그의 확인문의 ‘-지’ 다음에 오는 ‘아니’와 관련 

되어있다. 일반부정문에 나타나는 부정소 ‘아니’와는 달리 확인문의 ‘아니’ 

는 전혀 부정의 의미를 문장에 가져다 주지 옷한다. 따라서 김동식 (1981: 
106)은 이를 ‘부정아닌 부정’ 다시 말해 ‘가부정’ (假否定)의 ‘아니’ 라고 명 

명하였다. 이와같은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근거로 그의 확인문은 특별한 형 

성규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독렵된 문형이라고 주장한다(김동식 1980: 92). 
2.2. 이제 김동식(1981)의 확인문 이론의 문제점을 검토해보자. 

(9) 영이가 먹지 않았니 ? 

(9) 가 가진 두 가지 의미를 구별자질을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10) a. 영 이 가 먹 지 〉않았니 ? ( • ) 
b. 영이가V먹지 않았니 ? 

그의 이론에 따르면 (lOa)는 부정의문문이고 (10b)는 확인문이다. (10b)는 

‘-지’ 앞에 시제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고 ‘-지’ 앞에 시제가 나타나는 다 

음과 같은 확인문이 또 있다. 

(11) 영이가 먹었치 않니 ? 

왜냐하면 김동식 (1981: 102)은 그의 확인문의 ‘-지’ 앞에 시제가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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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인다고 했커 때문이다. 이 이론에는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하나는 (9) 라는 표연구조가 초분철요소에 의해서 다른 의미를 가질 

때 동일한 통사구조임을 고려치 않고 완전히 독렵적인 문형￡로 분류할 수 

있느냐하는 점이다. 물론 (10b)는 (10a)와 비교해볼 때 부정의 의미가 전혀 

없다는 의미론적 특성이 이 분석의 껴본 동기였음을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 

으냐 이 이유가 새로운 문형의 창조에서 오는 문법이론의 복장성을 청당화 

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의 분석이 지년 또하나의 문제점은 그 

의 확인문은 ‘-지 ’ 앞과 ‘아니 하-’ 다음에 시제 가 자유롭게 쓰인다는 데 었 

다. (11)은 ‘-치’ 앞에 시제가 나와 일견 ‘-지’를 종컬어미로 볼 수 있게 하 

치만 같은 확인문인 (10b)의 ‘-지’ 앞에는 시제표지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이 ‘지’를 종결어미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는 대안에서 (9) 라는 

장형부정의문문이 화용론적 요인에 의해서 (10a) 와 (10b) 라는 다른 화용론 

적 용볍을 갖게 됨을 보이게 될 것이며 (11)은 (10b)와 같은 용볍을 갖는 

특수형태엄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는 (10a) , (10b) , (11) 모두 통 

일한 장형부청의문문의 ‘-지’ 엄을 밝히고 종결어미가 될 수 없음을 논증할 

것이다. 

이제 검동식 (1981)의 확인문이 갖는 분포상의 특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일단 그가 제시한 분포상의 특정이 국어에 존재한다고 받아틀 

연다. 그러나 이들이 곧 확언문 절청의 증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 

리는 이들이 부청의문문이 특청한 화용론적 용볍을 가질 때 부수적A로 나 

타냐는 특성엄을 대안에서 밝히게 될 것이다. 

끝￡로 김동식(1981)은 확인문을 장형부정의문문과의 관련성 안에서만 다 

루었음을 주목해 두기로 한다. 우리는 대안에서 장형부정의문문뿐만 아니라 

단형부정의문문도 소위 그의 확인푼의 용법으로 쓰일 수 있음을 보엄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어 부정의문문의 화용론적 용법을 기술하게 될 것이다. 

:3. 장석진 (1984)의 부가의문문 

3. O. 1장에서 제시된 (1)문형을 부정의문문의 범주 밖에서 다룬 논문으로 

김 동식 (1981)과 장석 진 (1984) 이 있음을 앞에 서 언급한 바 았다. 우리 는 2장 

에서 김동식 (1981)의 이론을 소개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는 순서를 돼했으 

나 3장에서는 논리전개의 펀의장 바로 장석진(1984)의 이론의 문제첨을 검 

토하는 방볍을 택하기로 한다. 

3.1. 장석진 (1984: 260)은 (1)문형을 ‘전형적’인 부가의문문이라고 규청 

하고 있다는 면에서 김동식(1981)과 기본적 업장이 다르다. 여기에서 ‘전형 

적’이라는 개념이 일반척이고 무표적 (unmarked)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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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부가의문문이론은 부가의문문의 일반성 및 보펀성과 밀정하게 관련되 

어 있다고 일단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주장을 직정 들어보면 “전형 

적인 부가의문문이라고 여기서 부르는 구문은 부정의운문 ‘-지 않아?/않습 

니까?’ 둥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 양자의 차이는 부청의문문이 시제 (tense) 

를 부정부분에 나타낼 수 았는데 반해 부가의문문에서는 그럴 수 없고， 그 

대신 그 앞의 용언(동사， 형용사， 지정사)부에 시제를 냐타낼 수 있고 부정 

의문문에서는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두 구문은 대초척이다”라고 밝히고 있 

다(1984: 260). 이를 다시 요약하면 국어의 장형부정의문문의 구문이 ‘-지’ 

앞에 시제가 오면 부가의문문이고， ‘아니하-’뒤에 시제가 오면 부정의문문 

이라는 주장이다 5 그는 그의 부가의문문의 ‘-지’까지를 본문， ‘아니’ 이하 

를 꼬리 (tag)로 양분한다. 우리 는 장석 진 (1984) 이 문형 설청 을 일 차적 a로 

통사적인 분류법에 따라 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이 캠에 있어 

김 동식 (1981)의 접 근법 과 크게 다르다. 또한 김 동식 (1981)에 서 는 ‘-지 ’ 앞 

의 시제가 확인문의 선택조건인 데 비해 장석진(1984)에서는 ‘-지’ 앞의 시 

제가 의무조건이라는 차이가 있다. 

이제 부가의문문의 일반성에 비추어 장석진(1984)의 부가의문문 이론을 

검토해보자. 일반적으로 부가의문문이란 일정한 서술문에 통사 및 의미론 

적 제약을 받는 생략된 의문문이 부가된 의문문이라고 통사적인 정의를 내 

릴 수 있다. 국어 부가의문문도 이 청의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가정을 받아 

들언다면 장석진 (1984)의 이론에는 몇가지 문제가 있는 것같다. 다음은 그 

의 예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1984: 260). 

(12) a. 비가 왔지 않습니까? (부가의문 ; 훌청장의문) 

b. 바가 오지 않았읍니까? (청상의문 ; %부가의문) 
C. 비가 오지 않습니까? (청장의문 ; 부가의문) 

d. *비가 왔지 않았읍니까? (*청상의문 ; %부가의문) 

(12a)는 ‘-지’ 앞에 시제가 와서 그의 부가의문문이고， (12b)는 ;아니’ 다 

음에 시제가 와서 일반 부갱의문문이다. (12d)는 ‘-지’ 앞과 ‘아니’ 다음의 

양쪽에 시제가 와서 비표준어이다. 한펀 (12c)는 현재시제 문장 o 로서 국어 

에서 명시적언 시제표지가 없다. 그렇다면 현재형 구문은 부가의운문과 부 

정의문문이 통일한 형태가 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자연언어에서 부가의문 

문과 부정의문문의 통사구조가 동일한형태로서 존재한다는 이론을 받아들일 

6 창석진(1984: 263)은 ‘-지’ 앞과 ‘아니’뒤의 양쪽에 시체가 오는 운장율 사용하 
는 사랑이 있A나 。1 를 비표준어로 보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도 이 청에 있어 그의 

견해를 따르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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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우리는 동일한 통사구조는 동일한 운형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 

며 ‘-지’ 앞의 시제는 일정한 화용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형태라는 

점을 대안에서 보이고자 한다. 

한펀 장석 진 (1984)은 그의 부가의 문문의 ‘-지 ’ 까지 를 본문으로 보며 이 

‘-지’를 종결어미라고 본다. 물론 ‘-지’ 앞의 시제가 이 이론의 커본동기가 

되고 있다. 우리는 자연언어의 대부분이 부가의문문의 본문과 꼬리사이어l 

쉽표가 존재하며 이 쉽표는 담화에서는 쉽 (pause)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얄 

고 있다. 이 점은 본문과 꼬리가 거의 독립적인 문장￡로 연결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국어의 부가의문문에도 이 규칙이 존재해야 한다는 가청 

을 받아들얀다면 장석진 (1984)의 부가의문문의 본문과 꼬리사이에 잠깐 쉽 

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15l.리성분의 독렵성이라는 면에서 그의 부가의 

운문의 교리에 ‘아니’가펼수성분이어야하고 ‘아니’이하가무시제야enseless) 

여야 하는 타당한 설명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6 우리는 대안에서 ‘-지’가 종 

결어미가 아니라는 몇가지 통사적인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3.2. 이제 장석진 (1984: 265-267)이 보여주는 부가의문문과 부정의문문의 

의미론적 용법(광의의 화용론적 용법)을 살펴보자. 그는 양자의 차이를 다 

음과 같이 표로 나타내고 있다(1984: 266). 

(13) 의문문유형 

공청의문문 

부갱의문문 

부가의문문 

화자의 태도 

중렵적 

중렵적 

비중렵적 

비중렵척 

화행 

진위여부웅답 

진위여부웅답 

본문내용확인요청 

본문내용통의요청 

위 표에서 우리의 관심은 부정의문문의 비중립적 용법과 부가의문문의 용 

볍에 었다. 창석진 (1984: 267)은 “부가의문과 비중랩적 부청의문은 화행이 

아주 유사하고， 차이가 있다면 전자는 본문 명제가 참임을 단언하면서 청자 

의 동의를 청하는데 비해 후자는 청자에게 명제가 참임을 확인해줄 것을-요 

청 하는 화행 이 다. Searle (1979)의 지 시 적 (directive) 화행 에 속하며 동의 요청 

과 확인요청의 발화수반력 (illocutionary force)의 정도의 차로 볼 수 있겠다. 

부가의문이 비중렵적 부정의문보다 동의요청의 힘이 더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다. 다음 예문을 가지고 이 주장을 검토해 보자. 

8 언어에 따라서는 꼬리 (tag)가 생략된 의문운이라는 통사구조가 아닌 순수어휘 
요소가 냐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국어부가의문문의 꼬리는 긍·부갱형태가 다 가능하 

고 또 시제가 나타난다는 면에서 통사척 성격이 매우 강한 것 같다(졸고 1985: 1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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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 영회가 컸지 않니 ? 
b. 영회가V가지 않았니 ? 
C. 영회가 가지 V않았LI? 

그의 이론에 따르면 (14a)는 부가의문문이고 (14b)는 비중렵적 부정의문문 

이며 (14c)는 중립적 부정의문문이다. 이 때 (14a)와 (14b) 가 과연 발화수 

반력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또 이 차이가 과연 독렵적인 문 

형의 설정을 청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학척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Lyons(1977: 765)는 영어 부가의문문의 특정을 아래 예문을 

통해서 드러내보인다. 

(15) a. “The door isn't open, is it?," he asked himself. 

b. *“The door isn’ t open, is it?," he wondered. 

c. “Isn’ t the door open? ," he wondered. 

(15a) 와 (15b)의 문법정의 대조는 영어 부가의문문은 반드시 청자의 존재 

(자문자탑일 때는 화자 자신)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보여주며， (15c)의 문법 

성은 부정의문문에는 위의 전제를 요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는 국어 

의 부가의문문도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지 확신할 수 없으나 부가의문 

문이 갖는 본질적인 담화적 특성을 고려할 때 청자의 참여가 부가의문문의 

문형 설정에 필요한 요소로서 작용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부가의문문과 비 

중렵적 부정의문문이 발화수반력의 ·청도의 차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 명시척 시제표지가 없는 현채형의 문장은 부가의문문과 부정의문문이 통 

사구조가 통일하므로 이 차이조차도 인식할 수 없게 된다 (12(c) 참조). 이상 

의 논의로 볼때 ‘발화수반력의 정도의 차이’라는 성격만으로 (1)문형을 부 

가의문문￡로 규정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같다. 

