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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부사 ‘잘’의 의미
김 태 인

본고는 일차적으로 한국어 부사 ‘잘’의 의미를 밝히고 더불어 부사 ‘잘’이 가지고
있는 중의성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는가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어 부사 ‘잘’은 그 의미와 기능을 기준으로 볼 때, 방식부사, 빈도부사, 평가
부사라는 세 가지 지위를 갖는다. ‘잘’이 문장 내에서 어떤 범주를 그 작용역으로 가
지고 있는가에 따라 그 의미와 기능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필
수적으로 문장의 의미계층구조를 설정해야만 했는데 본고에서는 ‘화행 > 사실 >
명제 > 전체 사건 > 하위 사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방식부사 ‘잘’은 하
위 사건 범주를 작용역으로, 빈도부사는 전체 사건을 작용역으로, 평가부사는 사실
범주를 작용역으로 삼아 그 의미와 기능이 달라진다.
3장에서는 하위 사건 범주를 작용역으로 삼는 방식부사로서의 ‘잘’에 대해 서술하
였다. 방식부사 ‘잘’은 사건의 과정에 중점이 있는 동작 사건과 공기한다. 그런데 서
술어가 과거 시제 ‘-었-’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 방식부사 ‘잘’은 결과술어로 기능하
는데 이 경우에는 하위 사건 중에서도 결과 상태에 ‘잘’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식부사 ‘잘’은 어휘특성문을 형성하여 ‘잘’이 수식하는 사건에 대한 행위주의
수행 능력을 나타내고 섭식에 관한 것일 때에는 대상에 대한 행위주의 선호나 취향
을 표현한다. 이런 이유로 방식부사 ‘잘’이 쓰인 관용 표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4장에서는 전체 사건 범주를 작용역으로 삼는 빈도부사 ‘잘’에 대해 서술하였다.
빈도부사 ‘잘’은 전체 사건에 작용하기 때문에 사건의 윤곽이 명확한 경계가 있는
사건과 공기할 수 있다. 빈도부사 ‘잘’은 경계성만 확보가 된다면 상태성 술어와도
결합할 수 있는데, 가령 개체의 일시적 속성을 나타내어 시간적 경계가 있는 장면층
위 술어(아프다, 체하다 등)와는 가능하지만, 경계가 없는 개체층위 술어와는 불가
능한 것이다. 한편, 빈도부사 ‘잘’은 상부사로 반복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습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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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나타낼 수 있어 총칭문의 일종인 습관문을 형성한다.
5장에서는 사실 범주를 작용역으로 삼는 평가부사 ‘잘’에 대해 서술하였다. 평가
부사 ‘잘’은 사실 범주를 작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사건의 상적 특성과 무관하게 결
합한다. 심지어 개체의 항구적 속성을 나타내는 개체층위 술어(키가 크다, 얼굴이
하얗다)와도 문맥이 주어지면 결합할 수 있다. 또한 평가부사 ‘잘’은 사실 범주를 작
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서상법의 영역인 기원이나, 명령, 가정 등과 결합할 수 없다.

주요어: 부사, 작용역, 계층구조, 방식부사, 빈도부사, 평가부사, 어휘특성문, 습관문,

학 번: 2012-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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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대상
인간은 살면서 끊임없이 언어의 중의성과 마주친다. 이 언어의 중의성은 사람과 사
람 사이에 오해를 낳기도 하고,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설전을 일으키기도 한다. 한편
중의성은 고유의 복잡성으로 인해 개그 프로그램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상업 광고
의 번뜩이는 문구가 되기도 한다. 우리와 같이 인간의 언어에 대해 진지한 고찰을
하는 사람들은 이 중의성에 대한 심도 있는 관찰을 수행한다. 곧 중의성이 무엇으로
인해 유발되는지, 또 그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말
이다. 본고도 큰 틀에서는 중의성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1)

연우는 잘 뛰었다.

