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명사구와 제한적 관계문의 법의 교호* 

킴 은 경 

1. 서 론 

서반아어의 제한척 관계절의 선행사를 이루는 명사구의 의미에 관한 연구 

는 주로 선행사의 의미， 형태와 관계절의 법의 교호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방 

향으로 이루어졌다. 즉， 선행사를 이루는 명사구의 형태적 ‘한정성’ 

( definitud), 의미척 ‘지시성’( referencialidad) 또는 ‘특청성’(es야cificidad)이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절 동사의 법(modo verbal)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었다는 전제 하에서， 얼찍이 Rivero (1975, 1977, 1979)는1 특정적 의미의 

명사구(SSNN especm∞s)가 선행사인 경우에는 그 관계절의 동사가 직셜법 

( indicativo)을 취하고， 불특정척 의미의 명사구(SSNN inespecificos)가 선행 
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관계절이 접속법( subjuntivo)을 취한다고 주장하며， 명 

사구의 ‘특청성’의 유무는 바로 Donnellan (1966)의 청명사구의 지시척 의미 

와 서술적 의미( referenciaνatributivo)의 구분과 일치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Rivero의 주장은 명사구의 ‘특정성’야 아닌 명사구의 존재 의미 

(e갱stencialidad)가 오히려 관계절의 법과 관계한다는 Rojas (1977)의 반 
대의견을 통해 2 그 내용이 재고되기에 이르었고， 검은경 ( 1993)은 3 Rivero 

*본 연구는 1993년도 학술진흥재단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야루어졌음. 

1 Rivero (1975)는 명사구의 ‘특정성’( especificidad)과 ‘한정성’( definitud)은 독 
립척 자질이며， ‘특정성’은 제한적 관계문의 법의 교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 
며， Donnellan (1966)이 제시한 정명사구의 referenciaVatributivo의 구분이 서반 
아어에서는 통사적， 의미적 근거에 의해 뒷받침되며 그 근거가 바로 정명사구의 
‘특정성’의 유무라는 주장과 함께 명사구의 존재의미는 문맥적언 것이며， 명사구의 
‘한청성’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냐， Rivero (1977, 1979)는 Rojas (1977)의 
비판에 당변하자， Donnellan의 referenciaVatributivo의 구분이 서반아어에서 충분 

한 통사적， 의미적 근거에 의해 지지된다는 주창을 일부 철회하였지만， 명사구의 

특정성이 관계문의 법의 교호(Ind/Subj. = espec.!ines뿜c.)에 일정하게 적용된다 

는 점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2 Rojas (1977)는 Rivero와는 달리 명사구의 ‘특정성’ 구분과 수식하는 관계문의 
법의 교호는 반드시 일청하게 적용되어질 수 없으며， 관계문의 법의 교호에 근거 
한 명사구의 ‘특정성’의 구분이 Donnellan의 referenciaVatributivo 구분과도 일치 
하지 않으며， 관계철의 법의 교호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명사구의 존재의미에 
제한된다고 주장한 바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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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Rojas의 연구들을 비교한 후 정명사구가 선행사인 관계절의 법의 교호 

는 명사구의 ‘특정성’이 아닌 이미 인지된 지시물(referente conocido)의 

‘확인’( identificaci6n)여부와 관계하고， 문제의 초점인 ‘특정성’의 유무가 선 

행사가 부정명사구 관계절의 법의 교호와 관련한다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 

한바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가설을 증명할 목적으로 부정명사구의 의미 

분석을 통해 정명사구가 선행사언 제한적 관계절의 법의 교호가 명사구의 

‘특정성’과 무관하다는 것을 우선척으로 확인한 후， 궁극적으로는 부정명사 

구가 선행사인 관계절의 법의 교호가 그 선행사의 ‘특정성’에 의해 결정된 

다는 것을 밝혀보도록 하겠다. 

2. 부정명사구의 의미 

서반아어의 부정명사구에 대한 셔문법상의 전통은 부정명사구의 전형을 

이루는 소위 부정관사(urνuna)의 정의 문제에서조차도 의견의 일치가 이루 

어지지 않는 혼란된 상황을 보여준다. 최초의 서문법을 기술한 A. de 

Nebrija (1492)는 정관사 el 1a, 10만을 관사로 인정하였고， 뒤이어 G. 
Correas (1625)도 un을 관사가 아닌 부정어( indefi띠do)의 일종으로 간주 

하였다. 

물론， 이와 같은 초기의 견해는 역사적으로 로망스어의 정관사는 라틴어 

에 유래하고， 라틴어는 원래부터 부청관사가 없는 언어라는 점에 기언한다 

고 볼 수 있겠다. 처음으로 서반아어에 부정관사가 도업된 것은 불란서의 

Port-Royal문법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고 4 이후 v. Sa1vá.와 A. Bel10의 

인정을 거쳐 1854년의 스페인 한렴원 문법에 등재된 후 오늘날까지 유지되 

어오고 있다. 

3 킴은경 (1993a)은 Rivero와 Rojas의 연구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두 학자가 명 
사구의 ‘특정성’과 ‘지시성’에 대해 서로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 

하여， 명사구의 ‘특정성’의 대립이 서반야어에서는 관계문의 법의 교호와 일정하게 

관계한다는 Rivero의 주장은 적용상 한계가 있지만 일부 문맥에서는 근거가 있으 
며， 전혀 반대의 주장을 하는 Rojas의 견해도 ‘특정성’의 개념을 ‘지시성’과 혼동 
하고 었으며 존재의미가 관계문의 법에 의폰한다는 주창은 결국 Rivero의 ‘특정 
성’의 구분을 우회적으로 암시하고 있음을 밝혀내고 법의 교호에 근거한 특정성의 

구분도 부정명사구에만 일정하게 적용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4 R. Lapesa (1975)는 불란서 의 Port-Royal (1660) 문법 에 서 제 시 된 정관사와 
부청관사의 구분이 처음으로 셔반아어에 적용된 것은 P. Benito de S. Pedro에 의 
해 이루어쳤으냐， 형태적인 구분 작업에 불과했고， 내용척으로는 부정어( inde
finid이의 일종이라는 종전의 견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명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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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o (1846)의 경우에도 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품사의 일종으로 간 

주하지만 내용적으로는 el, la 10는 인칭대명사 랴 ella, ello의 무강세형으로， 

un, una는 수사의 얼종으로 기술함으로써 관사를 대명사의 일종으로 이해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견해는 오늘날 Lázaro Carreter (1980)에 5 의해 계승 

되고 있다. 또한， A. Alonso (1933)의 6 경우에는 아직도 관사는 리， la, 10 

뿐이며 un, una는 어디까지나 부정대명사(pronombre indefinid이라는 의견 

을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형태척 정의에 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Alarcos (1978)는 7 el은 통사적으로 종속적 요소(si.gno dependiente)로 m 
은 독립적 요소(signo independiente)로 간주하여 그 통사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관사의 기능에 접근하기도 하였다. 결국， 이러한 다양한 견해 차이 

는 관사 또는 부정관사가 보여주는 일부 기능에만 접착하여 이를 특정한 문 

법적 범주로서 분류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un， una에 대한 

Lapesa (1975)의 8 견해는 비록 통시적 관점에 근거한 것이지만 시사하는 

5 F. Lázaro Carreter (1980)는 Bello (1846)의 견해를 받아들여 관사를 얼종의 
대명사라고 간주한다， 단지， 공간적인 지시 (indicaci6n espacial)의미가 불분명하다 
는 점에서 지시사( demostrativo)와 구분될 뿐이라고 주장한다. 

6 A. Alonso (1933)는 부정관사는 지시물을 발화상황에 처음으로 도업할 때 사 
용되는 요소( presentador) 또는 지시물을 다른 종류와 구분하여 분류하는 요소 
( clasificador)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취할 수 있고， 정관사는 이미 분류되었거나， 
도입된 요소를 다시 확인하는 요소( identificador )라는 주장을 하였고， 그러한 분 
류， 도입 및 확인은 공간적 발화상황뿐 아니라 문맥척으로도 이루어진다고 했다 
(he visto en la calle a un hombre y a una mujer; 리 hom바'e iba furioso y la mujer 
llorando). 

7 E. Alarcos Llorach (1978)은 부정관사 un은 명사의 한정어(adyacente nomi
nal) 기능 외에도 명사화도 가능하며， 나아가서는 명사구의 핵 (n디cleo nominal)의 
기능올 취할 수 있다는 점이 정관사와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주장한다. 

a) Llegaron unos libros pero no los ha ordenado. 
Ady. N. N.N. 

b) Ayer trajeron unos, pero aún no los he visto. 
c) Se present6 un soltero/Se present6 uno soltero. 

Ady.N. N.N. N.N. Ady.N. 

즉， 정관사는 b), c)에서 부정관λ까 취하는 독립적 요소로서 기능을 갖지 못한다. 
8 Lapesa (1975)는 시간 공간적으로 존재하거나 행위를 하는 명사는 실현된 것 
으로， 그렇지 않은 추상적， 개념적 명사와 대립되며(Sust actuaVSust virtual), 
이러한 실현화 과정을 유도하는 요소들은 의미를 가진 것과 의미를 갖지 않은 것 
(actualizador lleno/ actualizador vado)으로 구분된다고 언곱하고， 정관사는 바로 
actualizador vado에 해당되고， 실현화 요소 중에 서도 확인화( identificaci6n)가 가 
능한 요소이나， 부정관사는 실현화는 가능하지만 확인화를 하지 못하는 요소로 간 
주하였다. 즉， La야sa의 견해는 근본적으로 리/un의 대립이 identificador/no iden
tificador의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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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 많다고 볼 수 있다. 즉， Lapesa는 un, una가 세 가지 범주척 의미를 

지닌다: 부청관.AHartic버o inde회n피이， 수사(numeral)， 부정형용사(a이e

tivo indefinido). 

(1) a. 리 libro / un libro 

b. un libro / dos libros 

c. un libro / ningún libro 

(1 a)의 el/un의 대립은 el이 ‘10 consabido’(화· 청자가 공히 알고 있는 

것)를 m은 이러한 의미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A. Alonso (1933: 

154)가 일찍이 주장한 바 있는 un이 ‘pre똥ntaci6n’ 또는 ‘clasificaci6n’의 

의미를， el이 ‘identificaci6n’을 의미하며 서로 대립을 이룬다는 것과 같은 

견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명사구의 지시척 의미(significado referencial ) 

와 서술적 의미(significado atributivo)의 구분이 지시물( referente)의 인지 

성 (10 conocido) 또는 확인성( identificabilidad)에 근거한다는 것을 상기하 

면， (1a)가 보여주는 대립은 명사구의 화용적 분석의 출발점이라 할 수 었 

다. 또한， (1b)의 대럽은 수의 대립으로 m을 포함하는 부정명사구(SSNN 

indefinidos)가 양화 의미 (valor cuantificacional)를 지닌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부청명사구는 지시적 해석(interpretaci6n referencial)과 양화척 해 

석(interpretaci6n cuantificacional)으로 양분된다는 Fodor and Sag (1982) 

의 9 견해와도 일치하는 것이며， (1c)에서 보이는 un/ningún의 대립은 지시 

물의 존재 의미(valor existencial)와 관련하는 것으로 명사구의 ‘특청성’/ 

‘불특정성’( especifico/inespecific이의 대립관계를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 
마 10 

2.1. 정명사구의 불톡정성 

한편， 우리가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구체척으로 부정명사구 

와 제한척 관계절에서 나타나는 법의 교호(altemancia modal)라는 점에서 

9 Fodor and Sag ( 1990 )은 부정명샤구는 의미적으로 지시척 해석과 양화척 해석 
으로 구분되는 판별기준이 순수한 의미론척 기준에 의한 것이며， 이러한 의미론척 
기준에 의한 구분작업이 선행된 후에야 화용적 의미 분석이 가능해진다고 보고 있 
다. 

10 Leonetti (1990)는 명사구의 ‘특정성’은 심리적 기준(criterio psicol6gico)에 의 
하면 지시물의 언지 여부(10 conocido)에 의해 결정되고， 논리척 기준(σiterio 16-
gico)에 따르면 지시물의 존재(e찌.stencia)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구분하고 있 
지만， 우리의 의견은 지시물의 인지여부란 지시물의 존재를 전제한 이후에야 가능 
한 판단 수단이기 때문에， 명사구의 ‘특정성’은 바로 그 존재 유무에 근거하는 판 
단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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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esa가 기술한 (1a)와 같은 대립은 우리의 관심을 벗어난다고 할 수 있 

겠으나， 정명사구(SSNN definidos)도 문맥에 따라 ‘불특정’적 의미를 지닐 

수 있고， 그러한 점이 (1c)의 대렵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부 살펴 보 

기로하자. 

L∞netti (1990: 155)는 버지시적 해석을 취하는 경향이 두드러진 정명 

사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2) a. 최상급 el coche mãs rãpido del mercado, el último en llegar. 

h 역할 또는 직 위 : 리 presidente, 려 jefe del departamento. 

c. 사건 또는 사물과 관련된 동작의 주체: 리 ganador de 1a carrera, 

el autor de Don Quijote. 

이와 같은 정명사구들은 일반적으로 명사서술어(predicado nominal) 또 

는 속사(atributo) 기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볼 수 있다 11 

( 3) J uan quiere el coche mãs rãpido del mercado. 

즉， (3)과 같은 문장은 Donnellan (1966)의 referenciaVatributivo의 중 

의적 해석이 12 가능한데， 화자의 입장에서 Juan은 특정한 자동차(coche 

especifico 0 determinado: Ferrari)를 언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엇이든 

상관없이 가장 빠른 차만을 막연히 언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문 

장이 관계절의 수식을 받을 경우， 

( 4) a. J uan quiere el coche mãs rã pido d려 mercado que corre a 250 

Kms por hora. 

b. Juan quiere el coche mãs rãpido del mercado que corra a 250 

Kms por hora. 

11 Enc (1991 , 22-23)는 속사 또는 명사서술어(pf혀icado nominal)로 사용된 명 
사구는 모두 불특정명사이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명사구들은 논리 형태(forma 1δ

gica)에서 양화사 인상(subida de cuantificador)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양 
화사가 아니며， 결과적으로 논리형태에서의 작용역이 s-구조상의 작용역보다 넓어 

질 수 없다고 했다. 

12Kripke (1977)는 Donnellan의 referenciaVatributivo의 구분을 의미적 지시 
(referencia semántica)와 화자의 지시 (referencia del hablante)의 개념으로 셜명 
할 것을 제안하고， 전자가 언어의 의미에 의존되는 것이라면 후자는 화자가 특청 
상황에서 언어를 통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가에 의폰되는 것이라고 한 바 있 
다. 아울러， Kripke는 명사구의 referenciaVatributivo의 구분을 화용적으로 해결 
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그러한 구분이 순수히 의미척 중의성(ambiguedad semán
디ca)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바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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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적 해석은 (4a)처럼 직셜법을， 비지시적 해석은 (4b)처럼 접속법을 

취함으로써 적어도 이 문맥에서만은 직설법( indicativo )을 특정 선행사 

(antecedentes especificos)와， 접속법( subjuntivo)는 불특정 선행사(antece

dentes inespecíficos)와 평행척이라는 Rivero (1975)의 견해와 일치하고， 

이는 또한 지시척 의미( referencial)는 특청척 의미( especi잠co)와 비지시적 

또한 속사적 의미 (atributivo)는 불특정적 의미( inespeci fico )와 각각 일치함 

을 암시한다. 그러나， 여 기 에 서 우리가 간과해 서는 안될 것은 referenciaV 

atributivo와 especifico/inespecifico의 외형적 일치가 (3), (4)가 보여주는 

불투명 문맥(contexto opaco 0 intensional)에서나 13 가능하다는 점이다. 왜 

냐하면， 투명문맥(contexto transparente 0 extensional)에서는 이미 Rojas 
(1977 )가 지적했던 것처럼 앞서 나열한 두 가지의 대립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5) El que a똥sin6 a Smith, quienquiera que 않a， está loco. 

즉，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명사구 el asesino de Smith는 직셜법 

관계문으로 해석되어 Donnellan이 지적하는 지시적 의미를 부여받고 있지 

만， qu~enqUlera que sea와 양립한다는 점에서， 외형상 관계문의 법과 지시척 

의미와는 무관하다는 점이 증명되고， 아울러 명사구의 특정성과도 일단 무 

관하다고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이 암시하는 것은 영사구의 ‘특정성’을 Rivero와 Rojas가 어 

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었다. 

( 6) El comentario que ahora * suscite/* esté suscitando Picasso queda 

fielmente reftejado en primera plana. (Rojas 1977: 64) 

( 7) El libro que pr6ximamente 않criba/escribiré será todavia mejor. 
(Rivero 1977: 72) 

(6 )은 Rojas의 견해를 보여주는 예문으로서 접속법의 관계절은 선행사 el 

comentario의 존재여부에 대해 화자의 중립척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다시 

존재를 전제 (presuposici6n existencial)하는 술부와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이 

13동사를 논리적 의미 자질에 의해 구분하는 작업은 이미 Karttunen (1968), 
Givon (1973), Jackendoff (1972) 둥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들은 종속절이 언급 
하는 명제의 진위를 분명히 하는 동사들(verbos factivos y verbos implicativos 
negativos)과는 달리 종속절의 진위에 대한 어떠한 판정도 내리지 않는 동사들 

(verbos no implicativos)을 구분했는데， 이 중 후자의 동사들이 불투명 문맥을 구 
성하며， 특히 소위 내포동사(verbos intensionales)라 불리우는 querer, d않ear， 
pretender, bu똥ar， esperar, intentar, planear, ordenar, pedir, tener, permitir, 
necesitar 둥이 바로 이 그룹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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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7)은 이러한 Rojas의 견해를 다시 반박하는 Rivero의 예문으로 션행 

사의 존재 의미와 전혀 무관하게 명사구의 특정성의 대립은 이루어질 수 았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Rojas는 ‘특정성’을 지시물의 존재 의미( valor 
existencial)와 연결하여 지시물의 부재는 곧 불특정적 의미의 발현으로 간 

주한다면， Rivero는 ‘특정성’을 지시물의 인지 여부( conocido/ no conocid이 

또는 확인 여부( identificado/ no identificado)와 연결하여 화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지시물에는 불특정적 의미를 그리고 인지한 지시물에는 특정적 의 

미를 부여하고， 이는 각각 형태적으로 (7)에서처럼 접속법( escriba)/직셜법 

( escribiré )의 대립으로 표출된다고 본다. 

이와 같은 견해차는 이미 킴은경 (1993: 167)이 지적했듯이 ‘특청성’에 대 
한 각각 논리척 정의와 화용적 정의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6) 

과 (7)만을 놓고 분석할 때， 외형상 서로 상이한 결과를 이끄는 두 가지의 

정의가， 이미 우리가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문맥척 상황을 고려할 때 서 

로 상호 보완척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었다. 

Rojas가 근거하는 예문 (6)은 분명히 존재에 대한 전제의 모순으로 설명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예문 (6 )의 관계절에 과거시제를 사용하는 경우， 

(8) El comentario que suscit6/ suscitara Picasso queda fielmente 
reftejado en primera plana. 

(8)에서처럼 문법성이 다시 소생되고， (8)의 직셜법/접속법의 대립은 

Rojas가 또한 제시한 바 있는 예문 (5 )와 함께 선행사가 표현하는 지시물 
의 ‘존재’의미보다는 ‘인지’의미와 더욱 밀접하게 관계함을 알 수 있다. 즉， 

(5)에서 qwenqt따ra que sea가 첨가될 수 있는 것은 화자가 살인범의 존재 

를 부인한다기보다는 살인범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내포하고， (8)에 

서 직설법은 화자가 Picasso의 comentario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을， 접속법 

은 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각각 함축하며 그러한 comeηtario의 존재 여부 

는 이미 변별적 의미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8)의 직셜법/접속법의 대립관계는 명사구의 특정척/불특정척 

의미의 대립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명사구의 지시적/버지시척 의미의 대립을 

반영하는 것으로 Donnellan이 언급하는 referenciaνatributivo의 대 립과 일 

치하며， (5), (8)의 문맥들이 투명문액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referenciaν 

atributivo의 대립은 이러한 문액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가설이 가능 

하고， 이 대럽의 변별적 자질은 지사물의 인지의미라 할 수 있겠다. 

한편， Rivero가 근거한 (7)은 (3), (4)처럼 불투명 문맥으로서 지시물의 

인지 의미보다는 존재 의미가 더욱 중요하게 작용되는 구문이라고 할 수 었 

다. 따라서， Rivero가 설정하는 특정적/불특정적 의미의 대럽은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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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중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과정상 Rivero는 적지않은 오류를 범하고 었 

다. 예문 (7)이 미래시제의 구문이기 때문에 존재의미가 판단기준으로 작용 

할 수 없다는 Rivero의 주장은 화용적 관점에서 불투명 문맥의 성격을 간 

과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즉， 화자의 존재에 대한 전제는 불투명 문맥에서 

이미 de re척 판단을 벗어나 de dicto의 판단을 14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시물 

의 존재의미가 명제적 진위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화자 

의 화용적 판단에 근거한 존재 의미가 ‘특정성’을 결정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따라서， 화자의 화용적 판단에 근거한 존재의미가 특정성을 결정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7)은 명제의 진위여부와는 무관한 문맥이며， 지 

서물의 논리적 인지여부가 적용될 수 없는 논리외적 상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Donnellan이 제시하는 정명사구의 referenciaVatributivo의 

구분은 투명문맥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그 판단기준이 지시물의 ‘인지’ 

의미의 유무와 관계한다고 볼 수 었으며， Rivero가 언급하는 정명사구의 

espedfico/inespedfico의 구분은 불투명문맥에서 지시물의 ‘존재’의미와 밀 

접하게 관련됨을 알 수 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견해는 명사구의 형태적 

‘한정성( definitud)’과 무관하게 ‘특정성’의 구분이 지시물의 ‘존재’가 전제되 

는 문맥에서만 설현된다는 Peterson (1976) 빛 Galmiche (1977)의 판단과 

일치하고， ‘특정성’ 의미의 명사구들은 모두 ‘존재’를 전제한다는 M Enc 

(1991)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15 

또한， 정명사구의 ‘불특정척’ 의미는 불투명 문맥에서냐 가능하고， referenciaV 

14여기에서 de re와 de dicto 각각 화자가 지시대상에 대해 독렵적언 믿음 
(creencia)이 있다는 것과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구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다. 즉， de re.i!- de dicto를 투명과 불투명(transparente/opaco~의 구분과 일치되 

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de re는 많은 경우 특정척 의미와 de dicto는 

불특정적 의미와 각각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Leonetti (1990: 
97)가 잘 지적한 것처럼 de re/ de dicto의 구분은 반드시 지시물의 존재의미와 연 
관되지 않는다는 정에서 especificidad/inespecificidad의 구분보다 광의의 개념이 
라할수있다. 

15Enc (1991: 14)는 불특정 명사구틀만이 존재의미의 문장에셔 가능한데(πlere 
is ... ), 그 이유는 존재를 전제( presuposiciõn)하는 것과， 존재를 단정(aserciõn)하 

는 것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존재를 전제하는 정명사구 
가 There is ... 구문에 출현하는 경우는 아래의 예문처럼 following.와 같은 선행사 
를 지칭하지 않는 낱말에 수식을 받는 경우가 유일하다고 한다. 

- There are the following conteresamples to Streck’s th∞ry ... 

。l와 같은 충거는 바로 특청명사구(SSNN espedficos)는 반드시 존재를 천제한 

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볼 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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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ributivo의 중의성도 적용의 한계 (2a, 2b, 2c 참조)가 였다는 점은 정명 
사구가 일반적으로 ‘지시척’ 의미를 표현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었다. 이 

러한 점에서 Enc (1991: 9)는 모든 청명사구는 ‘특정적’이라는 판단을 한 

바 었다. 물론， 이와 같은 Enc의 견해는 ‘특정성’이 문법적 형태소를 통해서 

표현되는 터어키어를 근거로 내린 판단이라는 점에서 셔반아어를 대상으로 

한 우리의 연구는 이를 십분 반추하여 수용해야 하겠지만， 이와 같은 가설 

이 실제로 시사하는 바가 직접적으로는 ‘특정성’에 근거한 의미분석이 정명 

사구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부정명사구의 의 

미 분석에는 변별척 자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었다. 

2.2. 부정명사구의 지시적 의미/양화적 의미 

부정명사구의 중의성(am밟u어ad)은 Fodos and Sag (1982)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는데， 그 요체는 부청명사구가 지시척 의미와 양화척 

의미( referencia1/ cuantificacional)를 지닌다는 데에 었다. 

(9) 1ì띠os 10s profesores encontraron a un estudiante en la clase de 
sintaxis. 

(10) Juan cree que un estudiante de 1a clase de sinta영s estaba 
copiando. 

Fodor and Sag (1982: 355)은 (9)와 (10)의 부정 명사구는 세 가지 의 의 
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하냐는 지시척 의미， 나머지 둘은 각각 부정명사구 

가 양화적 의미에 있어 ‘광역적’(alcance a1mplio: espedfic이이거나 ‘협역 

적’(a1cance estrecho: inespedfico)이라는 것이다. 즉， (9)의 두 양화 의미 

의 논리형태는 각각， 

(10) a. (3: x) (Vy) (y encontr6 a x) 
b. (Vy) (3: x) (y encontr6 a x) 

(10a) 빛 (10b)로 표시되며， 각각 부청명사구 un estudiante가 전칭양화 

사 todos 10s profesores에 대하여 취하는 작용이 광역적， 협역적이다. 아울 
러， Fodor and Sag은 부정양화사가 지시적 의미를 갖는 경우에는 이러한 
작용역의 설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부정관사 un는 

광역척 작용역을 갖는 경향이 었다고 했다. 

(11) Muchos productores admiran a un actor de nuestra compañta. 

즉， (11)에서 부정명사구 un actor는 muchos prod:μctores보다 넓은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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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다. 이 경우 부정명사구는 그 양화적 의미가 ‘특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문제점은 Fodor and Sag (1982: 306)도 언급하였듯이， 부 

청명사구가 광역의 작용역을 취할때는 이 명사구가 지시적으로 사용된 경 

우라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작용역과는 무관한 지시척 의미는 여기에서 

말하는 광역의 작용역을 갖는 ‘특정적’인 양화 의미와 과연 구분될 수 있는 

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Fodor and Sag (1982: 368)은 부정명사구를 수식하는 기술적 내 

용(contenido descrip디vo)이 풍부한 경우 광역적 작용역이 더욱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했는데， 

( 12) Este productor cree que un actor de nuestra compañ ia a quien 

él conoci6 en Arkansas antes de la guerra le desprecia. 

(12)에서 부정명사구 un actor는 주절의 내포 동사(verbo intensional: 
creer)보다 넓은 작용역을 취하며， (11)의 부정명사구에 비해 ‘특정적’ 의미 

가 더욱 강하므로， 이러한 경우 앞서 살펴 본 (9)와 (10 )에서 나타나는 지 

사적 의미/양화척 의미의 중의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정명사구는 지시적 

의미만을 취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11)과 (12 )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Fodor and Sag의 지시척 
의미， 광역척 및 협역척 양화 의미 세 가지 해석이 부정 명사구의 지시척 

의미와 광역적 양화 의미가 구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제로는 지시적 의 

미와 협역적 양화 의미(‘불특정적’)로 양분된다는 것이며， 이는 내용적으로 

Donnellan의 referenciaνatributivo의 구분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물론 Donnellan의 구분은 청명사구를 대상으로 한 화용적인 개념이고， 

Fodor and Sag의 구분은 그들의 주창대로 엄 격 히 의 미론척 개 념 이 기 때문 
에 유사성을 거론하는 것에 다소 무리가 있지만， Fodor and Sag (1982: 

363)이 부정명사구는 그 기술적 내용의 정확성이 지시적으로 사용될 때보 

다 양화적으로 시용될 때 더욱 중요하다고 16 언급한 것은 바로 Donnellan 

의 청명사구의 referencial/ atributivo의 구분이 시사하는 차이점과 일치한다 
는 점에셔 부정명사구의 양화 의미는 정명사의 서술적 의미에 해당하고， 부 

16청명사구와 부정명사구의 근본적인 차이는 정명사구가 부정명사구에 비해 지 
시적이라는 점인데， 지시척 의미가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는 고유명사나 지시사 
( demostrativos)의 경우 수식어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부정명사구의 경우 
에는 본래부터 정명사구에 비해 지시성이 약하기 때문에 반대로 수식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시물의 구체적 의미가 강화된다고 볼 수 었다. 즉， 수식어의 동반여부 

를 두고 생각할 때 정명사구와 부정명사구는 서로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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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사구의 지시척 의미는 정명사의 지시의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다. 

즉， Fodor and Sag의 부정명사구의 의미구분은 Donnellan이 정명사를 대 

상으로 한 의미 구분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Fodor and Sag이 
제시한 두 가지의 양화의미가 ‘광역척’(‘특정척’)/‘협역적’(‘불특정적’)이라는 

구분도 Donnellan의 지시척 의미와 서술적 의미의 구분이 바로 ‘존재’ 의미 

를 전제하는 ‘특정적’ 명사구(SSNN espedficos)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부 

정명사구의 ‘특정성’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더구나， Fodor and Sag의 ‘특정성’ 구분이 부정명사구의 작용역 분석에 
의존된다는 점도 이론상 약점을 지닌다. 이미， 앞서 살펴 본 (12)와 같은 

예문이냐， 다음과 같은 Leonetti (1990: 105)의 예문에서 부정명사구의 광 

역적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로 (13c) 미루어 볼 때， 

(13) a. Todos 10s que participen recibirán un prernio. 
b. (V x) 01 y) (x recibirán y) 
c. *( 3: y) (Vx) (x recibirán y) 

부정명사구의 작용역이 ‘특정성’의 판단에 기준으로 사용될 수가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Enc (1991: 3)가 ‘특정성’의 연구에서 작용역 분 

석을 배제한 것도 같은 이유에 기언한다고 볼 수 있겠다. 

2.3. 부정명사구의 ‘특정성’ 

명샤구의 ‘특정성’에 관한 의미론적 접근은 Enc (1991)의 연구에서 비교 

척 상세히 이루어졌는데， Enc (1991: 16)는 명사구의 ‘특정성’이 Heim (1982) 
의 ‘한정성’( definitud)이론에 의해 청해지고 부분척으로는 어휘， 명사구의 

‘한정성’ 및 양화사의 특정적 해석을 요구하는 원칙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고 했다 17 

Enc가 근거하는 Heim의 ‘한정성’이론은 다음과 같다. 

(14) Every {NPa} <ij> is interpreted as a (xi) and 

xi 드 x; if NP<ij> is plural, 
{생} 드 x; if NP<너> is singular. 

17Enc (1991)는 명사구의 ‘특정성’은 certain, particular, specific과 같은 형용사 
의 도움을 받아 어휘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정명사와 부정명사의 대립(the/ 
a)을 통해 구분되기도 하고， 또한， 모든 양화사는 특정척이라는 일반원칙이 가리 
키는 것처럼 양화적 표현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고 했다. 또， 이와 칼은 명사구의 
‘특정성’은 문법적으로도 뒷받침되는데， 특히 터에키어의 경우에는 대격을 표시하 
는 형태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격형태소를 갖는 목적어들은 의미적으로 
는 부분관계를 표시하는 요소( partitivos)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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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명사구는 두 개의 지표 0, j)를 갖는데， 두 지표는 모두 ‘한정성’이 

라는 자질을 대표한다. 첫번째의 지표 (i)가 명사구의 ‘한정성’을 결정하고， 

두번째의 지표 (j)는 명사구의 지시불과 다른 문장의 지시불들과의 관계를 

제한함으로써 명사구의 ‘특정성’을 결정한다. 즉， 두번째 지표가 ‘한정척’ 

( definido)일 경우에만 명사구가 ‘특정적’( espec1fico )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Enc의 견해는 ‘부분’( partitivo) 관계를 내포하는 명사구가 ‘특 

정적’이라는 것으로 잘 나타낸다. 

( 15) A1gunos j6venes entraron en el museo. 

(16) Vi a dos chicos en el cine. 

(16)의 명사구 dos chicos는 부분관계를 내포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두 가 

지의 해석이 가능한데， (16)이 (15)와 연관되었을 경우 dos chicos는 

algunos jó veπes의 부분관계를 이루고 결과적으로 ‘특정적’ 의마를 지니게 

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특정척’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따라서， Enc (1991: 10)에 의하면， ‘부분’관계를 나타내는 명사구는 모두 

‘특정적’이 될 수 었다. 

( 17) J uan conocia a dos de las mujeres. 
( 18) a. Sally bai16 con cada hombre. 

b. Sally bai16 con cada uno de los hombres. 

(17)과 (18a)의 부정명사구들은 모두 ‘특정척’ 의미를 지니는데， (17)에 

서는 부분 관계가 외형적으로 드러나 있고， (18a)는 (18b)를 내포하기 때 

문이며， 나아가셔는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Enc (1991: 11)는 모든 양화사 

는 특정척이라는 원칙을 주장한다. 

또한， Enc (1991: 11)는 주를 통해서 자산이 언급하는 양화사 속에는 el 

niño나 un niño는 포함시 키 지 않고 있다는 제약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술을 통해 살펴 본 Enc의 ‘특정성’에 대한 주창은 외형적으 

로는 명사구가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문맥상 다시 언급이 되는 경우 ‘특정 

적’ 의미가 였다는 것으로 이해되어 우리가 언곱해 오고 있는 명사구의 ‘확 

인성’(10 identificado) 또는 ‘인지성’(10 conocid이에 근거한 지시척 의미와 

혼동의 소지가 었어 명확한 구분이 요구된다. 

Enc (1991: 8)는 (14)에 소개된 Heim의 ‘한정성’ 이론을 해석함에 있 

어， 두번째 지표 j7} ‘한정적’이면 ‘친밀성’ 조건(condici6n de familiaridad) 

을 충족하고， ‘ 이 지표가 ‘비한정적’이면 ‘생소성’ 조건( condici6n de 
novedad)을 충족하기 때문에 , 특청 적 부정 명샤구(SSNN indefinidos especi
ficos)의 경우에는 ‘생소성’ 조건을 따르기 때문에 (16 )의 dos chicos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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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의 algunos jóvenes와는 부분 관계는 이루지만 지시물은 다르게 나타 

나야만 하고， 불특정적 정명사구(SSNN indefinidos inespecíficos)의 경우에 

는 그러한 부분관계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도업된 지시물과 아 

무런 관계도 맺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불특정적 부청 명사구보다 더 

욱 ‘생소성’이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모든 정명사구는 ‘친밀 

성’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18 

따라서， Enc가 부정명사구(양화사)에 적용하는 ‘생소성’ 조건이란 결국 

화용적 관점에서 ‘인지성’(10 conocid이에 의해 판별되는 것이며， 아울러 

Enc의 ‘특청성’이란 개념도 궁극적으로는 ‘지시성’( referencialidad)과 일치 

한다고볼수 있다. 

우리가 2.1에서 정명사구(SSNN definid05)는 일반적으로 지시적 의미를 

표현한다는 정과 Enc가 언급하는 부정명사구가 el niño냐 un niño를 포함 

하지 않은 양화사구라는 점을 상기하면， Enc의 ‘특정성’의 구분이 결국 양 

화사의 ‘지시척’ 의미의 청도(grado de referencialidad)를 구분한 것에 불 

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Enc는 한편에서는 양화사는 모두 특정적이다라고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16)에서 dos chicos가 ‘불특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모순된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16)이 (15)와 문맥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정성’의 정도가 약화되는 것이지 ‘불특정적’은 

될 수 없는 것이다 19 이와 같은 사실은 Enc가 제시한 예문의 양화사들을 

정명사구로 바꾸어서 의미를 비교할 때 잘 드러난다. 

( 19) Vi a) a 105/ aquellos chicos en el cine. 

b) a dos 
c) ??dos 

서반아어의 대격 전치샤 a는 Enc의 예문에서 예시된 터어키어의 -i처럼 

18모든 정명사구들이 ‘천밀성’(fa띠liaridad)을 갖는다는 것은 청명사구들은 이미 
지시물이 사전에 도업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부정명사구들이 모두 ‘생소성’ 
(no\n어ad)을 갖는다는 것은 지시물이 사전에 도업된 척이 없어야만 된다는 
Karttunen (1968)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언 것이다. 

19실제로 Enc (1991: 7)는 다음의 b)문장에서 사용된 부정명사구(양화사구)가 
불특정적이라고 하였다. 

a) Several children enteren the museum 
b) 1 saw two boys at the movies. 

즉， tψ'0 boys，가 a)문장과 무관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불특정적 해석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는 통일한 연구에서 ‘모든 양화사는 특정척이다’라고 천명한 것과는 모 
순이 된다. 실제로도 b)의 부청명사구는 특청척이고， 단지 그 특정성이 문액의 도 

움이 없어 약화되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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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을 판별하는 요소라 할 수 있으며?。 (19c)에서처럼 양화사 앞에 a 

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장의 문법성이 크게 의심스럽거나 화자에 따 

라서는 비문법적이 되어버린다. (19)의 예문이 투명문맥으로 과거시제로 이 

루어졌다는 점에서， ‘특정성’을 판별하는 대격 전치사가 없다는 것은 명사구 

자체가 불특정척임을 드러내고， 화용척으로는 명사구의 ‘지시성’이 없다는 

것을 내포한다. 

결과적으로， (19a)와 (19b)만 정문으로 또 그 명사구는 ‘특청척’으로 해 

석되고， 그 ‘특정성’의 정도가 (19a)가 ( 19b)보다 강하게 판단되므로， 결국 

양화사구들은 정명사에 비해 ‘특정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는 정명사구는 그 ‘특정성’이 ‘지시적’( referencial) 의미로 발현되고， 양화사 

구의 경우에는 ‘수량척’( cuantificacional) 의미로 표출된다고 할 수 있겠다. 

정명사구 및 양화사구의 ‘특정성’의 등급은 불투명 문맥에서도 그대로 유 

지된다. 단지，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양화사의 경우 ‘특 

정성’이 상실되는 경우도 가능해져서 특정/불특정의 대립상황이 나타난다. 

( 20) Buscaba a) a los/ aquellos chicos en el cine. 

b) a dos 

c) dos 

(20c)는 (19c)와는 달리 정문이며， 의미적으로 특정적 의미의 (20b)와는 

대조적으로 명사구는 불특정적 의미를 지닌다. 즉， 문액의 특성상 동사는 

목척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진위의 판정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화용적으로 화자가 오히려 존재의미에 근거하여 특정성 

의 판단을 선돼할 수 있고 이를 대격 전치사 a를 통해 부여하고 였다고 볼 

수 있다. 

2.4. Un+N 

2.3에서 살펴 본 부정명사구의 ‘특정성’은 부정관사 un으로 한정된 부정 

명사구를 양화사구로 간주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다루어야 하는가 

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2.2에서 우리는 Fodor and Sag (1982)의 제시한 부정영사구의 지시척 

의미와 양화척 의미의 구분은 궁극적으로 Donnellan (1966)의 지시척 의미 
와 서술적 의미의 구분을 부정명사구를 대상으로 시도한 것이나 다름없다 

20대격 전치사 a가 명사구의 ‘특정성을 판멸하는 문법적 수단이라는 사실은 서문 
법에서는 일찍이 s. Femández Ramlrez ( 1986 )에셔 지적되었고， Leonetti 
(1990) 및 검은경 (1993b)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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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부정명사구의 광역적 양화 

의미가 지시적 의미와 실제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m으로 이루어지는 부정명사구도 2.3에 

서 거론된 바 있는 양화사구와 유사하게 투명문맥에서는 지시척 의미를 가 

질 수 있고 그 지시적 의미도 ‘수량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 

포하지만， un은 2장의 도입부에서도 밝힌 것처럼， 양화사척 자질만을 갖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의 분화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즉， un은 양화사 

dos와만 대립하는 것이 아니고 청관사 el 및 부정형용사 ningún과도 대렵 

하는 다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 21) Vi a) al chico en el cine. 

b) a un 

c) un 

d) *φ 

( 22) Buscaba a) al chico en el cine. 

b) a un 

c) un 

d) *φ 

(21), (22)의 a), b)는 각각 그 ‘특정성’의 정도가 상대척언 강약으로 구 

분되고， Coseriu ( 1982 )의 용어를 빌리자면21 ‘차별화’( discriminaci6n)의 

정도 차이로서 a)는 ‘차별화’가 화자와 청자에게 모두， b)는 화자에게만 제 

한된 것으로 a)가 b)에 비해 ‘특정성’이 더욱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나 c)의 경우에는 (21 )과 같은 투명 문맥에서는 ni명디n과 의미적으로 대립 

되는 개념으로 지시물이 단순히 ‘실현화’( actualizaci6n )만 이루어져 22 그 ‘존 

재’ 의미만 인정되고， (22)와 같은 불투명 문맥에서는 그 ‘존재’의 가능성에 

21 E. Coseriu (1982)는 명사구의 ‘한정성’( determinaci6n: 본 논문의 ‘특정성’이 
라는 용어에 해당)의 정도를 ‘실현화’( actualizaci6n), ‘차별화’( discrirninaciõn), 
‘제한화’( delirnitaci6n) 빛 ‘확인화’( identificaciõn )의 과청으로 구분하였는데， 실현 
화는 Ø/un, 리의 대립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 hombre/( un,el) hombre), ‘차별화’는 
‘수량화’( cuantificaci6n) • ‘개별화’( individualizaciõn ) • ‘소재화’( localizaci6n)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un( dos) hombre( s )/los dos hombres/( rni, estξ hombre). 
따라서， el chico/ un chico의 대립은 ‘차별화’의 강약 구분이라 할 수 있다. 
22우리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현화’( actualizaci6n )의 개념은 Coseriu의 
정의를 따르는 것으로 Ø/un, 리의 대립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Lapesa를 비 
롯하여， M 뼈rin， Alarcos 등이 동일한 의미로서 언식하고 있지만， Lâzaro 
Carreter (1980)처럼 명사가 무관사(φ)로서 사용된 것도 이미 실현화된 것으로 

간주하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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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화자의 판단이 중립적이다. 

。

τ: 경 

( 23) Vi a) al chico que me habia atendido en el restaurante. 
b) a un 

( 24) Vi a) un chico que res벼t6 ser el hijo de mi vecino. 
b) *φ 

( 25) Buscaba a) al chico c) que me habia atendido en el restaurante. 
b) a un d) , pero no 10 VÎ. 

(26) Buscaba a) un chico c) que me pudiera atender. 
b) 댐 d) , pero no hubo nadie. 

(21)의 a)-d)는 (23), (24)처럼 확장될 수 있고， (23)의 a), b)에서는 

명사구의 ‘특정성’이 (24 )의 a)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즉， (24)의 확장된 문맥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나중에야 화자는 자신이 

본 아이가 누구였는지 알게 된다. (22)의 a)-d)는 (25), (26)처럼 확장되 

지만， (25)의 c), d)와 (26 )의 c), d)는 매우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25 )의 c)는 명사구의 ‘특정성’을 보완하지만， (26)의 c)는 접속법 관계 

철의 수식을 받아 명사구가 가리키는 지시물의 존재 자체도 화자에게는 의 

구적이라는 점을 확인해 준다. 이러한 사실은 (25)의 d)에서는 명사구의 

대명사화(10)를 통해서 확인된 영사구의 ‘지시적’ 의미가 (26)의 d)에서는 

완전히 부언되는 것(nadie)을 통해서 다시 확인된다. 

물론， (25)의 부청명사구의 경우에는 c)와 같은 직셜법 문맥이 아년 접속 

법 문맥으로도 확장될 수 있다. 

(27) ?Buscaba a un chico que me pudiera atender en el restaurante. 

그러나， 이 경우는 (25 )의 c)보다는 (26 )의 c)와 오히려 대럽적이라 할 

수 있고， 의미상 (27)은 (26)의 c)보다 지시물의 존재 가능성이 상대적으 

로 높아진 화자의 태도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겠으나(대격 전치사 a의 

사용 때문에)， 우리의 판단으로는 (27)과 같은 문장을 사용하는 경우는 매 

우 드물거나 없으며 (27 )은 (25)의 c) 또는 (26 )의 c)를 찰못 사용한 것 

처럼 느껴진다. 

3. 부정명사구와 관계문의 법 

우리가 2창융 통해서 살펴 본 부정명사구의 두드러진 특성중의 하나는 

그 ‘특정성’， ‘지시성’의 의며가 문맥에 따라서 셔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다. 즉， 투명문맥에서는 부정명사구가 ‘지시적’이거나 아니면 ‘비지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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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적인 의미만을 표현하지만， 불투명문맥에서는 ‘특정성’의 정도가 수량적 

으로 세분화되어 ‘특청성’이 가장 약화된 경우에는 ‘불특정적’으로 ‘존재’ 의 

미 자체가 상실된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가 서론에서 설청한 가셜은 부정명사구를 선행사로 취하는 제 

한적 관계문의 법의 교호현상은 부정명사구의 ‘특정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여러 가지의 문법현상 중에서 대격 전치사 a가 명사구의 ‘특정성’ 

을 판별하는 하나의 문법적 수단이라면， 관계문의 법의 교호도 또 다른 문 

법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의 중심 생각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우리는 분석의 대상을 법의 교호를 허용하는 불투명 문맥으로 제 

한해야 할 것이며， 불투명 문맥은 주로 내포동사(verbos intensionales)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동사가 취하는 시제에 따라 의미의 분화가 가변적일 수 

있으므로， 시제적 요인도 아울러 살펴 보도록 하겠다. 

3.1. 시제와 관계문의 법 

접속법이 시제척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Farley (1965) 

및 O뼈id (1967)에 의해 거론된 바 있고， 최근에는 Suñer (1987)와 

Padilla (1990), Kempchinsky (1986) 및 검한상 (1993 )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앓 

우리가 2.4에서 살펴 본 (26c=28 )의 경우에도， 

( 28) Buscaba un chico que me pudiera 
*pu떠a 

*hubiera podido 

atender. 

현재 빛 대과거의 형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에서도 캡속법도 형태에 따라 

고유의 시제 의마에 의해 시제일치(Consecutio temporum)를 이룬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시제얼치의 관점에서 볼 때 (28 )의 관계절에 나타날 수 았 

는 접속법 과거형은 주절동사의 과거 시제와 밀접한 관련이 었으며， 주통사 

의 시제가 현재 혹은 미래인 경우에는 조동사가 단순히 시제에만 개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23셔반아어의 접속법 형태도 시제의미를 갖고 었다는 것은 특히 ‘영향’의 의미를 
지니는 통사(verbos de influencia)에 종속된 문장의 시제얼치를 살펴 볼 때 명백 
히 드러난다. 즉， RAE (1973) 문법에서도 이러한 문맥에서는 종속철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에 비해 이후를 가리켜야 한다고 했으며， Suδer와 Pa버lla (1990)는 
그러한 현상을 r + posterior.!l라는 자철로서 표현하여 다른 동사들과 구분하고 있 
다. 김한상 (1993 )은 시제 일치에 관한 Suñer와 Padilla의 연구를 세분화하여 시 
제얼치를 여섯 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의 동사 그룹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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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r 경 

( 29) Busco/buscaré un chico que me a) pueda atender. 
b) pudiera 
c) .puede 

(3이 Busco/buscaré a un chico que me a) puede atender. 
b) pueda 
c) pudiera 

(29)와 (30)에서 주동사의 현재 및 미래시제는 목적어인 부정명사구의 

‘특정성’을 현저하게 약화시키고 있으며， (30)에서는 지시물의 존재가 화자 

의 태도에 반영되기도 하지만 (29 )에서는 완전히 불특정적이다. 부정명사구 
가 보여주는 ‘특정성’의 정도는 다음의 순서가 되겠다. 

( 31) 30a > 30b > 29a > 29b 

지시물의 존재의미가 상실되는 경우가 (29a) 이후언 것을 고려하면， 
(29b)의 접속법 과거 pudiera는 과거시제를 현재 상황에 적용하여 실현 가 

능성이 매우 희박한 원망을 표현하는 아래의 (32)의 대렵관계에 사용된 접 

속법 과거와 유사한 경우이다. 

( 32) i Ojalá que llueva/lloviera!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는 (29b) 외에도 (30b)의 접속법 현재의 사용 
가능성인데， 이는 선행사이자 주동사의 목적어언 부정대명사구가 화자와 일 

치하는 주어에 의해 이미 대격 전치사 a를 통해 ‘특정성’을 부여받았기 때 

문에， 관계절의 접속법은 단지 관계철의 수식 내용에만 관여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29b)와 (30b)는 각각 (29a)와 (30a)에 비해 의미상 수사적 표 

현에 가깡고， 부정명사구의 ‘특정성’의 구분에 형식적으로만 개입하는 것으 

로 간주될 수 있어서 실제의 발화 상황에서는 (29a)와 (30a)보다 사용빈도 

가 제한될 것으로 예측할 수 었다. 

(29 )와 (30)을 통해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내포동사틀뿐 아니라， 
미래시제 자체가 통사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불투명 문맥을 형성할 수 았다 

는 것이다. 일찍이， Bello (1846)도 서반아어의 직설법 시제 중 cantaré, 

cantaria, habré cantado 및 habria cantado는 미래시제로서 각각 자신들 
이 표현하는 의미보다 앞선 시제 의미를 표현하는 형태들을 대체하며 ‘추정 

척’( probabilidad) 의미를 전달한다고 지적한 것처럼， 미래시제는 동반하는 
명사구의 중의성을 유발할 수 였다는 점에서 일정의 양태적 요소(un tipo 

de modalidad)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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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Veré a un chico que me a) pu어.e atender. 
b) pueda 

(34) Veré un c비.co que me a)*puede atender. 
b) pueda 

c) pudi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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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과 (34)가 보여주는 대조적 상황은 외연동사(veroos extensionales: 
ver)가 미래시제를 취하는 경우에 (34a)에서처럼 관계문에서 직셜법의 사 

용이 완전히 배제된다는 사실이다. (33)에서는 부정명사구가 (30 )의 경우 

처럼 대격 전치사 a를 통반하므로 관계문의 법의 교호는 수식 내용의 신뢰 

성의 청도 차이만을 구분하지만， (34)에서는 (29)처럼 지시물의 존재가 화 

자 고유의 인식 세계에서도 의구적이다. 

( 35) Veré a un chico que me pu혀e/pueda atender, y sé que ahora 

trabaja en Pipiolo. 
( 36) Veré un chico que me * puede/ pueda/ pudiera atender, si existe 

uno asi. 

(33)과 (34 )의 부정명사구의 ‘특정성’의 구분은 두 문장을 각각 (35)와 
(36)으로 확장하는 경우 확연히 드러난다. 

미래시제가 양태적으로 기능하며 관계문의 법과 교호에 개입하지만， 화용 

적 관점에서는 주어의 인청 또한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었다. 

(37) Verá/Verás a un chico que le/te a) pu려e atender. 
b) pueda 

( 38) Verá/Verás un chico que le/te a) *pu어e atender. 
b) pueda 
c) pudiera 

외형적으로는 (37 )과 (38 )이 (33) 및 (34)의 문맥과 유사한 분포를 갖 
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상당한 격차가 았다. 우선， (37)은 미래형 

을 사용하여 만든 명령문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주절의 미래형 

ver짧} ν'erás는 각각 2인청의 존청명령(Ud.)과 비칭명령(tú)에 해당되며， 

명령을 내리는 화자는 목적어언 부정명사구의 ‘특정성’을 이미 판단하고 있 

기 때문에 관계문의 접속법은 수식내용에만 개입한다 24 그러나， (38)의 경 

24Dobro찌e-S뼈1 (1981)은 명령법( imperativo )을 ‘미래’(futuro)와 ‘추정’(posible) 
의 조합으로 간주한다. 즉， 이러한 명령법의 특성으로 인해 명령문에서 언급된 명 
사구의 지시물이 발화시점에 확언될 수 없기 때문에 명사구는 불특청척 해석을 부 

여받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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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 추정적 미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맥이 가리키는 내용 현재의 상황에 

해당한다. 

(39) Puede que vea/veas un chlco que le/te a )*puede atender. 
b) pueda 
c) pudiera 

즉， (38)은 (39 )처럼 풀어쓰기가 가능하고， (38)을 확장하면 (40 )처렴 

까능법 과거만이 가능하다. 

(40) vi뼈/Vi없s un chico que le/te a )*puede a따敏， 혀 없stiera uno a앙. 
b) pueda 
c) pudiera 

이와 같은 일련의 미래구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미래시제 자체가 

통사의 의 미구분(verbos intensionales/verbos extensionales)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불투명 문맥을 형성한다는 사실과 부청명사구의 ‘특정성’의 대 

렵은 미래구문에서도 내포동사구문과 같은 방법으로 수식하는 관계문의 법 

의 교호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3.2. 부정명사구의 통사적 기능과 관계문의 법 

지금까지 살펴 본 구문에서는 부정명사구가 주동사의 목척어로 사용되는 

경우로셔 구태여 오늘날 보편문법의 지배 개념을 인용하지 않는다 하더라 

도 목적어는 통사척으로 동사의 기능 테두리 내에 묶여 었으며， 목적어의 

의미 또한 동사의 의미에 제한을 당하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되는 사실이다. 

그러나， 명사구는 목적어 외에도， 주어， 속사(predicado nominal), 또는 복 

합명샤구를 형성하여 또다른 명사구를 수식하는 기능을 지닌다. 이미， 속사 

가 갖는 비지시적 의미(2.1 참조)와 부분관계의 복합명샤구(2.3 참조)의 

지시척 의미를 확인한 바 있으므로， 주어로 기능하는 경우 관계문의 법과 

어떻게 관련하는가즐 살펴 보자. 

명사구가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에 지시척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 연 

구에 의해 지적된 바 있는데 25 총청척 의미 (valor genérico)의 부정명사구 

의 경우에는 주어의 위치에 있어도 불특정적인 경향이 었다. 

25주어가 지시척 의미로 해석되는 경향이 었다는 것은 Keenan (1971)에 의해 
처음 거론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서반아어의 접속법과 관련하여 A. Manteca 
(1981)에 의해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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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a) Una gal1ina nunca abandona a sus p이luelos. 

b) Un ataque al coraz6n es más grave que una t1 lcera. 
(Bustos 1986: 75, 76) 

그러나， Bustos (1986: 76)가 잘 지적했듯이 부정관사를 양화사로 대체 

하면 의미는 ‘특정적’이 된다. 또한， 우리도 2.3에서 양화사구의 ‘특정성’을 

이미 언급한 바 였다. 

(42) a) Algunas gallinas nunca abandonan a sus polluelos. 

b) Algunos ataques de coraz6n 잉n más 앙aves que algunas 
t1 lceras. 

이와 유사한 견해는 Leonetti (1990: 156)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Leonetti 

는 정명사구는 일반적으로 테마(terna: inforrnaci6n antigua)의 위치(주어 ) 

를 쉽게 정유하는 반면， 부청명사구는 그렇지 못하다고 언급하며 부정명사 

구가 사용되려면 기술적 내용이 첨가되어져야 한다고 했다. 

( 43) ?Un hombre es vie.ψ. 

( 44) ?Un soldado no monta guardia delante del palacio. 

( 45) Un soldado que conozco no monta guardia delante del palacio. 

정명사구는 일반적으로 지시척이고， 부정명사구는 그 반대의 경향이 었기 

때문에 부정명사구가 ‘특청성’이 강화되려면 (45 )에서처럼 관계문과 같은 

요소를 통해 그 기술적 내용(contenido d않criptivo)이 보완되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Fodor and Sag (1982: 361)은 수식하는 관계문이 설명척일 

경우， 제한적일 때보다 지시적 의미가 더욱 분명하다고 했다. 

( 46) a) Un estudiante de la c1ase de sintaxis que tiene doctorado en 

astrof1sicas copi6 en el examen. 

b) Un estudiante de la c1ase de sinta잉S， que tiene doctorado en 
astrof1sicas, copi6 en el examen. 

c) J uan( este estu버ante)， que tiene doctorado en astrof1sicas, 

copi6 en el examen. 

즉， (46b)의 주어는 (46c)에서처럼 가장 특정적이라 할 수 있는 고유명 

사 또는 지시사(Juan， este estudiante)로 대체될 수 있다. 

한편， 명사구의 ‘총칭적’ 의미란 명사구의 지시물이 대표단수가 되는 경우 

라 할 수 있으며， 그 지시적 의미가 일반화되어 급기야는 개념화 또는 추상 

화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또한， ‘총칭적’ 의미란 지시물의 존재의미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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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묵시척으로 전제된 이후에 설정된 개념으로， ‘총칭적’ 의미의 명사구도 

궁극적으로는 지시척 또는 특정척이라 할 수 었다. 즉， 총칭적 부정명사구 

를 포함하는 (41)을 확창해 보면， 

( 47) Una gallina que a) es nunca abandona a sus pollue10s. 

b) *sea 

(47a)처럼 직설법만을 허용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총청척 부정명사구도 

지시적이라는 것을 확인해 준다. 

그러나， 주어의 이와 같은 지시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부정명샤구가 수식 

하는 관계문의 법에 의해 ‘지시성’을 상설하고 ‘특정성’의 대립을 형성할 수 

있다. 

( 48) Una secretaria que a) sabe ruso conseguirá buen trabajo. 
b) sepa 

(48a)의 화자의 전제는 노어를 아는 여비서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48b) 
에서는 그 존재여부가 유보적이다. 즉， (48a)에서는 직설법의 관계문이 부 

청명사구에 ‘특정적’ 의미를 부여하고， (48b)에서는 접속법이 ‘불특정적’ 의 

미를 부여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어의 위치는 명백하게 지시 

척이라는 것이며， 부정명사구가 총청척 의미를 지니지 않는 한 수식하는 기 

술적 내용에 의해 그 ‘특정성’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에도 불구하고， 부정명사구가 관계문의 수식을 받는 경우에는 관계문의 

법에 따라 ‘특정성’의 구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4. 결 론 

우리가 서론에서 세운 가셜은 서반아어는 제한척 관계문의 법의 교호가 

수식하는 명사구의 ‘특청척’ 의미를 결청하며， 그러한 ‘특청성’의 대립은 선 

행사가 부정명사구일 때만 일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가 

셜을 중명하기 위해 명사구의 ‘특정성’， ‘지시성’， ‘한정성’에 대한 정의는 각 

각 ‘특정성’은 지시물의 존재( existencia )와 ‘지시성’은 지시물의 확인(10 
identificado) 또는 인지 (10 conocido) 와 ‘한정성’은 명사구의 형태(eVun) 

에 근거하여 사용하였다. 

2.1에서 우리는 정명사구가 일반적으로 지시척 의미를 취한다는 점을 확 

인하였고， 정명사구가 지니는 ‘특정적’ 의미는 결국 ‘지시척’ 의미이며， 정명 

사구의 ‘특정성’의 대립이 관계문의 법과 관계한다는 일부 연구들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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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 문맥에 제한된 정명사구의 ‘지시척’/‘서술척’ 의미의 대럽에 불과하 

다는 컷을 밝혔다. 2. 2, 2. 3, 2. 4를 통해서 우리는 부정명사구의 의미에 관 
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살펴 보고， ‘특정성’의 판별기준으로 작용역 분석보 

다는 화용척 접근이 훨씬 설명력을 지닌다는 점을 확언하였으며， 부정명사 

구는 ‘지시성’에 의거한다기보다는 ‘특정성’에 의해 구분되며 수식하는 기술 

적 내용의 정도에 따라 ‘특정성’의 캉약이 세분화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청명사구가 ‘특정성’에 의거한 의미분화는 투명문액이 아닌 불투명문액에 

제한핍을 확언하였고， 양화사구의 경우에는 향상 ‘특청척’으로 어느 문액에 

도 중의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도 얄 수 있었다. 

3장에서는 2장에서 살펴 본 부정명사구의 의미를 제한적 관계절로 수식되 

는 문맥에 제한하여 그 ‘특청성’의 대럽을 살펴 보았는데， 3.1에서는 관계문 

의 법과 주동사의 사제를 연관지어 시제적 요인이 관계문의 법과 일청하게 

관련하며 수식하는 부정명사구의 ‘특정적’ 의미와 일정하게 작용하는 것올 

여러 문맥적 분포 분석을 통하여 중명하였고， 3.2에서는 주어의 위치에 사용 

된 부정명사구의 의미분석을 통해 관계문의 법이 수식하는 부정명사구의 ‘특 

청성’ 대립에 판단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다시한번 확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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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definite NPs and Switching of Mo여 
in Spanish Restrictive Relative Clau~용S 

UnKyung Kim 

The hyphothesis that we try to prove in this work is that the switch
ing of mood in Spanish relative restrictive clauses can constant1y deter

mine the speci-ficity of indefinite antecedent NPs. For this goal, we 
used the ‘specificity,’ ‘referentiality’ and ‘definiteness’ of NPs as con
cepts that produce oppositions by means of e생stence， identification and 

form of their referents respectively. In chapter 2, we realized that the 

specific meaning of the definite NPs rnaintained in several wòrks comes 
out to be a referential meaning allowing on1y referentiaνatributive op
position of definite NPs in an opaque context, and that the specificity 
of indefinite NPs can’t be described by scope analysis. That is, indefi
nite NPs show specific/ nonspecific distinction only in an opaque context 
and the specificity itself can diverse by descriptive contents of NP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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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we applied the specific and nonspecific distinctions of indefi
nite NPs in relative restrictive clauses and exarnined the distribution of 
the NPs in future and intentional context. Also we applied this distribu
tional analysis when NPs occur in the su비ect position, which is consi
dered as referential. 1brough this kind of distributional analysis we can 
않e that the switching of mood in Spanish relative subordinates can be 
u않d as a gramrnatical instrument to deterrnine the specificity of indefi
nite N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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