끝으로 장석 진 (1984) 은 화자의 태 도에 따라 부가의 문문과 장형 부정 의 문문 

의 화행을 분석했으나 국어의 단형부정의문문의 화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대 안에서 장 • 단형부정의문문의 화용론적 용볍 안에서 그 

의 부가의 문문을 다루려 고 한다. 

4. 영어의 부정의문문과 전제 

4. O. 우리 는 앞에 서 김 동식 (1981) 과 장석 진 (1984) 을 논하면서 (1) 문형 을 

김동식 (1981)의 확인문이나 장석진(1984)의 전형적인 부가의문문A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부정의문푼의 특수한 형태로 분석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이 

라고 시사하였다. 여기에서는 국어의 부정의문문에 대한 고찰에 앞서 부청 

의문문이 갖는 언어보펀성을 살피는 한 방법으로서 영어 부청의문문의 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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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용법을검토하기로한다. 물론우리의 궁극적관심은 부정의문문어1 있으나 

논의의 일관성을 위하여 공정의문문의 화용론적 용법도 함께 다루기로 한다. 

그 방법은 J espersen (1933) , Cattell (1973) , Hudson (1975)을 차례대로 검토 

하여 yes-no의문문과 화자의 전제와의 관계를 일반화하도록 하겠다. 

4. 1. Jespersen(1933: 304)은 영어의 yes-no의문문(그의 nexus-question)을 

의 미 상의 용법 에 따라 unemotional question::;과 emotional question으로 나눈 

다. unemotional question은 화자가 발화전에 아무런 전제 없이 단지 정 보를 

얻고자하여 하는 질문A로 의문문의 공 • 부정 형태가 의마에 별 영향을 미 
치지 않는다. 한펀 emotional question은 화자가 발화 이전에 일정한 전제를 

가지고 하는 의문문으로서 전제의 공 • 부정 형태와 말화된 의문문의 긍 • 부 
정형태가 대조되어 나타난다. 장석진(1984: 266)의 화자의 태도라는 면에서 

보면 unemotional question은 화자의 태 도가 중립 적 이 며 emotional question음 

화자의 태도가 B1 중립적이다. 다음 예를 통해서 구체적a로 살펴보자. 

(16) a. Will you have a glass of beer? 

b. Won’ t you have a glass of beer? 

즉， (16a) 와 (16b) 가 unemotional question이 면 의 미 의 차이 가 없으나， emo

tional question이 면 의 미 상의 분명 의 대 조를 이 루어 (16a) 는 (17a) , (16b) 는 

(17b)의 의미를 갖는다. 

(17) a. 1 am surprised at your wanting a glass of beer. 

b. 1 am surprised at your not wanting a glass of beer. 

다시 말해 서 긍정 형 emotional question으로서 의 (16a) 는 화자가 상대 방이 

술을 원하지 않 o 리라는 부청 명제를 전제하고 있었으나 발화 직전에 그 전 

제에 반하는 증거에 정하고서 놀라면서 던지는 질문이요， 부정형 emotional 

question으로서 의 (16b)는 화자가 상대 방이 술을 원하리 라는 공정 명 제 를 전 

제하뇨 있었￡나 발화 직전에 그 전제에 반하는 증거에 접하고서 놀라떤서 
던지는 질문이다. 물흔 우리의 이러한 견해는 복잡미묘한 담화상황을 단순 

화시킨 일예에 불과한 것이나， 화자의 말화 전의 전제 유무와 전제의 공· 

부정 형 태 에 따라 yes-no 의 문문의 화용론적 용법 이 결청 된다는 일반화는 가 

능하다고 본다. 

한펀 Jespersen(1933: 304)은 부정의문문이 강한 공정의 의미로 쓰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Isn't that nice?’가 ‘That is very nice'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는 화자가 공정형의 전제를 가지고서 발화한다는 면 

에서 emotional question에 속하면서도 (16b) 가 (17b)의 의미를 갖는 emot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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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question과는 대조적￡로 화자의 발화전의 전제가 더욱 강화되는 emo

tional question이 다. 여 기 서 우리 는 emotional question을 다시 하위 법 주화할 

필요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 Cattel1 (1973)은 좀더 구체적언 논 

의를 하고 있다. 

4.2. Cattel1 (1973: 617-618)은 서술문a로부터 유도되며 따라서 대응서술 

문을 갖는 일반적인 yes-no 의문문과 성격이 다른 부정의문문의 존재를 밝 

히고있다. 

(18) Didn’ t Aunt Eliza get married? 

(19) Aunt Eliza didn’ t get married. 

. (20) Aunt Eliza got married. 

즉， 부정의문문 (18)은 적어도 다음 세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Cattel1 (1973 : 

617)은 말한다. 

(21) a. (19) 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며 하강억 양이 된다. 

b. (19) 에 대한 확인을 구하지만 자신이 없어 상송억양이 된다. 

c. (20) 이 참이라 믿고 확인을 구하며 상승억양을 가진다. 

이 주장을 J espersen (1933) 과 비 교해 보면 (18) 이 (21a) 와 (21c)의 용법 일 때 

는 emotional question에 해 당하고， (21b) 의 용법 일 때 는 unemotional ques

tion에 해 당한다고 본다. 우리 의 관심 은 (18) 이 emotional question일 째 

(21a)와 (21c) 라는 전혀 다른 용법￡로 쓰인다는 데 있다. 이 때 (21a)는 

부정문 (19) 를 기본문으로 하고 있고 (21c)는 긍정문 (20) 을 기본문으로 하 

고 있다 7 우리는 emotional question.으로서의 부정의문문의 기본문이 갖는 

공 • 부정 형 태 에 따라 emotíonal questíon을 둘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즉， 

기본문이 부정문이면 화자의 전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쏘이는 

용법 으로 매 우 일반적 인 용법 이 묘로 primary emotíonal question이 라 하고， 

본문이 긍정문이면 화자가 자거의 전제를 강화하려는 용법으로 그 용햄이 제 
한적 이 고 구조상의 제 약이 수반되 므로 secondary emotional question이 라고 

잠정적으로 구분사용하겠다. Hudson (1975: 13-20)은 우리의 secondary emo

tional question의 몇 가지 통사상의 제 약을 들고 있다. 

4.3. Hudson(1975: 13-20)은 yes-no 의문문을 ‘straight question'과 ‘exc1a-

7 기 본운이 라는 용어 는 Cattell (1973: 617)의 “ ... be based on ... "으로부태 빌 린 것 
A로서 화자가 부갱 의 운운을 통해 서 확인하려 는 문장이 라고 할 수 있다. 즉， (18)의 
기본문이 (19)냐 (20)이냐 하는 것은 (18)의 화용흔적 용법에 의해서 결청된다. 이 
기본푼의 개념은 다음 장의 국어 부청의문문의 분석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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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ion’ A로 나눈다. 그의 exclamation은 바로 우리 의 secondary emotional 

question에 해 당한다고 보는데 그는 이 용법 이 갖는 몇 가지 제 약을 제 시 하 

고었다. 

첫째， 반드시 ‘not’의 축약형 ‘n’t’가 쓰인다 즉， ‘n’ t’는 secondaryemotion

al question의 전 용표지 (arbitrary marker) 이 다. 

둘째， ‘any’나 ‘yet’과 같은 부정문에만 나타나는 어휘는 쓰이지 못한다. 

이 제 약은 secondary emotional question의 기 본문이 긍정 문이 라는 점 과 무 

관하지 않은 것같다. 

세째， 하강억 양을 갖는다. 이 첨은 secondary emotional question이 서술문 

의 억양을 갖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상의 제 약은 통사장의 부정 의 문문이 화자의 전제 를 강화하기 위 한 secon

dary emotional question이라는 고유한 용법￡로 쓰일 수 있다는 강력한 증 

거라고 하겠다. 

4.4. 지금까지 yes-no 의문문이 화자의 전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용볍으로 

쓰일 수 있음을 논하였다. Karttunen (1973: 169) 에 의하면 전제의 정의에 

대한 두가지의 기본입장이 있다. 한 엽장은 전제를 한 명제와 그 결과에 의 

해서 정의되는 두 문장간의 의미론적 관계로 본다. 여기에는 화자나 청자 

또는 그 문장이 말화되는 화맥이 관련되어 있지 않고 전제의 주체는 바로 

문장이 다. 한펀 전제 를 화용론적 개 념 으로 보는 또하나의 입 장이 있는데 여 

기에는 화자와 챙자가 개입되어 있고 전제의 주체는 바로 화자이다. 우리는 

바로 이 후자의 입장을 따르겠는데 의문문의 본질적 속성인 담화적 성격을 

고려할 때 전제에 대한 화용론적 정의가 우리의 논의에 더욱 유용하리라고 

보껴 때문이다. 

이제 yes-no 의문문을 화자의 전제라는 관점에서 분류해보자. 먼저 화자 

가 아무 전제없이 중렵적인 태도로 발화하는 의문문의 화용론적 용법을 비 

전제용법이라고 부르치로 한다. 이 때는 의문문의 공·부정형태에 따른-의 

미의 차이가 없으며 Jespersen (1933)의 unemotional question이 여기에 속한 

다. 한현， 화자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발화하는 화자의 태도가 비중렵적인 

의문문의 화용론척 용법을 전제용법이라 부르기로한다. 이 전제용법은 Jes

persen (1933)의 emotional question을 포함한다. 이 전제용법은 화자의 전제 

가 담화상황에 따라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한 용법과， 화자가 천제를 청자의 

동의 또는 확인을 구하여 강화하려는 용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자 

를 더 일반적이고 의문문과 기본문의 공 • 부정형태가 일치한다는 면에서 일 

차 전제용법이라 하고， 후자를 여러 제약이 있고 또부정의문문만이 이 용법 

ξL로 쓰이고 기본푼이 긍정문이 되는 특수한 용법이므로 이차전제용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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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앞서 잠정 적 ￡로 사용한 primary emotional question은 얼 차전제 용 

법으로， secondary emotìonal question은 이차전제용법S로 바꿔 부르겠다 8 

끝ξL로 영어 yes-no 의문문을 이 용어를 사용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2) 영 어 yes-no 의 문문의 화용론척 용법 

1-긍정의문문 
-비전제용법 -1 

l_부정의문푼 

yes-no 의 문문-1 1-일 차전제 용법 -1-긍정 의 문문 
-전제 용볍 _1 1_부정의 문문 

’-이 차전제 용법--부정의문문 

5. 국어의 부정의문문과 전제 

5.0. 이 제 우리 는 국어 yes-no 의 문문의 화용론적 용법 을 다루기 로 한다. 

야 과정에서 김동식 (1981)의 확인문과 장석진(1984)의 전형적 부가의문문은 

바로 국어 부정의문문이 갖는 화용흔척 용법의 특수구문엄이 밝혀질 것이며 

4장의 영어 yes-no 의문푼의 화용론적 용볍과 국어의 그것이 비교될 것이다. 

5. 1. 다음 yes-no 의 문문을 보기 로 하자. 

(23) a. 영수는 가니 ? (공정의문문) 
b. 영수는 가지 않니 ? (장형부정의문문) 
c. 영수는 안 가니 ? (단형부정의문문) 

우선 (23a) , (23b) , (23c)는 모두 화자가 아무 전제없이 단지 모르는 사실 

을 알고자하는 용법￡로 쓰일 수 있a며 바로 비전제용법에 해당한다. 이때 

(23a)의 기본문은 긍정문이고， (23b)와 (23c)의 기본문은 부정문이라는 점 

외에는 화용흔적 용법의 차이는 없다. 한핀 (23a) , (23b) , (23c) 가 화자가 

어떤 전제를 가지고 하는 말화， 즉 전제 용법일 째는 화자의 전제의 강화 

가능성 여부에 따라 다시 두 가지로 하위분류된다. 하나는 화자의 전제를 

명제 P라할때 발화직전에 rvþ얼 가능성에 직면하여 화자가 기본문 ""'þ를 

확인하려 는 용법 으로 rvþ가 의 문문￡로 나타난다. 이 용법은 yes-no 의문 

문이 갖는 매우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용법이므로 일차전제용법이다. 한펀 

화자의 전제 P를 청 자로부터 강화하기 위 하여 껴 본문을 P로하고 rvþ 즉， 부 

8 우리가‘의문문’이라는 용어대신에 ‘용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의문 
운’이 기본적으로 통사척 용어이므로 화차의 천제와 담화상황에 의하여 달라지는 화 
용론쩍 용법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데 있어 ‘용볍’이 더 척철하다고 보키 혜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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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제가 의문운으로 나타나는 용법은 여러 제약이 있고 미묘한 화용론적 

요인이 작용하는 유표적인 용법부로 이차전제용법이다. 이 두 용법을 (23) 

의 예문을 가지고 비교해보자. 먼저 (23a)는 공청의문문이므로 이차전제용 

법으로 쓰일 수 없다. (23a)가 일차전제용법이면 화자의 전제 ‘영수는 가지 

않는다’가 무너질 상황에 직면해서 ‘영수는 간다’를 기본문 o 로 하여 이 껴 

본운을 의문문￡로 하여 확인하는 용법이다. 한펀 (23b)와 (23c)가 일차전 

제용법이면 화자의 전제 ‘영수는 간다’가 무너질 상황에 칙면해서 ‘영수는 

가지 않는다(안 간다)’를 기본문a로 하여 이 기본문을 의문문a로 하여 확 

인하는 용볍이다. 이때 장형부정의문문과 단형부정의문문의 화용론적 용법 

에 차이가 없다. 얼차전제용법에서는 공청의문문의 기본문은 긍정운이고 부 

정 의 문문의 기 본문은 부정 문이 됨 을 유의 해 두기 로 하자. 또한 (23b)와 (23c) 

는 화자의 전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차전제용법일 때는 화자의 전제 ‘영수는 

간다’에 대해서 청자로부터 동의플 구하거나 청자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부 

정의문문으로 표현된 것이다. 이 때의 기본문은 ‘영수는 간다’라는 긍정문 

이라는 면에서 일차전제용법과 근본적A로 다르다. 이 경우에도 장형부정문 

(23b)와 단형부정문 (23c)의 화용흔적 기능에 차이가 없다. 지금까지 살펴 

본 의문문의 화용흔적 용법은 전척￡로 담화상의 상황에 의해서 결정된다. 

다만 이 때 쉽， 힘줌， 억양 등의 초분절요소가 그 보조적 역할을 맡계 되는 

데 그 비중이 언어마다 다르다 국어에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 초분절요 

소가 구별자질의 역할을 하는데 이 구별자질로서 (23)의 화용론적 용법을 

나타내연 다음과 같다. 

(24) a. 영수는 가니 ? (비전제용법/일차전제용법) 
b. 영수는 가지 V않LI ? (•) (비전제용법/일차전제용법) 
c. 영수는V가지 않니 ? (이차전제용법) 
d. 영수는V안 가니 ?C↑)(비전제용법/일차전제용법) 

e. 영수는 안V가니 ? (이차전제용볍) 

(24a)는 긍정의문문으로서 비전제용법과 일차전제용법을 초분철요소로 구분 

하기가 어렵고 거의 실제 담화상황에 의존하는 것같다. (24b)와 (24d)는 비 

전제용법과 일차전제용법으로 쓰이며 (24c)와 (24e)는 이차전제용법으로 쓰 

인다. 여기서 변의상 비전제용법과 일차전제용법이 통일한 구별차질로 표시 

되 었￡나 질제 담화상황이 주어 졌을 때 는 상당한 차이 가 있음은 물론이 다. 

다만 우리의 의도는 이 두 용법과 이차천제용법사이에는 비교적 현저한 초 

9 예를들어 ‘영수는 가지 않니 ?’의 중국어 표현 ‘英洙 不去爛(↑)’은 전제에 따 
른 용볍이 완전히 화액에 의존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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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요소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데 있다.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국어의 단형부청의문문도 장형부정의문문과 동일한 화용론적 용법을 

갖는다는↑사실이다。이 단형부정의문푼의 이차전제용법에 대해서 김동식 

(1981)과 장석진(1984) 이 전혀 다루지 않았음을 앞에서 지적했었다. 우리는 

그들이 장형부정의문문만을 분석의 대상￡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지’ 앞 

의 시제질현 푼제와 ‘아니’이하의 성격이 주관심사이지 않았나 판단펀다. 

국어에서 장형은 물론 단형도 이차전제용법을 가진다는 사실은 국어의 화용 

론적용법을 일반 부정의문문의 범주로 다룰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언어학적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지 금까지 살펴본 국어 yes-no 의 문문의 화용론적 용법 을 정 리 하면 다음과 

같은 형식화가 가능하다. 

(25) 국어 yes-no 의 문문의 화용론적 용법 

r-긍정의문문 
-비전제용법 -1 

1-부청의문문 
yes-no 의 문문-1 

1-긍정의문문 
r-일차전제용볍 -1 
1 ’-부정의문문 -전제용법 -1 

，-이차전제용볍-부정의문문 

이 (25)는 영어 yes-no 의문문의 화용흔적 용법인 (22)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 우리의 논의 가 옳다면 yes-no 의 문문의 화용론척 용법 은 어 느 정 도 

상대적안 언어보펀성은 있는 것같다. 

5.2. 이제 우리는 yes-no 의문문의 국어개별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예 

문의 범위를 확대해보자. 지금부터는 yes-no 의문문중 부정의문문에 대해서 

만 논하기로 하겠다. 먼저 ‘영수는 가니 ?’의 과거시제 부정의문문의 화용 

론적용법을 보기로 하자. 

(26) a. 영수는 안 갔니 ? 
b. 영수는 가치 않았니 ? 
c. 영수는 갔지 않니 ? 

10 단형부청의문문의 전제용볍올 초분철요소로 구별하키는 장형의 그것보다 더 어 
려운 듯하다. 그 이유는 단형이 장형보다 더 구어척 (spoken)이어서 화맥의존도가 그만 
큼 높기 째문인 뭇하다. 예를 들어 엄마가 식사중에 딴짓하는 아이에게 이미 다 먹어 
가는 형을 가리키며 “봐라， 형은 안 다 먹었니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해 화맥을 우 
시하고 ‘형은 안(다)먹었니 ?’의 운법성， 더 엄격하게는 가용성 (acceptability)을 판단 

하커는 어렵다. 우리는 다만 규칙의 일반화즐 위하여 단순화펀 예문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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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의 분류체계에 따르면 (26a)와 (26b)는 화자의 전제와 화맥에 따라 버 

전제용법과 일차전제용법， 이차전제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26c)는 (26b) 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면서도 의미상으로는 항상 ‘영수는 갔 

지 ?’ 라는 의미와 거의 같다. 다시 말해서 (26c)는 항상 화자의 전제 ‘영수 

는 갔다’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문 ‘영수는 갔다’가 부정의문문으로 나타 

냐는 (26a)와 (26b)의 이차전제용법과 동일한 화용론적용법을 가진다. 우리 

가 2장과 3장에서 각각 논하였듯이 검동식 (1981)은 이를 확인문A로， 장석 

진 (1984)은 부가의문문으로 분석한 바 있다. (26b)와 (26c)의 통사상의 유 

일한 차이점은 (26b)는 ‘아니하-’ 다음에 시제가 오는데 (26c)는 ‘-지’ 앞 

에 온다는 점이다. 국어에서 시제는 종결어미 앞에 온다는 엄격한 규칙이 

있￡으로 이 규칙을 따르면 (26c)의 ‘-지’는 종결어미가 되는 셈이다. 이 논 

리가 김동식(1981)과 장석진 (1984)의 핵심을 이루고 있￡며. 의미상으로 

‘-지’에서 문장이 끝난 느낌을 준다는 의미론적 동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 

다. 그러나 이 ‘-지’ 종결어마설의 맹점은 실제로 ‘-지’에서 문장이 종결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26c)의 종컬어미는 ‘니’이치 ‘-지’가 아 

니다. 한 문장에 두 종결어미가 있을 수는 없다. 우리는 뒤에서 ‘-지’ 앞의 

시제실현자체가 ‘-지’의 종결어미를보장하지는 않는다는증거를제시하겠다. 

‘-지’를 종결어미라 할 때 파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지’ 다음에 

오는 ‘아니’ 이하의 성분을 무엇a로 보느냐하는 문제이다. 김동식(1981)은 

‘아니’를 ‘부정아닌 부정’이라 했￡나 이는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기피이 

며 11 장석 진 (1984)은 부가의 문문의 꼬리 라고 분석 하고 있..2.나 국어 부가의 

문문의 꼬리에 왜 ‘아니’가 필수요소이며 또 교리가 항상 무시제여야 하는 

지 를 정 당화하지 옷하는 듯하다. 이 러 한 문제 의 파생은 궁극척A로 (26c)의 

‘-지’에 대한 잘못된 진단에서 비훗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앞에서도 여러 차 

례 시사하였듯이 우리의 대안은 (26c)를 (26b)와 동일한 통사구조로 분석하 

고(26c)의 ‘-지’ 앞의 시제실현은 (26b)가 전적A로 이차전제용볍으로 &이 

기 위한 특별한 장치라고 분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흔 안에 

서는 (26c)는 부청의문문이므로 ‘-지’가 종결어미도 아니고 또 ‘아니’ 이하 

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도 없다. 이제 (26c)와 같은 전용적 이차전제용볍을 

좀더 살펴보기 위하여 (26)을 미래시제로 바꿔보자. 

(27) a. 영수는 안 가겠니 ? 
b. 영수는 가지 않겠니 ? 

11 창경희(1982: 111)에서도 이에 대해서 “이틀을 부청아닌 부청으로 규청해버리 

기보다는 이들이 왜 부갱의 의미를 잃게 되었는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지척 
하고 있다. 



34 語學맑究 第22卷 第 1 廳

c. 영수는 가겠지 않니 ? 

(27a)와 (27b)는 화자의 전제에 따라 비전체용볍과 일 • 이차전제용법의 세 

가지 용법S로 쓰일 수 있으나 (27c)는 ‘-지’ 앞에 미래시제가 나타난 구문 

으로 전용적인 이차전제용법으로 쓰인다. 과거시제 (26)과 미래시제 (27)을 

현채시제 (24)와 비교해 보면 명시적 시제표지가 없는 현재시제 부정의문문 

운 전용적인 이차전제용법을 가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다음 예문 

에서 다시 확인해보자. 

(28) a. 영수는 자지 않고 있었니 ? 
b. 영수는 자고 있지 않았니 ? 
c. 영수는 자고 있었지 않니 ? 

먼저 (28b)를 (28a)와 비교해보면 장(aspect)을 나타내는 어휘 ‘-고 있-’ 이‘ 

‘-지’ 앞에 왔a나 (26b)가 전용적 이차전제용법ξ로 쓰이지 않고 (28a)와 

(28b)가 비전제용법과 일 • 이차전제용법ξ로 쓰인다. 그러나 (28c)는 ‘-지’ 

앞에 과거시제 ‘었’이 온 형태로서 전용적 이차전제용법을 가진다. 다음 예‘ 

를 다시 보자. 

(29) a. 영수가 가지 않았었어 ? 
b. 영수가 갔었지 않아? 
c. 영수가 가지 않았겠니 ? 
d. 영수가 갔겠지 않니 ? 

먼저 (29a)와 (29b)를 보면 (29b)의 ‘-지’ 앞에 시제 ‘았’과 추정의 기능을

갖는 것￡로 보이는 ‘었’이 연이어 나온 구문￡로 (29b)는 전용적 이차전저1 

용볍A로 ξ인다. 또 (29c)와 (29d)를 비교해보면 (29d)의 ‘-지’ 앞에 시제 

‘았’과 추정의 어휘 ‘겠’이 연결되어 나온 구문으로 전용적인 이차전제용법‘ 

A로 쓰인다. 물론 (29a)와 (29c)는 전제와 관련된 세가지 용법을 갖는다. 

이상의 논의로 판단해볼 때 ‘-지’ 앞에 명시적인 시제표시가 요면 그 부정 

의 문문은 전용적이차전제용법을 갖는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 ’ 앞의 시 제 표지 는 이 차전제 용법 의 전용표지 (arbitrary marker) 라고 우리 

는본다. 

이제 과연 이 ‘-지’가 통사적으로 종결어미의 특성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3이 a. 할아버지께서 가지 않￡셨니 ? 
b. 할아버지께서 가셨지 않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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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할아버지께서 갔지 않ξL시니 ? 

(30b)는 (30a)와 비교해서 시제표지 ‘었’이 ‘-지’ 앞에 왔￡므로 전용적인 

이차전제용법만을 갖는다. 이 해 소위 존칭보조어간 ‘시’가 시제표지 앞에 

왔다. 이와는 달리 (30c)가 B] 문인 것을 보면 존칭보조어 간은 항상 시제표 

지 앞에 와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예는 일견 ‘-지’ 종결어미설을 지지 

해주는 듯하기도 하다. 그러나 다음 예문을 보자. 

(31) a. 아버넘， 영수는 가지 않었읍녀까? 

b. 아버념， 영수는 갔지 않송니까? 
c. *아버념， 영수는 가셨지 않니 ? 

(31b)는 (31a)와 비교해볼 때 시제가 ‘-지’ 앞에 왔.E..므로 전용적 이차전제 

용법이다. 그러나 이 째 ‘지’에서 문장이 끝난 것￡로 볼 수 없게 하는 요 

인이 있다. 즉. (31a)의 '-읍니까’에 표시되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존대법 

이 (31b)의 ‘-지’ 앞에 표시될 수가 없는 것이다. 만일 (31c)처렴 존대법이 

‘-지’ 앞에 실현되면 원래 의도했던 화자의 청자에 대한 존대법이 되지 않 

고 화자의 주어에 대한 존대법이 되어 국어에서 받아들일‘수 없는 문장이 

생긴다. 이 사실은 ‘-지’가 국어의 종결어미로서의 완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음을 단적 ξL로 보여준다고 여겨진다. 

김동식 (1981: 102)는 그의 확인문은 대응서술문이 존쩨하지 않는다고 보 

고 있으나 우리는 2장에서 이 특정 이 곧 확인문설정의 증거는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우리는 그의 확인문을 부청의문문의 이차전제용법으로 분석하 

고 있￡묘로 여기에서 부정의문문과 대응서술문과의 관계에 대해셔 알아보 

기로한다. 

(32) a. 영수는 먹지 않았니 ? 
b. 영수는 먹었지 않니 ? 

c. 영수는 먹치 않았다. 

d. *영수는 먹었지 않다. 

떠2a)가 비전제용법과 일 • 이차전제용법의 세가지 용법을 가지는데 반해 

(32b)는 ‘-지’ 앞에 시제가 왔으므로 전용척 이차전제용법으로 쓰인다. 이 

째 (32a)의 대웅서술문 (32c)는 바른 문장이나， (32b)의 대웅서술문￡로 보 

이는 (32d)는 비문이다. 이를 근거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전용적 이차전제 

용법을 갖는 부정의문문은 대응서술문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우리가 김동식 

(1981)에 제기했던 것과 동일한 문제에 빠진다. 즉 대웅서술푼이 없다는 특 

갱이 확인문을 청당화하지 못하듯이 부청의문문의 이차전제용법을 청당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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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옷한다. 따라서 우리는 대응서술문을 갖지 뭇하는 근본 이유를 이차전 

제용법의 본질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전용적 이차전제용법인 (32b)는‘영 

수는 먹었다’를 기본문a로 하여 이 화자의 전제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부정 

의문문의 형식을 빌린 것이다. 따라서 부정의문문이라는 틀을 벗어나서는 

이차전제용법이라는 원래의 담화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부정의문문이 갖는. 대응서술문의 개념을 전용적 이차전제용법의 구문에 적 

용시킬 수 없다고 본다. 한펀 (32a)는 화맥에 따라 。1 차전제용법￡로 쓰일 

수 있￡나 통사상으로 비전제용법이나 일차전제용법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 

묘로 (32b)와는 달리 대응서술운이 존재한다. 이 현상은 이차전제용법 구문 

의 보문화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 

• 1:1 e. r l. 

(33) a. 영수가 가지 않았는지 1-"-τ= ""T 
l 물어보라. 

b. *영수가 갔지 않는지 ! 모른다. 
l 물어보라. 

(33a)와 비교해서 C33b)가 비문인 이유는 보문화되기 전의 ‘영수가 갔지 않 

니 ?’가 전용적 이차전제용법으로서 대응서술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은 전용적 이차전제용법이 직접담화에서만 쓰일 수 있는 화용론적 성 

격이 지극히 강한 어법엄을 증명하는 증거인 것같다. 

5.3. 이제 국어의 이차전제용법이 갖는 몇가지 제약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못’ 부청의문문은 이차전제용법으로 쓰이지 않는다. 

(34) a. 영수는 뭇 갔니 ? (비전제용법/일차전제용법) 
b. ‘ 영수는 가지 못 했니 ? (비전제용볍/일차전제용법) 
C. *영 수는 갔지 못 하니 ? 

국어에는 ‘아니’ 부정문과 함께 ‘옷’ 부·정문이 있는데 ‘못’ 부정의문문은 

이차전제용볍A로 쓰이지 못하며 따라서 전용적 이차전제용법으로 쓰이기 

위한 ‘-지’ 앞의 시제자체가 불가능하므로 (34c)는 비문이다. 

둘째， ‘지 아니하’가 축약되어 ‘잖’이 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잖’은 

이 차전제 용법 의 전용표지 (arbitrary marker) 이 다. 

(35) a. 영 수가 가잖았니 ? 
b. 영수가 갔잖니 ? 
c. 영수가 가찮겠니 ? 
d. 영수가 가겠찮니 ? 

(35a) 와 (35c)는 일반적인 부갱의문문이 이차전제용법으로 쓰일 혜 축약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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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이며 (35b)와 (35d)는 시제가 ‘-지’ 앞에 오는 전용적 이차전제용법야 

므로 당연히 ‘잖’ 이 가능하다. (35)는 모두 전용적 이차전제용법이다. 이와 

같이 축약이 가능하다는 현상은 '-지’와 ‘아니’ 사이가 통사적 및 음성적으 

로 매우 밀접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결국 ‘지’를 종결어미로 보는 

이흔에 대한 반증。1 될 것이다 12 

세째， 종결어미는 화자의 중랩적 태도를 나타내는 ‘-니 ?’, ‘-어 ?’ 퉁이 

어야한다. 

(36) a. 영수는 때리지 않았니 ? 
b. 영수는 째렸지 않니 ? 

c. 영수는 때리지 않았지 ? 
d. 융영수는 때렸지 않지 ? 

(36a) , (36b)와 달리 (36c)는 ‘-지 ?’로 문장이 끝난 형태로서 이차전제용 

법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지’ 앞에 시제가 온 (36d)는 비문이다 13 

네째， 이차전제용법은 부정의문문의 형식을 벌어 강한 긍정을 표시하으로 

당연히 부정의 의미를 갖는 어휘언 ‘전혀’， ‘아직’ 등과는 쓰이지 옷하는 

반면 전적으로 긍정의 의마인 ‘벌써’， ‘이며’ 풍은 이차전제용법만￡로 쓰 

안다. 

(3η a. *영수는 전혀 먹었지 않니 ? 
b. *영수는 아직 먹었지 않니 ? 
c. 영수는 벌써 먹지 않았나 ? 
d. 영수는 이미 먹지 않았나 ? 

(37a)와 (37b)는 ‘-지’ 앞에 시제가 와서 전용적인 이차전제용법이나 부청 

소 ‘전혀’， ‘아칙’과 장충되어 버문이다. 한펀 (37c)와 C37d)는 ‘벌써’， ‘이 

마’라는 어휘 때문에 이차전제 용법으로만 쓰인다. 이 점은 명어 부정의문 

푼의 이차전제용볍에 ‘any’, ‘yet’ 등의 부청문에 쓰이는 어휘가 오지 못하는 

제약과 일치하는 것이다. 

다젓째， 장형부청문보다는 단형부청문을 취하는 특청 동사도 이차전제용 

12 이차전제용볍의 ‘-지’와 ‘아니’의 밀접성은 두성분사이에 ‘는’， ‘도’같은 조사 
가 삽엽될 수 없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즉 ‘영수는 갔지는(도) 않니 ?’는 받아 
들일 수. 없는( unacceptable) 문장이 다. 

18 ‘-지 ?’와 같은 화자의 태도가 비중렵적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가 오는 yes-no> 
의문문은 우리의 화차의 전제와 관련된 비전체/일차전제/이차전제의 3분법과 무관한 
것 같다. 이는 화자의 태도가 어휘화됩으로써 화액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와치기 때! 

문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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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에서는 그 제 약이 없다. 

(38) a. 영수는 학생이지 않았니 ? 
b. 영수는 학생이었지 않니 ? 
c. 영수는 알지 않았니 ? 
d. 영수는 알았지 않니 ? 

{38a)는 김동식 (1980: 81-85)을 따르면 계사 ‘이-’가 장형부정문a로 쓰이 

지 못하지만 (38a) 가 (38b)의 의마인 이차전제의문문으로 쓰일 수 있￡며， 

깅동식 (1980: 20-22)은 동사 ‘알-’도 장형부정문으로 쓰이치 못한다고 밝히 

고 있는데 이 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해도 (38c)가 (38d)의 의미로 사용펼 

때 즉 이차전제용법일 때는 이 제약도 없다. 

지금까지 국어의 부정의문문의 이차전제용법이 갖는 여러가지 제약을 검 

로함a로써 이차전제용법의 특수성을 확인하였다. 

‘6. 맺는 말 

-6.1.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셔 이 논문의 초두에서 제시한 (l)운형은 김동 
식 (1981)의 확인문이나 장석진 (1984)의 부가의문문이 아니라 국어의 일반척 

인 장형부정의문문의 이차전제용법을 위한 특수구문S로 분석되는 것이 보 

다 나음을 논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어부정의문문의 화용론적용법을 화자 

의 전제에 따라 비전제용법과 일차전제용법， 이차전제용법의 세가지 용법A 

로 형식화하였￡며 이 형식화는 영어의 부정의문문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정의문문의 이차전제용법이 갖는 여러가지 제약을 밝힘 

￡로써 이들이 일반적인 국어 부청법의 이론 o 로 다룰 수 없는 화용흔적 특 

성이 매우 강한 어법엄을 확인하였다. 

-6.2. 자연언어 가운데 우리가 아는 한 유일하게 국어가 장형의문문의 이차 

전제용법에 두가지 형태가 존재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원문의 서술어와 ‘아 

니하-’의 첨가에 의한 ‘하-’라는 두 서술어의 존재에서 그 해결의 질마리를 

찾아야 할 것같다. 정상적인 국어 사용자는 시제를 술어의 어간 다음에 나 

타내는데， 장형부청의문문이 두개의 술어를 가지묘로 시제질현이 가능한 곳 

이 두 곳이 되며 창구한 언어생활을 통해서 결국에는 ‘-지’ 앞의 시제질현 

어법이 독랩하여 전용적인 이차전제용법으로 굳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본 

다. 지금도 일부 방언이나 유아문법에서 두 곳에 시제가 오는 현상은 이를 

드러내 보이는 흔적이 아닌가 한다. 이와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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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suppositions of Yes-No Questions in Korean 

Kyung-Key Chang 

This paper argues that pragmatics of yes-no questions in Korean parallels 

that of English in that Korean also has unpresuppositional usages, primary 

presuppositional usages, and secondary presuppositional usages, which are 

categorized on the basis of the speaker’ s presuppositions:(cf. Cattel1 (1973) , 
Jespersen (1933) , Hudson (1975)). Unlike the other ones, the secondary 

presuppositional usage is a marked case in that it requires hearer’s confìr

mation about the speaker’s positive presupposition through a negative yes-na. 

quest1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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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ides, Korean has an arbitrary secondary presuppositional usage, in 

which the question realizes its tense before ‘-chi’ instead of after ‘ha-’. 

Because of this unambiguous interpretation, Kim T.S. (1981) names the 

sentence a ‘confìrmative sentence' and Chang S.C. (1984) analyzes it as 

a typical tag question. 

Unlike their approaches, we argue that the marked type is a special form 

of general secondary presuppositional usages, which seems to exist in Korean 
•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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