짧고 간결한 문장인 (1)에서 우리는 중의성(ambiguity)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한국어 부사 ‘잘’로 인해 촉발된 것이다. 이 때 (1)이 ‘연우는 빠르게 뛰었다’의 의
미를 나타낸다면 이 때의 ‘잘’은 방식부사로서의 쓰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연우
는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뛰었다’의 의미로 ‘잘’이 쓰였다면 이때의 ‘잘’은 [빠르게]
의 의미와는 매우 동떨어진 [자주]의 의미를 가져 빈도부사로서의 쓰임을 갖게 된
다.
나머지 다른 한 쓰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설정해보겠다. 연우와 단우는
각각 고향집에 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둘은 기차 시간에 빠듯하게 기차역에 도착하
였다. 연우는 기차를 타기 위해 뛰었다. 그런데 단우는 뛰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연우가 기차에 올라타자마자 기차는 출발하였고 뛰지 않은 단우는 기차를 놓치고
말았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연우 어머니는 (1)과 같이 발화할 수 있다. 여기서의
‘잘’은 [빠르게]라는 의미도 [자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 [다행히]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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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의 ‘잘’은 어떤 사건이나 사태에 대해 화자가 내리
는 평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때의 ‘잘’은 평가부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고는 한국어 부사 ‘잘’이 가진 중의성을 설명하고, 또한 ‘잘’과 관련한 문
법 현상을 관찰하고 기술하는 것에 일차적인 목표가 있다. 더 나아가 ‘잘’이 속해 있
는 문법 범주, 곧 부사에 관한 거시적인 논의 역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설명되어질 것들이 부차적인 이득이라고 하겠다.
요컨대, ‘잘’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방식부사(manner
adverb)1)로서의

‘잘’과

빈도부사(frequency

adverb)로서의

‘잘’,

평가부사

(evaluative adverb)로서의 ‘잘’이 그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중의성이 무엇에서 비롯
하는가를 설명한다. 이를 위해 부사 분류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다듬는 작업
이 필요할 것이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특히, 방식부사 ‘잘’은 공기하는 동사에 따라 그 의미
가 달라진다는 점이다. ‘잘 뛰다’의 ‘잘’은 [빠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자료나 책 등을) 잘 보다’의 ‘잘’은 [천천히], 혹은 [꼼꼼하게]의 의미를 가지고 있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잘’을 공기하는 동사의 의미에 따라 그 의미가 변
조하는 다의어로 처리한다면 ‘잘’이 가져야만 하는 어의(sense)의 숫자는 공기할 수
있는 동사의 숫자만큼 무제한적으로 많아질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 여기서 언어 현
상을 바라보는 원론적인 관점이 선택되어야 한다. 생성문법 전통에서 어휘부는 문장
의 의미 생성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일종의 단어 창고였다. 본고에서는 이 입장을 취
하지 않는다.2) 오히려 어휘부가 단어의 창조적 사용, 문맥에 따른 변조에 기여한다
1) 본고에서 사용할 방식부사(manner adverb)라는 용어는 학자에 따라 양태부사(박소영
2003, 손남익 1995), 동태부사(서정수 1996) 등으로도 사용된다. 문제는 양태부사라는 용어
를 사용하게 되면 ‘Modal adverb’에 해당하는 술어가 마땅하지 않다는 점이다. ‘Manner
adverb’을 양태부사로 사용하는 학자는 ‘Modal adverb’을 양상부사라고 지칭한다. 그런데
‘modality’는 주로 ‘양태’와 짝한다. 용어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modal’과 ‘modality’는 ‘양
태’로 ‘manner adverb’은 방식부사로 지칭하는 것이 혼란을 피하는 길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문에서는 ‘양태부사’ 혹은 ‘동태부사’ 등으로 칭했을지라도 이를 통일시켜 방
식부사라고 할 것이다.
2) Pustejovsky(1996: 39)에서는 이러한 의미 나열 어휘부(SEL: Sense Enumeration
Lexicon)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곧 의미 나열 어휘부는 단어의 창조적 사용
(The creative use of words)과 단어 의미의 투과성(The premeability of word senses),
다양한 통사적 형태의 표현(The expression of multiple syntactic forms) 등이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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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성어휘론(generative lexicon)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잘’은 왜 ‘잘 산다’, ‘잘 나간다’ 등과 같은 관용 표현들을 그토록 잘
형성하는지, 또한 ‘잘’이 속해있는 부사라는 문법 범주는 그 기능부담이 과연 부가어
에 불과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1.2. 선행 연구
‘잘’이라는 어휘 하나에 대한 밀도 있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대체로 부사에 대
한 전반적인 논의를 하면서 각각의 하위범주에 대한 실례를 보일 때 그 예 중의 하
나로 ‘잘’이 언급이 될 뿐이다. 또한 ‘잘’이 속해 있는 그 하위범주라는 것도 대체로
방식부사만으로 제한되어 있다. 가령, 서정수(1996:417)에서는 부사를 형태론적 특
징에 따라 단순 부사, 합성 부사, 전성 부사로 나누고 있는데 그 중 단순 부사의 대
표적인 예로 ‘잘’을 들고 있다. 또 의미특성에 따라서 공간부사, 시간부사, 과정부사,
양태부사(modal adverb), 수량부사, 부정부사, 정도부사로 나누고 이 중 과정부사는
다시 동태, 수단, 까닭, 자격, 상대 등으로 나뉘는데, ‘잘’을 동태를 나타내는 과정부
사의 예로 들고 있다(서정수 1996: 447-448).
‘잘’에 대한 독자적 논의는 양인석(1975)과 박소영(2003)을 들 수 있다. 양인석
(1975: 15)에서는 ‘잘’에 대한 기술이 비교적 상세하게 이루어졌다.
(2)

ㄱ. 문장부사: a. 화자의 이익
b. 청자의 이익
c. 주어의 이익
d. 기타의 이익
ㄴ. 동작부사: a. 동작의 이상화
b. 자주
c. 쉽게

것을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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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보면 본고에서 주목하는 평가부사 ‘잘’과 빈도부사 ‘잘’과 방식부사 ‘잘’의 의
미가 이 논의에 모두 언급되어 있는 셈이다. 비록 ‘잘’이 이러한 중의성을 갖게 되는
내재적 원리나 동사의 상적 특징에 따라 선호되는 해석이 달라지는 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을지라도 현재 ‘잘’에 대한 문법 기술이 대부분 방식부사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 논의에서 이루어지는 ‘잘’의 의미와 기능의 포착
은 예리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박소영(2003: 102-120)에서도 ‘잘’에 대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루어진 바 있
다. 이 논의에 따르면 ‘잘’은 전형적인 방식부사이며, 방식부사어 범주는 결과부사
(어), 용이성부사, 방식부사 세 가지로 다시 나눌 수 있다. 특히 ‘잘’이 피동 동사와
공기를 할 때에는 ‘쉽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용이성부사로 분류해야 된다고 한
다.

(3)

ㄱ. 이 책은 잘 읽힌다.
ㄴ. 이것은 잘 잘린다.
ㄷ. 이 의자는 잘 접힌다. (박소영 2003: 104)

박소영(2003)에

따르면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동

동사는

달성

동사

(achievement verb)에 해당하고, ‘잘’이 이러한 달성 동사와 결합할 때에는 ‘쉽게’의
의미를 갖게 되어 용이성부사라는 부류 설정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박소영(2003: 112)에 따르면 ‘잘’은 화용론적 원인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논항이다.

(4)

ㄱ. 이 책은 잘 팔린다.
ㄴ. 이 문은 잘 잠긴다. (박소영 2003: 114)

위의 예문에서 ‘잘’이 빠지면 화용적으로 정보전달을 할 수 없는 문장이 된다는 것
이다. 이에 대하여는 3.3.2절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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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논의의 구성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잘’의 중의성과 문법 현상 및 기능을 포
착하고 기술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할 것이다. 본고는 ‘잘’의 두드러진 의미로
방식부사 ‘잘’, 빈도부사 ‘잘’, 평가부사 ‘잘’ 등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3장은 방식부사로서의 ‘잘’, 4장은 빈도부사로서의 ‘잘’, 5장은 평가부사로서의 ‘잘’
에 대한 각각의 문법을 기술할 것이다.
3장, 4장, 5장에서는 공통적으로 각 유형별 ‘잘’의 의미와 기능을 기술한다. 이 과
정에서 각 유형별 ‘잘’이 선호하는 사건의 유형에 관하여 논의하게 될 것이다. 특별
히 3장에서는 방식부사 ‘잘’의 다의성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
해 고민해보고, 더불어 방식부사 ‘잘’이 관용 표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한편 3장과 4장에는 방식부사와 빈도부사로서의 ‘잘’이 총칭문을 형성하
는 것에 대해 각각 다룬다. 방식부사 ‘잘’은 어휘특성문을 형성하고 빈도부사 ‘잘’은
습관문을 형성한다. 이런 현상도 ‘잘’의 문법기술에 있어 다루어져야할 부분임에 분
명하다. 5장에서는 평가부사 ‘잘’에 대해 기술하기에 앞서 평가부사라는 문법 범주
에 대한 논의 역시 펼쳐놓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평가부사 ‘잘’을 비롯한 여타 평가
부사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평가부사 ‘잘’에 대한 의미·기능과 통
사론적 특징 등을 기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남은 문제를 짚어보고 논의
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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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논의
본장에서는 중의성에 따라 ‘잘’의 문법 범주를 세 가지로 나눌 기준을 마련하고,
그러한 중의성이 어디에서 비롯하는가를 짚어보려고 한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논의
는 3장, 4장, 5장에 걸쳐서 이루어질 세부적 논의의 이론적 준거가 될 것이다.
2.1절에서는 ‘잘’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고 사전적 정의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논의한다. 이후, ‘잘’이 속해있는 문법범주인 부사 분류 체계 내에서 ‘잘’의
지위를 확인할 것이다. 2.2절에서는 문장의 의미론적 계층 구조를 살펴볼 것이다.
이 구조에는 특별히 ‘사건’이라는 범주가 있는데, 이 사건구조에 대해서는 좀 더 구
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논의를 통해 결국은 ‘잘’의 작용역에 따른
해석 양상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2.1. ‘잘’의 의미와 문법적 지위
2.1.1. ‘잘’의 다의성과 사전 기술
우리는 의미를 기반으로 한 언어 직관을 통해서 볼 때 ‘잘’이 ‘좋다’와 상관관계에
있음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다.3) ‘잘’의 기본적 의미에 [좋다]가 있음을 염두
에 두고 다음을 보도록 하자. ‘잘’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잘’의 사전적 정의: 부사
① 옳고 바르게- 내 아이가 잘 자라주기를 바란다
② 좋고 훌륭하게- 아들을 잘 두다

3) 여기서 ‘좋다(good)’와 ‘잘(well)’은 형태론적으로 보충법의 양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 용언 어간 ‘좋-’에 ‘-이’가 쓰여 파생하는 경우는 중세문헌에서만 발견될 뿐이
다. 스페인어에서도 ‘좋다’에 해당하는 ‘bueno’는 규칙적인 부사파생접미사 ‘-mente’를 사
용하지 않고 ‘bien’을 씀으로써 ‘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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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익숙하고 능란하게- 환자를 잘 치료하다
④ 자세하고 정확하게, 분명하고 또렷이- 잘 알다
⑤ 아주 적절하게, 아주 알맞게- 잘 익은 수박
⑥ 아무 탈 없이 편하고 순조롭게- 잘 가거라
⑦ 버릇으로 자주- 잘 놀라다
⑧ 유감없이 충분하게- 잠자기 전에 이를 잘 닦아야 한다
⑨ 아주 만족스럽게- 잘 먹었습니다
⑩ 예사롭거나 쉽게- 아무 데서나 잘 잔다
⑪ 기능 면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칼이 잘 든다
⑫ 친절하게 성의껏- 잘 봐주다
⑬ 아주 멋지게, 아름답고 예쁘게- 잘 차려입다
⑭ 충분하고 넉넉하게- 못 되어도 백 냥은 잘 될 것이다

이상의 분류를 보자면 ‘잘’의 기본 어휘소로 ‘좋고 훌륭하게’를 설정해볼 수 있다.
①~⑭에 이르기까지 ‘좋고 훌륭하게’를 ‘잘’의 위치에 넣어보면 어렵지 않게 뜻이 통
하기 때문이다. 이를 문맥에 따라 ‘잘’의 의미가 변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하지만 (1⑦)은 예외이다. (1⑦)에서는 ‘잘’에 [좋다]라는 의미를 확인할 수 없
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 예문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2)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재채기를 잘 한다.
⇏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재채기를 훌륭하게 한다.
⇒ 그는 시도 때도 없이 재채기를 자주 한다.

(1⑦)을 제외한 [좋다]의 의미를 가진 나머지 ‘잘’은 어떤 사건이나 사태의 ‘질
(quality)’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다. 하지만 [자주]의 의미를 가진 ‘잘’은 어떤 사건
이나 사태의 ‘양(quantity)’에 관한 정보를 나타낸다. 질과 양은 화맥에 따라 반의어
로 쓰이기도 할 만큼 이질적이다4). 이러한 두 가지 ‘잘’의 모습은 ‘잘’이 문맥에 따
4) 가령 “나는 질보다 양을 추구해”와 같은 발화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히려
질과 양이 상호 소통하는 예 역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즐기다’가 대표적인 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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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조되는 다의어의 성격이 아니라 별개의 의미를 가진 동형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의미·텍스트 이론(Meaning-Text Theory, MTT)에서는 단어(vocable)와 어휘소
(lexème)를 구분한다(박진호·이병근 2000: 161 참조). ‘잘’을 표준국어대사전에
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3)

ㄱ. 잘1: 검은담비의 털가죽.
ㄴ. 잘2: 부사
ㄷ. 잘3: ‘자루1’의 방언(경북).
ㄹ. 잘4: ‘-자고 할’이 줄어든 말.

여기서 각각의 ‘잘’은 단어가 되고, ‘잘2’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1)에서 제시한 부
사 ‘잘’의 세부적 의미 14개는 어휘소가 되는 셈이다. 박진호·이병근(2000: 162)에
서 지적하듯이 어떤 두 개의 어휘소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이를 다의어로
볼 것인지 동형어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MTT에서는 이를 위해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 기준을 통해 [좋다]의 의미를 가진 ‘잘’과
[자주]의 의미를 가진 ‘잘’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4) 의미 가교(pont sémantique): L1과 L2라는 두 어휘 요소가 있을 때, 이 둘 사이에
특징적인5) 공통 성분을 둘 사이의 의미 가교라고 부른다.

(5) 직접성/간접적 관련성: L1과 L8라는 두 의미 사이에 의미 가교가 존재하면, 이 둘
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한다. L1과 L8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L1, L2, L3, L4,...L8과 같은 연쇄에서 인접항끼리 직접적인 관련이 존재하는 경우
L1과 L8은 간접적으로 관련 있다.

될 것이다.
5) 여기서 특징적이라 함은 문법적인 의미 또는 매우 일반적인 의미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또 두 의미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비슷하며, 각각 비슷한 계층상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
이다(박진호·이병근2000: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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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vocable: n개의 어휘요소 L1, L2, ...Ln 이 모두 기의가 같고 이들 사이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관련이 존재할 때 이 n개의 어휘요소의 총체는 하나의 vocable이 된다.

(7) 기저 어휘요소: 어떤 vocable의 어휘요소들 중 L이라는 어휘요소가 있다고 할 때,
다른 모든 어휘요소들은 직접적/간접적으로 L을 참조하고 L은 다른 어휘요소를
전혀 참조하지 않을 때, L을 이 vocable의 기저 어휘요소라고 한다.

(4)의 기준으로 보자면 부사 ‘잘’의 의미가교는 [좋다]라고 할 수 있다. 이는 (7)
에서 말하는 기저 어휘요소라고도 할 수 있다. 이 의미가교나 기저 어휘요소는 [자
주]라는 의미를 가진 ‘잘’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적용이 가능하다. 곧 [자주]라는 의
미의 ‘잘’은 [좋다]라는 의미가교를 갖고 있지 않으며, (5)의 기준으로 보아도 [자
주]라는 의미의 ‘잘’은 다른 ‘잘’과 직접적인, 간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결국 [자주]
라는 의미의 ‘잘’은 다른 ‘잘’이 형성하는 단어(vocable)에 속하지 못한다. 결국, 방
식부사 ‘잘’과 빈도부사 ‘잘’은 별개의 단어(Vocable)에 소속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다.
하지만 방식부사 ‘잘’과 빈도부사 ‘잘’을 별개의 단어, 곧 동형어로 처리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언중의 어원 의식은 빈도부사의 ‘잘’과 방식부사 ‘잘’을 다의
어로 인식하지 동형어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배(船)’와 ‘배(梨)’처럼 전혀
다른 단어인데 형태만 같은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유형론적 자료들
에서 질과 양이 상통함을 보여주는 예가 상당히 있다. 우선 ‘잘’의 의미를 가진 일본
어 ‘よく’만 보아도 한국어의 경우와 같이 [자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어의
‘easily’ 역시 전형적인 방식부사이지만, 문맥에 따라 [자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
다.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잘’과 [자주]라는 의미를 가진 ‘잘’이 전혀 다른 어원을
가지고 있고, 서로 상관성이 없는데 우연의 일치로 한국어에서 동형어로 나타난다고
처리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유형론적 자료들이 질과 양의 연관성을 여실
하게 보여주고 있다.
의미가 확장되고, 다양한 문맥에서 쓰이게 될수록 본래의 의미와 점점 멀어질 수
있다. 의미의 번짐에 있어서 본 의미에서 일찍 번져 나온 것과 뒤늦게 나온 것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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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6). 사실 [자주]의 의미를 가진 ‘잘’ 역시 [좋다]의
의미를 가진 ‘잘’에서 충분히 도출될 수 있다. 이후에 논의할 것이지만, 어떤 화자가
자신이 의도한 바대로 어떤 사태가 쉽게 이루어지거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좋다’라
고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잘’이 [쉽게], [수월하게]의 의미를 갖게 된다. 다시 [쉽
게]라는 의미를 가진 ‘잘’은 다시 [자주]라는 의미로 번질 수 있다. 그러므로 (4)에
서 말하는 의미가교를 [좋다]-[쉽다]-[빈번하다(자주)]의 식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본고에서는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잘’과 [자주]라는 의미를 가진
‘잘’을 동형어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처리 방법은 방식부사 ‘잘’과 빈도부사 ‘잘’
이 공기하는 서술어에 있어 상보적 분포를 보여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
도 수월한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7)
한편, 사전에서 적절하게 포착하지 못하고 있는 ‘잘’의 의미가 있다. 화자의 입장
에서 [좋다]의 의미로 평가하는 ‘잘’의 의미가 그것이다. 다만 연세 한국어 사전에
실린 ‘잘’의 정의 중에 “적절한 때에, 알맞게- 그렇잖아도 기다렸는데 마침 잘 왔다”
의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의 ‘잘’이 화자가 어떠한 사건이나 사태에 대해 평가를 내
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를 평가부사라고 분류할 것인데, 사건이 전개되
는 과정을 나타내는 방식부사 ‘잘’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혼동하지 말아야할 것은 방식부사의 ‘잘’이나 평가부사의 ‘잘’이 모두 주관적 측면
에서 서술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가령 방식부사 ‘잘’이 들어간 ‘단우가 잘 뛴다’라
는 문장을 생각해보자. 단우가 유치원생이고 또래 유치원생에 비해서 빠르다면 그것
을 두고 누군가 ‘단우가 잘 뛴다’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어른과의 달리기 시합에
서는 단우는 질 수밖에 없다. 이 때에는 ‘단우가 잘 뛴다’가 성립되지 않는다. 곧 방
식부사 ‘잘’은 문맥과 그 문맥이 놓이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토대로 화자가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방식부사 ‘잘’에도 화자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6) 이에 대해서는 Tuggy(1993)을 참고하면 상당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Tuggy는 영어 동사
‘paint’의 다의어를 가지고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다.
7) 유형론적 논의와 통시적 논의가 부족함을 절감한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의 논의를 기약하고
있다. 질과 양의 상통 관계에 관하여 철학적으로, 유형론적으로 서술할 방법을 모색 중이다.
무엇보다 한국어 ‘잘’을 제대로 기술하기 위해서는 통시적 양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차차 해나갈 계획이다. 본고는 우선 공시적인 의미 기술에 집중
하도록 한다.

- 10 -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평가부사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게 따지면 ‘단우가 밥을 느
리게 먹는다’에서 ‘느리게’ 역시 평가부사여야만 하고 ‘단우가 공을 멀리 던진다’에서
의 ‘멀리’도 평가부사여야만 한다.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의 양상에 대해 화자가
주관적 평가를 가지고 서술을 하는 것은 방식부사이지만, 전체 사건을 두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부사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층위를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8).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제 각각의 의미와 기능을 다루면서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잘’이 [좋다], [자주], [(평가로서) 좋다]라는
세 가지 의미로 대별됨을 확인한 셈이다.

2.1.2. 부사 분류의 준거로서의 문장의 계층 구조
‘잘’에 관한 문법 기술은 ‘잘’이 전체적인 부사 체계 속에 어떤 하위 범주에 속하
는 것인지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앞서 소략하게 살펴본 것처럼 ‘잘’에
는 세 가지로 대별되는 의미, 기능이 있고, 이것들을 한 하위 범주에 넣기에는 각각
의 ‘잘’이 드러내는 통사적 양상이나 의미 해석 양상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Ernst(2004: 8)의 지적처럼 부사를 분류하는 방법은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제각각이라서 그 일관성을 찾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부사는 형태론적 관
점, 통사론적 관점, 의미론적 관점 등을 준거로 삼아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본고에서
는 어떤 문장이나 발화를 의미론적 관점에서 범주화 해보고 각각의 범주를 논항으
로 삼는 함수로서 부사를 취급하려고 한다. 이런 방식의 부사 해석은 부사가 함수가
되고, 사건이 논항이 된다는 사건의미론의 방식과 동일선상에 있다.
기존의 의미론에서는 두 의미 단위가 결합하는 과정을 함수(functor)와 논항
(argument) 관계로 설명한다. 이 경우에 한 의미 단위는 함수가 되고, 다른 의미 단
위는 논항이 된다. 마찬가지로 사건의미론 전통에서는 부사가 사건을 논항으로 삼아
8) 여기서 방식부사와 평가부사의 밀접한 상관성을 간과할 수만은 없다. 방식부사와 평가부사
의 혼동은 다의어 확장에 대한 중요한 빌미를 제공한다. 5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방식부사와
평가부사는 상호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그 의미가 화자의 주관적 평가에서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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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해 서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취급하는데,9) 이러한 설명 기제를 본
고에서 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다만 ‘잘’의 문법 기술에 가장 적합한
체계를 선택하는 것에 불과하지, 본고에서 주장하는 분류 체계가 최선의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기존의 부사 분류는 부사가 어떤 대상을 수식하는가에 따른 것으로, 다시 말하면
부사가 통사적으로 어떤 단위에 작용하느냐를 준거로 삼아 문장부사와 성분부사로
분류하였다.10) 문제는 문장부사와 성분부사만으로 엄밀한 부사의 분류가 가능한가
이다. 이와 같은 분류로는 ‘잘’의 세 범주가 제대로 포착되지 않는다. ‘잘’은 동사를
꾸미는 성분부사가 될 수도 있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부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체계에서는 ‘평가부사’라는 항목이 문장부사의 하위범주로 설정
되어 있지 않다. 더불어 빈도부사에 대해서는 언급이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설사 있다
고 해도 성분부사로 취급해야 할지 문장부사로 취급해야 할지 모호하다. 문장부사라
고 해도 개별 문장부사마다 작용하는 통사 단위가 다를 수 있고, 성분부사라고 해도
역시 각각의 성분부사가 그 작용하는 통사 단위를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문장부사와 성분부사만으로 분류하는 것은 미진한 감이 없지 않다. 따라서 문장의 의
미 계층을 설정한 후에 각 의미 범주에 작용하는 부사를 분류해보고 ‘잘’을 그 분류
에 대입해보는 것이 부사 분류 및 ‘잘’의 문법 기술에 온전한 수순이 될 것이다.11)
9) 사건의미론에 대한 개관은 곽은주(1999: 458-497)를 참고할 수 있으며, 특히 사건의미론과
신사건의미론의 차이는 Kearns(2000: 176-197)를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간략하
게 말하자면, 사건의미론은 Davidson(1967)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이후 Parsons(1990)에 의
하여 신사건의미론으로 발달하였다.
10) 부사 ‘잘’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 기능을 설명함에 있어서 부사를 성분부사와 문장부사로
분류하고 끝내는 것은 부사에 대한 정연한 분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보통 성분부사는 문장 내에 특정한 성분을 수식하는 부사로 동사를 꾸미는 성
상부사(잘, 높이, 빨리, 고루), 형용사를 꾸미는 성상부사(매우, 퍽, 가장), 의성부사(까옥까옥
(운다)), 의태부사(데굴데굴 (구른다)), 지시부사(이리, 그리), 부정부사(안, 못)가 있다. 한편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를 가리키며. 양태부사(modal adverb)와 접속부사
가 이 하위 범주에 들어간다(남기심·고영근 2012:177-180).
11) 이와 같은 시도는 박소영(199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논의에서는 한국어 문장의 계층
구조를 [대-청자 법성[대-사태 법성[사태를 나타내는 명제[술어]]]]로 나누고, 각 계층에 작
용할 수 있는 부사를 세분하였다.
또한 김경훈(1996)은 이러한 설명기제를 도입한 선구자적인 논의이다. 이 논의에서도 문
장의 통사론적 계층구조와 의미론적 계층구조를 설정한 후에, 이에 따라 부사를 정연하게
분류하고, 부사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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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이나 발화는 의미론적 자질을 토대로 범주화할 수 있고, 이는 다시 통사적으
로도 반영이 된다(Ernst 2004: 9). Ernst(2004: 10)에서 제시하는 의미 범주와 통
사적 범주의 사상관계는 다음과 같다.12)

(8)

ㄱ. [SPEECH-ACT [PROPOSITION [EVENT [EVENT-INTERNAL V]]]]
ㄴ. CP

IP

VP?

VP

여기서 (8ㄱ)은 Ernst의 용어로는 FEO(Fact-Event Object)에 해당한다. 이는 의미
론적 자질에 따라 문장이나 발화의 구조를 상정해본 것이고 (8ㄴ)은 그것이 통사적
으로 실현된 것을 나타낸다. (8)에서 보듯이 문장이나 발화는 의미론적으로 분석될
수도 있고, 통사론적으로 분석될 수도 있다. 이른 바 연결 이론(linking theory)이나
사상 이론(mapping theory)에 따르면 이 의미부와 통사부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
를 상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대응 관계는 의미적 차원의 사건 구조나 논항 구조가
통사적 차원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살펴보는 것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남승호
2007 참조). 부사를 다룬 다수의 논의에서는 문장의 의미론적 계층 구조에 따라 각
범주에 작용하는 부사가 그대로 통사 층위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Jakendoff(1972: 67)에서는 부사의 의미를 알면 부사의 통사적 출현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고, Travis(2000: 166)에서는 구절 구조에 사건 구(Event
phrase)를 설정하여 의미론 층위의 사건 구조를 통사 구조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Alexiadou(1997)나 Cinque(1999)의 논의는 생성문법의 관점에서 부사의 처리 문

12) 부사의 의미론적 분류와 통사론적인 분포를 연결시킨 논의는 Jakendoff(1972: 47-107)에
서 먼저 이루어졌다. 이 논의에서는 부사를 총 네 부류로 분류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ㄱ.
ㄴ.
ㄷ.
ㄹ.

향화자부사 (frankly, unfortunately)
향주어부사 (carefully, clumsily)
방식부사, 시간부사, 정도부사 (eloquently, infrequently, completely)
초점 부사 (merely, utterly)

여기서 향화자부사와 향주어부사는 문장 차원의 부사이고 방식, 시간, 정도부사는 동사구
층위(verb phrase level)의 부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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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Alexiadou(1997: 41)에서는 부사의 인허 원리(adverbial
licensing principle)에 대해 언급하면서 부사가 동사 핵과 포합(incorporation)되거
나 기능 투사의 지정어(specifier)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본
고의 관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부사가 동사 핵과 포합된다는 것은 부사가 사
건 구조 내부에 위치한다는 의미이다. 의미적으로 사건의 심층에 개입하는 것은 방
식부사이다. Alexiadou(1997)는 이를 동사 핵과 포합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이다. 다음으로 부사가 기능 투사의 지정어로 나타난다라고 말한 것은 본고에서 각
의미 범주마다 부사가 함수가 된다는 것을 통사적 층위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Cinque(1999)에서는 절 기능 투사(clausal functional projection)의
위계가 있다는 것을 기능 핵의 결합 순서를 고찰함으로써 논증하고, 부사는 부가어
가

아닌

각

기능핵이

갖는

최대

투사의

지정어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Cinque(1999: 53)에서는 특별히 한국어의 예를 들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9)

그 분이 잡히셨었겠습디까? 그 분이 잡 히
주격

시

피동 일치소

었 었

겠

선행 과거 인식양태

습

디

까

일치소 증거 의문법

여기서 각각의 선어말 어미가 기능 투사의 핵이라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
능 핵에도 언어보편적인 위계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이 위계 관계가 지정어인 부사
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기능 투사의 위계에 따른 기능 핵의 위계
관계는 (10)과 같다. Cinque(1999)에 따르면 이 순서가 곧 부사의 출현 순서이다.

(10) Mood speech act > Mood evaluative > Mood evldential > Mod epistemic >
T(Past) > T(Future) > Mood (ir)realis > