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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oncerns the syntactic, semantic, prosodic, and pragmatic 
differences that Classifier Phrase(CLP)-ina and CLP-to display in Korean. 
We first characterize the syntactíc-semantic differences between CLP-ina 
and CLP-to in positive/negative sentences, after!before-ciauses, and their 
relative order in a negative sentence. Further we note the two reveal 
different scope behavior with other scope bearing elements: e.g., CLP-ina 
has scope over the negation Qr the comparative operator, while CLP-to has 
scope under these operators. To account for these, the paper analyzes 
CLP-to as a negative polarity expression and CLP-ina as a positive polarity 
expression. As a positive polarity expression, CLP-ina is interpreted as a 
focus and receives a focal accent. In contrast, as a negative polarity 
expression, CLP-to is interpreted as a presupositional or topical element in 
the discourse and does not receive a focal accent. Extending the ciaim of 
Lee, Chung, and Nam’s (2000), we ciaim that both CLP-ina and CLP-to 
denote a lower bound in the likelihood scale that is pragmatically 
determined in the discourse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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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어의 소위 보조사 ‘-(이〕나’와 ‘-도’는 여러 유형의 명사구와 결합하면서 화용 

상의 의미를 표현한다. 본고는 ‘-(이)나’와 ‘-도’가 [수사{numeral)+분류사{classifier )+ 

*이 논문의 초고는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주최 어학연구회(2000년 12월 1일)에서 발표되었으며， 발표시 
참석자 여러분의 조언이 논문의 내용 수정에 도움이 되었옴을 밝히며， 또한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신 익명 
의 어학연구 심사위원 두 분께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 연구는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협력 공동연 
구지원 사업(KRF-1998-0l0-190)과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언어정보연구센터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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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 형식의 표현과 결합할 때 보여 주는 다양한 의미론적 특성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 (la，b)에서 어미 “-(어)도/-(으)나”는 앞뒤의 두 절을 접속하고 

있는데， 이들 접속어미의 의미는 선후행절이 지시하는 두 사건이 동시에 참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것， 소위 ‘최소 양립성’(least compatibility)의 함축을 불러 일으 

킨다. 두 사건 사이의 ‘최소 양립성’은 이들 사건이 화용상의 맥락에서 강한 대조 

(contrast)의 관계에 있음을 의미하는데， (la)에서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사건’ 

과 ‘경기가 계속되는 사건’은 함께 동시에 참이 될 개연성이 극히 적다는 것을 의 

미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최소 양립성’과 ‘대조’의 의미관계를 통합하여 소위 ‘양 

보’ (concession)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그 의미를 화용론적 척도와 함축의 개념으 

로 환원하여 해석한다. 

(1) a.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도 경기는 계속되었다. 
b.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훈련은 계속되었다. 

접속어미 “-(어)도/-(으)나”의 이러한 의미기능에 근거하여， C. Lee (1999)와 Lee, 

Chung 및 Nam (2000)은 “아무-N-(이}나/-도”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대조와 양보 

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아래 (2)와 같이 “아무-N-이나/-도”를 포 

함한 문장은 이 문장이 유발하는 화용론적인 개연성의 척도 (likelihood scale) 상 
에서 하한값(lower bound)을 가리킨다고 제안한다. 

(2) a. 아무 학생도 그 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수 없었다. 
b. 아무 학생이나 갈 수 있다. 

본고는 위의 주장을 확장하여， ‘-(이}나’와 ‘-도’가 [수사+분류사+명사]와 결합하여 

분류사구(classifier phrase, 지금부터 CIP라고 부름)를 형성할 때， 이들은 담화상 

의 맥락에서 주어지는 개연성의 척도에서 하한값을 가리킨다는 통합적인 의미해 

석을 제안한다02) ‘-(이)나’와 ‘-도’의 의미에 대한 본고의 주장은 물론 수사를 포함 

하는 분류사구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다음 (3)의 문장들이 제대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담화상에서 적절한 개연성의 척도가 제공되어야 하며， 주어 병 

사구는 이 개연성의 척도에서 가장 개연성이 낮은 하한값을 가리키게 된다. 

1) 남숭호(1998)는 한국어의 접속어미 “-어도는데도더라도” 퉁이 형성하는 양보절과 “-으면”의 조건 
절， “-느니”의 비교절， “-기 전에”의 시간 부사절이 부정극어를 허용한다고 하였다. 

2) Lee(l996)는 ‘-(이)나’가 ‘의외성/놀라움’의 의미를 드러낸다고 지적하고 있다. 본고는 ‘-(이)나’와 ‘-도’ 
가 갖는 양보 및 의외성의 의미를 포괄하여 개연성의 척도에서 통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응을 제안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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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대통령도 그 일은 할 수 없다. 

b. 대통령이나 그 일올 할 수 있지. 
c. 철수도 그 일은 할 수 있다. 
d. 철수나 그 일을 할 수 있다. 

(3려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는 대통령이 가장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함축하며， (3b)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통령이 가장 그 가능 

성 이 낮다’는 것을 함축한다. 또한， (3c)와 (3d)는 ‘철수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능 

성’이 가장 낮음을 함축한다. (3a)의 의미를 좀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있다. 

(3a') (i) 병제적 의미: 대통령이 그 일을 할 수 없다-

(ii) 척도상의 함축: ‘그 일을 할 수 없는 개연성의 척도’에서 대통령이 가장 

낮은 값에 해당한다. 

(iii) 추론: 대통령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들도 모두 그 일을 할 수 없다. 

즉， (ii)의 척도상의 함축(scalar implicature)은 대통령 이외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할 수 없을 개연성’이 대통령보다 높다는 것이므로， 결국 (i)에 의해 대통령 이외의 

사람들도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추론이 생겨난다. 이때 (ii)에서 설정된 개연성의 

척도는 문장의 술부인 “(x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에서 제공된다. 

조사 “-(이)나/-도”는 아래 (4)에서와 같이 분류사구(CIP)와 결합하면서， 수량적 

인 의미에서 척도상의 함축을 가져온다. 

(4) a. 세 사람이나 왔다. 
b. 세 사람도 오지 않았다. 

이 논문은 한국어의 조사 “-(이}나”와 “-도”가 비접속 구문에서 갖는 기본적인 공 

통의미를 “양보”라고 주장한 C. Lee (1999) 그리고 Lee, Chung, and Nam 
(2000)의 주장을 기초로， “CIP-이나”와 “CIP-도”의 의미특성을 밟히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려 한다. 여기에서 다루어지는 차이점에는 의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의미와 관련된 통사적， 운율적인 차이를 포함한다}) 

3) 한국어의 연결표지 ‘-나’는 예문 (1b)와 아래 (i)에서와 같이 두 번 이상 반복되면서 두 개 이상의 명 
사구나 절을 결합하는 데도 사용된다. 

(i) 남자나 여자나 {모두) 호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l 경우， ‘-나’의 의미는 이접 혹은 선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이접지(disjunct)들이 함께 전 
체 문장의 양상 의미에 의해 전칭적 해석을 받게 된다. 본고는 ‘-(이)나’가 분류샤구와 함께 한 번만 
출현하는 구문만을 주로 다루며， 이와 같은 구문을 논의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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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IP-~ξ/이나”의 통짜의미적 상보성 

본절에서는 몇 가지 주요 구문 (부정문/긍정문， BEFORE/ AFTER 절， 비교구문} 
에서 “CIP-도”와 “CIP-이나”가 보이는 통사적 분포와 의미상의 차이를 살펴본다. 

2.1. 부정문/긍정문 

다음 예에서 보듯이 “ClP-도”가 비한정적으로(indefinite) 쓰일 때 부정문에서는 

허가되지만， 긍정문에서는 허가되지 않는다. 

(5) a. *세 사람도 왔다. 
b. 세 사람도 오지 않았다. 

물론 “세 사람도”가 한정적으로(definite) 해석되면， 즉 ‘그 세 사람도’의 의미로 

쓰인다면， “-도”는 첨가적(additive) 의미이며 (5a)는 문법적이다. 하지만 긍정문에 

서는 비한정적 수량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미특성은 “CIP-도”가 부 

정극어(negative polarity item)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달 
리 “CIP-이나”는 긍정문과 부정문에서 모두 허용되며， 한정적으로 해석될 수 없 

을 뿐만 아니라 수량적인 함축을 가져온다. 따라서 다음 (6a)는 ‘회의에 온 열 사 

람의 수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았음’을 함축한다. 

(6) a. 회의에 열 사람이나 왔다. 
b. 회의에 열 사람이나 안 왔다. 

앞으로 3절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CIP-도”와 달리 “CIP-이나”는 부정의 영향 

권(scope) 밖에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CIP-이나”는 긍정극어(positive 

polarity item)와 같은 성 격을 지닌다.4) 

2.2. 시간 부사절: “-기 전에”와 “-고 나서” 

“CIP-도”와 “CIP-이나”는 영어의 BEFORE/AFTER 절에 해당하는 시간 부사절 
에서도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즉 “CIP-도”는 “-기 전에” 절에는 허가되나 “-고 나 

서” 절에서는 허가되지 않는다. 반면에 “CIP-이나”는 “-기 전에” 절에서는 허가되 

지 않으나 “-고 나서” 절에서는 허가된다. 

(7) a. 철수는 [세 사람도 오기 전에] 떠났다. 
b.*철수는 [세 사람도 오고 나서] 떠났다. 

4) 영어에서도 긍정극어가 부정의 영향권 밖에 있으면 허가된다. 

(i) a. *1 did not rneet a fairly good nurnber of people 
b. A fairly go때 nurnber of people did not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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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 *철수는 [세 사람이나 오기 전에1 떠났다. 

b. 철수는 [세 사람이나 오고 나서] 떠났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영어의 시간 부사절 가운데 BEFORE-절은 부정극어를， 

AFTER-절은 긍정극어를 허가하는 맥락이다. (Ladusaw 1979, Linebarger 1987, 

Nam 1997, 남승호 1998 등 참조) 

(9) a. John left before anyone came. 
b. *John left after anyone came. 

이러한 시간 부사절을 부정의 맥락으로 파악하고 부정의 강도에 따라 부정극어의 

허용맥락을 유형화한 연구로는 Nam (1994), Zwartz (1993), Giannakidou 
(1998) 등이 있다. 

2.3. 비 교구문 (comparative construction) 

다음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CIP-도”와 “CIP-이나”는 모두 비교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 

(10) a. 어제 파티에 열 사람도 더 왔다. 
‘[EVEN-MORE-THAN 10 people] came to the party yesterday.’ 

b. 어제 파티에 열 사람이나 더 왔다. 
‘[EVEN-10-MORE-people [THAN we expectedJ] came to the party 
yesterday.’ 

그러나 비교운용자 (comparative operator)와의 영향권 관계에 따라서 이 둘은 
의미상의 차이를 드러낸다. 의미해석에서 보여 주듯이， “CIP-도”는 비교운용자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고， “CIP-이나”는 그 밖에 었다. 비교운용자가 부정극어를 허락 

하는 맥 락이 라면 (Ladusaw 1979, Hoeksema 1983 등) 위 와 같은 의미 차는 자연 
스럽게 설명된다.5) 

본 절을 요약하면， “CIP-이나”와 “CIP-도”는 BEFORE/AFTER 절에서처럼 완전 
통사적으로 상보적 분포를 보이거나， 적어도 부정운용자나 비교운용자와의 의미해 

석과 관련하여 의미적으로 상보적 해석을 요구한다. 또 “CIP-도”는 전형적으로 

(강〕부정극어 ((strong) negative polarity items)가 허가되는 위치에 그리고 

5) “-느니” 비교절 (clausa! comparative)에서는 “C!p-이냐”는 허가되나 “C!p-도”는 허가되지 않는다. 

(i) 열 사람이나/*열 사람도 만나느니 차라리 포기하겠다. 

“Sl-느니 52" 구조에서 오히 려 Sl이 긍정 적 맥락이며 S2가 부정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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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이나”는 긍정극어가 허가되는 위치에 나타나므로， 전자는 부정극어이고 후자 

는 긍정극어라고 주장한다. 

3. “CIP-이냐/-도”와 부정표현/양화사와의 영향권 (scope) 관계 

“아무나”와 “아무도”의 분포가 상보적임은 “-(이)나”와 “-도”의 의미상의 차이가 

주변적인 것염을 시사하는데(Lee， Chung & Nam, 2000), 본 절에서는 “CIP-이나” 
와 “ClP-도”가 부정표현이나 양화표현과의 영향권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음을 보이려고 한다. “CIP-이나”는 언제나 부정의 영향권 밖에 있는 것으 

로 해석되며， “CIP-도”는 부정의 영향권 안에서 해석된다. 이러한 영향권 해석은 

각각 긍정극어와 부정극어의 특성으로 지적되어 왔다. 

두 조사의 이러한 영향권 해석상의 차이는 함의관계 (entailment)에서 잘 드러 

난다. 다음 문장을 살펴보자. 

(11) a. 열 사람이 나 안 왔다. ‘There are (at least) ten people who did not 
come.’ 

b. 열 사람도 안 왔다. ‘It is not the case that (at least) ten people 
came. 

“CIP-이나”를 포함하는 문장 (lla)는 아래 논리식 (12a)를 함의하지만， (12비를 함 

의하지 않는다. 반대로 “CIP-도”를 포함하는 문장 (l1b)는 (12a)를 함의하지 못하 

고， (12b)를 함의 한다. 

(12) a. 안 온 사람이 열이다. [TEN people [NOT-came]] 
b. 온 사람이 열이 아니다/못 된다. [NOT [TEN people came]J 

위와 같은 대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CIP-이나”는 긍정극어로서 부정의 영향권 

밖에 있어야 하고， 반대로 “CIP-도”는 부정극어로서 부정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한다면 쉽게 설명된다. 

질문과 대답의 담화상에서도 위 두 조사의 영향권 해석의 차이가 잘 드러난다. 

다음을살펴보자-

(13) A: 몇 사람이 왔니? B: 세 사람도 안 왔어. 
B’: 세 사람이나 왔어. 
B": tt세 사람이나 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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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 몇 사람이 안 왔니? B: #세 사람도 안 왔어. 
B’:#세 사람이나 왔어. 

B": 세 사람이나 안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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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3A)의 대 답으로 (13B)와 (13B’)은 좋지만 (13B")은 어색하다. 그리고 질문 

(14A)의 대답으로 (14B")은 좋지만 (14B)나 (14B’)은 어색하다. 위와 같은 차이는 

다음과 같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의문사 의문문의 전제 (presupposition)가 의 

문사를 변항으로 대치한 서술명제라는 주장을 따르면(Berman 1991, Hamblin 
1973, Kartunnen and Peters 1979 퉁)， 질문 (13A)와 (14A)가 전제하는 명제는 
각각 다음 (15a)와 (15b)와 같다. 

(15) a. [n-many people came] 
b. [n-many people NOT-came] 

부정의문문인 경우는 내부부정 (internal negation) 구조를 갖는 점에 유의한다. 
(Horn 1989) 또 “CIP-도”와 “CIP-이나”가 각각 부정극어 및 긍정극어라면， 전자는 
부정의 의미 영역안에 들어가야 하며， 후자는 부정의 의미 영역 밖에 위치해야 하 

므로 (13B, B’, B")와 (14B, B’, B")에 있는 문장들의 명 제구조는 각각 아래 (16a, b, 

c)와 (17a, b, c)과 같을 것 이 다. 

(1이 a. NOT [THREE men came] 
b. [THREE men came] 
c. [THREE men NOT-came] 

(17) a. NOT [THREE men came] 
b. [THREE men came] 
c. [THREE men NOT-came] 

(16a)와 (16b)의 의미구조는 (15a)의 구조와 전제명제를 공유하고 있어서 양립할 

수 있지만 (16c)는 그렇지 못하다. 또 (17c)는 (15b)와 양립할 수 있지만， (17a)와 

(17b)는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질문과 대답이 전제명제를 공유하는 경우， 즉 

(13B), (13B’), (14B")만이 적절한 대답이고 나머지， 즉 (13B"), (14B), (14B’)은 그렇 
지 않다. 

“CIP-도”가 부정극어이고 “CIP-이나”가 긍정극어라면 두 요소가 동시에 부정문 

에 나타날 때 다음과 같은 구조를 예상할 수 있다. 

(18) a. *CIP-도 .. , CIP-이나 Neg V 
b. CIP-이냐 ... CIP-포 Neg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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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표면구조에 나타난 CIP들 사이의 통어관계가 영향권 동결효과 (scope 
freezing effect)에 따라 의미구조에서도 불변한다는 점을 가정한다. 그러나 부정 
의 영향권은 부정 운용자 (negative operator)의 위치에 따라 문장부정과 술어부정， 
또는 외부부정 (extemal negation) 과 내부부정 (intern어 negation) 등 자유로운 
의미구조를 지닌다고 가정한다. 이럴 경우 (18a)의 의미구조는 (19)의 세 구조 중의 

하나를， 그리고 (18b)의 의미구조는 (20)의 세 구조 중의 하나를 취할 것이다. 

(19) a *NOT … [CIP-도 … CIP-이냐 ... V] 
b. *CIP-도 … NOT … [CIP-이냐 … V] 
c. *CIP-도 ... CIP-이나 … NOT … V 

(2이 a. *NOT … [CIP-이나 ... CIP-도 ... V] 
b. CIP- 이냐 '" NOT … [CIP-도 … V] 
c. *CIP-이나 ... CIP-도 … NOT ... V 

위 의미구조 중 “CIP-이나”는 부정의 영향권 밖에 있고 “CIP-도”는 부정의 영향권 

안에 있는 (20b)의 구조만 적절하고 나머지 의미구조는 긍정극어 “CIP-이나”가 부 

정의 영향권 안에 있거나 ((19a), (19b), (20a)) 또는 부정극어 “CIP-도”가 부정의 

영향권 밖에 있어서 ((19b), (19c), (20c)) 부적절하다. 
“CIP-이나”와 “CIP-도”의 영향권 해석상의 차이점에 대한 위의 예측은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발견된다. 

(21) a. *누구도 나한테 만 원이나 안 갚았다. 
b. *세 사람도 나한태 만 원이나 안 갚았다. 
c. 철수도 나한테 만 원이나 안 갚았다. 

(22) a. 누구나 나한테 만 원도 안 갚았다. 
b. 세 사람이나 나한테 만 원도 안 갚았다. 

(21a)와 (21b)는 (18a)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비문이고， (22a)와 (22b)는 (18b)의 

구조를 가질 수 있어서 문법적이라고 판정된다. (2lc)가 문법적이라고 판단되는 이 

유는 “철수도”의 “-도”가 부정극어를 유도하는 척도상의 “-도”가 아니라， 첨가적 

(additive) 의미의 “-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이 

6) (21a，b)에서 “CIP-도”가 특정적으로(specific) 해석될 경우， 즉 “누구도”가 ‘some specific person’을 
의미하고 “서l 사람도”가 ’the three persons’를 의미하면， “-도”가 첨가적(additive) 의미， 즉 영어의 
also에 해당하는 의미를 지니며 전체 문장은 정문이 된다. “-도펙 첨가적 의미는， 본고의 5절에서 자세 
히 논의되고 있는 “-도”의 양보의 의미에서 도출된다고 볼 수 었다. 즉， “-도”가 화용론적 개연성의 
척도상에서 하한값을 가리킨다는 의미와 이에 따른 척도상의 함축(scalar implicature) -- 이 하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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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P-도”가 부정극어로서 부정표현의 영향권 안에 들어 와야 하고， “CIP-이나”가 

긍정극어로서 부정표현의 영향권 밖에 와야 한다면， 부정문에 또 다른 양화사가 

나타날 때 부정표현의 영향권과 관련하여 (23)과 같은 의미해석이 예상되며， (24) 
의 해석은 (23)의 예측에 부합한다， (23-24)에서 “A>B"는 A의 영향권이 B의 영향 

권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a. “. CIP-도 ... QP … Neg ... ==> Neg > QP 
b. … QP … CIP-이나 ... Neg ===> QP > Neg 
c. … QP … CIP-도 … Neg … ==> QP > Neg 
d. … CIP-이나 ... QP ... Neg ===> QP > Neg, Neg > QP 

(24) a. 한 사람도 전 과목을 패스하지 못했다. (Neg > All) 
b. 많은 학생들이 세 과목이나 패스하지 못했다. (Many > Neg) 
c. 많은 학생들이 한 과목도 패스하지 못했다. (Many > Neg) 
d. 학생들이 열 명이나 두 과목 다 패스하지 못했다. 

(Both > Neg, Neg > Both) 

(24a，b)는 앞서의 설명에 따라 쉽게 예측되는 것이며， (24c)는 의미해석시 부정극 

어가 부정표현의 지정어 위치에 온다고 가정하면 설명된다. (Suh, 1989; Sohn, 

1995) (24d)는 양화사가 부정표현의 영향권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중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다. 

4. 운율구조 

“CIP-이나”와 “CIP-도” 형식의 명사구가 부정문에 쓰일 때， 전체 문장의 운율구 

조에 차이가 드러난다. “ClP-도”가 쓰인 부정문에서는 부정 표현 자체가 초점 강세 

를 받는 데 비해， “CIP-이나”는 부정문에서 스스로 강세를 수반하면서 초점으로 

해석된다. 다음 두 문장은 모두 통사적으로는 통일한 구조를 갖는 부정문이나， 

(25b)와 (26b)가 보여 주듯이 운율적으로는 대조적인 구조를 띠고 있다. 이들 문장 

의 운율구조는 저성조(low tone: L)와 고성조(high tone: H), 그리고 “%" 표시로 
경계성조(boundary tone)를 표상하는 Jun (2000)의 K-ToBI 표기법을 이용하였 
다. 다만 초점적 강세(focal accent)를 표시하기 위해 별표(*)를 이용하였다. 아래 

보다 높은{혹은 같은 정도의) 개연성을 갖는 값이 척도상에 또 존재한다는 함축 - 에 의해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척도상의 함축이 없다면 개연성의 척도가 무의미헨trivial) 것이 되고 만다. 왜냐하 
면 하한값(lower bound)이란 언제나 그것보다 개연성이 높은 값을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 
서 (21b)에서 “세 사람도”가 특정적 의미로 해석될 때 첨가적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세 사람”이 가 
리키는 특정 개체들 외에도 ‘나한테 만원이나 안 갚은’ 사람이 척도상에 있옴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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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억양분석 도표는 Kay 사의 CSL (Model 4300B)를 이용하여 녹음한 자료 

를， Scicon R&D 사의 PitchWorks (version 5.0, 1999)을 사용하여 분석 한 것 이 

다 킥 도표는 해당 발화의 억양곡선을 50-200 Hz의 주피수대에서 점선으로 보여 

주고 있다. 

(25) a. 네 사람도 안 와요. 

b. L H L*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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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a. 네 사람이나 안 와요 
b. L H* L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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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에서는 조사 “-도” 부분이 억양독선의 가장 높은 부분에 이르고， 뒤이어 나타 

나는 부정표현 “안”이 급한 하강을 이루며 초점 강세를 받는다. (26)에서는 “네 사 

람”이 초점 강세를 받으며 “사람” 부분이 억양곡선의 가장 높은 부분을 차지한다. 

초점강세를 받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문장의 배경(background)， 즉 전제적 의 

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Jackendoff ， 1972; Rooth, 1985, e tc.)을 따르면， (2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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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의 의 미 정 보 구조는 각각 대 략 아래 (27)과 (28)와 같다 

(27) It is NOT-THE-CASE that four people will come. 

(28) It is FOUR PEOPLE that will not come. 

(27)에서 보듯이 “CIP-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정의 영향권(scope) 안에 있고， 

(28)에서 보듯이 “CIP-이나”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정의 영향권 밖에 있다. 이러한 

초점 해석에서의 차이는 앞서 3절에서 지적한 질문-대답의 담화상에 나타난 차이 

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CIP-도”는 부정극어이며 그리고 “CIP-이나”는 긍정 

극어라는 앞서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어 문장의 운율구조에 초점표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가운데 Cho (1990)는， 초점표현이 항상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와 함께 읍운 

구(phonolog ica l phrase)를 이룬다고 주장한다 예를 틀면 다음의 담화 

(29A-B)에서 (B)는 (A)에 대한 대답으로서 “민이가” 가 문장의 초점으로 해석된 

다. 이때 (B)의 운율구조를 높낮이와 함께 나타내변 (B-1)과 같이 전체 문장이 

하나의 음운구 (혹은 억 양구 intonational phrase)를 이루며， 초점 표현인 주어 

명사구가 억양곡선의 높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Jackendoff ( 1972)의 소위 

A-accent를 받게 된다. 여기에서 (29B-1)의 억양곡선과 앞서 (26b)의 억양곡선 

을 비교해 보면 서로 아주 유사한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두 

억양독선 모두 초정부분에서 가장 높았다가 서서히 하강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만일 (B)가 (B-2)와 같이 발화되면 부자연스러운 대답이 되고 만다. 

(29) A 누가 안 옹대? 

B: 민이가 안 옹대요. 

B-1. [L H* L HL%] 
B-2. 11[ L H] [L*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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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B-2)의 운율구조는 주어가 화제(topic)일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구조인 

데， 앞서 (25)의 운율구조에서 확인했던 것이다- 화제가 표현된 발화의 운율구조는 

다음 담화에서 쉽게 추출할 수 있다. 

330 

안온대요 

L HL%) 
(L* HL%l 

민이 온대? 

민이는 

tt[LH* 
[L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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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B-2)의 억 양곡선에서 가장 높은 부분은 화제표지 “-는”이 차지하는데 ， 바로 이 

화제표지 다음에 억양곡선이 급격히 하강하면서 부정표현 “안”이 초점 강세를 받 

는다. 

이와 같이 초점과 화제라는 

는 다음의 보문절에서도 쉽게 

400 

담화상의 정보는 문장의 운율구조를 결정하는데， 이 

확인할 수 있다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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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영이는 진이가 온 줄 알아요. 

[L Hl [L* H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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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알다”는 “ 〔느)1..- 줄” 형식의 보문절을 취할 때 보문의 사실성(factivity) 여 

부에 따라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즉 (31a)는 ‘진이가 왔음’을 전제할 수도 있고 그 

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의 적 해석은 운율구조의 차이를 불러온다. 

(31a)가 (31b)와 같이 발화된 경우에는 그 억잉:곡선에서 보듯이 “진이가” 부분이 

가장 높은 억양을 형성하면서 초점 강세를 받고 점차 하강한다. 이러한 억양으로 

발화될 때 (31a)는 보문의 사실성이 전제되지 않는다. 즉 ‘진이가 오지 않았는데 진 

이가 온 것으로 잘 못 알았다’는 의미가 된다. 이와 달리， (31a)가 (31c)와 같이 발 

화되면 억양독신의 가장 높은 부분에 보문소 “줄”이 위치하고 이후 억양이 급격히 

하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억양독선은 바로 앞서 회제표지가 가장 높은 

억양을 치지했던 (30B-2)와 유사하다. 어쨌든 (3lc)의 발화는 (31b)와 달리 보문의 

사설성을 전제하는 의미로 해석되어， ‘진이가 왔으며 그것을 영이는 인다’는 뜻이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전제의 있고 없음이 결정하는 (31b)와 (3lc)의 운율구조상의 차 

이가 바로 초점과 회체가 결정하는 (29-30)의 (B-l)과 (B-2)에서의 치-이와 같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초점은 강세를 받는 동시에 뒤따르는 단어와 함께 

하나의 억양구를 이루지만， 화제나 전제는 독립된 억양구를 이루면서 뒤따르는 문 

장성분과 급격한 억양변화와 함께 운율적으로 분리된다. 이와 같이 담화정보에 의 

한 운율적 차이는 앞서 (25-26)에서 지적한 “CIP-이나”와 “CIP-도”가 드러내는 운 

율적 차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즉 “CIP-이나”는 언제나 초점으로 해석되어， 강세 

를 받으며 뒤따르는 단어와 함께 같은 억양구를 형성하는 데 비해， “CIP-도”는 강 

세를 받지 않고 담화상의 화제나 전제적 요소로 해석되어 뒤따르는 초점과 독립된 

억양구를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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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IP-이나1-도”의 화용론적 제약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나1-도”는 둘 다 양보( concession)의 의미를 지니며 

(Lee, 1999; L많， Chung & Nam, 2000), 해당 발화가 제공하는 화용론적 개연성 

의 척도에서 하한값을 가리킨다. 다음 두 문장을 살펴 보자. 

(32) a. 고등학생이나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b. 초등학생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다. 

위 두 문장 (32a)와 (32b)가 도업하는 화용론적 척도는 대략 각각 다음 (33)과 

(34)와 같이 상정할 수 있다. ((33) 이하에서 예시된 개연성의 척도(like1ihood 

scale)에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개연성이 낮고 위로 올라갈수록 개연성이 높은 것 

을 나타낸다. 또한 굵은 세로줄(1)이 연속된 구간은 화용론적으로 가능성이 조금이 

라도 기대되는{혹은 전제되는) 부분이며， 굵은 화살표(-+)는 이러한 가능성의 영역 

에서 하한값(lower bound)을 가리킨다. 

(33) (32a)의 해석을 위한 [x가 그 문제를 풀 가능성]의 척도: 

• l 
l 교수가 그 문제를 풀 가능성 
l 대학생이 그 문제를 풀 가능성 

-+ +1 고등학생이 그 문제를 풀 가능성 
중학생이 그 문제를 풀 가능성 

초등학생이 그 문제를 풀 가능성 

유치원생이 그 문제를 풀 가능성 

(34) (32b)의 해석올 위한 [x가 그 문제를 풀 가능성]의 척도: 

교수가 그 문제를 풀 가능성 

대학생이 그 문제를 풀 가능성 

고등학생이 그 문제를 풀 가능성 

중학생이 그 문제를 풀 가능성 

-+ +1 초등학생이 그 문제를 풀 가능성 
유치원생이 그 문제를 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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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a)가 발화되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고등학생 미만의 수준에서 출발하여 가능성/ 

개연성을 측정하기 쉽다. 즉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동의 순서로 

‘그들이 그 문제를 풀 가능성’을 판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직관에 따르면， 

(32a)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등학생’이 척도상의 ‘상한값’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 

다. 이러한 해석은 Yang(1973)이 ‘-이나’의 중심의미를 ‘차선’(second best choíce) 
이라고 제안한 것과 상통한다. 그러나 (33)과 같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가능성’ 

이 조금이라도 기대되는 개연성의 척도에서는 ‘고등학생이 그 문제를 풀 가능성’이 

개연성의 척도에서 하한값을 가리킨다. 즉 고등학생보다 높은 수준인 대학생이나 

교수가 그 문제를 풀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이)나”와 “-도”를 포함한 문장에 대한 이러한 화용론적 제약은 다음과 같은 

문장들의 어색함을 자연스럽게 설명한다. 

(35) a.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이나 {안) 왔다. 
b.#열 사람 중에 열 사람도 오지 않았다. 

“-이나/도”와 결합한 명사구는 해당 발화에 제공되는 화용론적 척도의 하한값를 

지시해야 하는데， (35)에 있는 문장들은 아래에서 보여 주듯이 가능성의 척도상 하 

한값보다 높은 점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즉 무의미한 척도 (tri vial scale) 
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문장들이다. (35a)에 대한 개연성의 척도， 즉 아래 

(36)에서 화살표로 표시한 지접보다 개연성이 높은 값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36) (35a)의 해석을 위한 [n-사람이 올 가능성]의 척도: 

l ’ T톨 1 사람이 올 가능성 
2 사람이 올 가능성 

9 사람이 올 가능성 

10 사람이 올 가능성 

다음은 “CIP-도”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 (35b)를 살펴보자. “CIP-도”는 부정극어이 

므로 부정술어를 직접 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아래 (37a)에서처럼 먼저 명제 ‘n
명이 오다’의 가능성 척도를 만든 다음， (37b)에서처럼 그것을 역전시켜 ‘NOT(n

명이 오다)’의 가능성 (즉， n-명이 오지 않을 가능성}의 척도를 도출한다.7) 

7. 이에 비해 “CIP-이나”는 긍정극어로서 긍정술어와 (내부)부정술어 울 다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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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a. 

• 

가능성(1 사람이 오다) 

가능성(2 사람이 오다) 

가능성(3 사람이 오다) 

가능성(9 사람이 오다) 

가능성(10 사람이 오다〕 

정대호·이정만·남승호 

b. (35b)의 해석을 위한 [n-사람이 오지 않을 가능성]의 척도: 

-’ T톨 가능성(NOT(lO 사람이 오다)) 
가능성(NOT(9 사람이 오다)) 

가능성(NOT(3 사람이 오다)) 

가능성(NOT(2 사람이 오다)) 

가능성(NOT(l 사람이 오다)) 

(35b)가 유발하는 가능성의 척도 즉 (37b)에서 화살표 지접 보다 높은 점이 사실 

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35b)가 적절하지 못한 문장임이 설명된다. 

“C1P-이나/-도”의 의미해석이 요구하는 화용론적 척도에 대한 제약은 다음과 같 

은 대조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38) a. 눈이 10 센티나 왔다. 
b. tt눈이 10 센티나 안 왔다. 
C. 눈이 예상보다 10 센티나 안 왔어. 

현실세계에서 ‘눈이 x 센티 올 가능성’과 ‘눈이 예상보다 x 센티 안 올 가능성’은 
쉽게 상정할 수 있는데， ‘눈이 x 센티 안 올 가능성’의 상정은 어려우므로 (38a,c) 
는 자연스러우나， (38b)는 부자연스럽다. 이러한 화용론적인 제약은 다음 예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39) a. 철수한테 열 명 이나 돈을 안 갚았다. 
b. 편지가 *(예상보다} 열 통이나 안 왔다. 
C. *철수는 나한테 만 원이나 안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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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CIP-이나"(수사 분류사-이나)와 “CIP-도"(수사 분류사-도〕의 분포 

와， 의미적， 통사적， 운율적 및 화용론적 제약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차이점을 살펴 

보고， 이 차이점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CIP-이나”는 긍정극어로 그리고 “CIP-도” 

는 부정극어로 해석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제까지 논의된 것들을 요약하면 다 

음과같다. 

(4이 (i) “-이나”와 “-도”는 양보(concession)의 의미를 공통의미로 가지며， 이들 

이 결합된 분류사구(CIP)는 화용론적 개연성의 척도(likelihood scale) 

에서 하한값을 가리킨다. 

(ii) “CIP-(이)나”와 “다P-도”는 부정의 맥락{부정문， 시간부사절 ‘-기 전에’， 

비교구문 등)과 이에 대용하는 긍정의 맥락에서 그 의미가 해석될 때 

각각의 맥 락이 포함하는 부정적 운용소들(operators)과 상보적인 영향 

권 관계를 이루며 해석된다. 

(iii) “CIP-이나”는 긍정극어로서 부정의 영향권 밖에서， “CIP-도”는 부정극 

어로서 부정의 영향권 안에서 해석된다. 

(iv) 긍정극어로서 “CIP-이나”는 초점으로 해석되면서 초점 강세(focal 

accent: Jackendoff (1972)의 A-accent)를 받는 데 반해， 부정극어로 

서의 “ClP-도”는 초점강세를 받지 않고 담화장의 전제적(presupposi디on베， 

혹은 화제적(topical) 요소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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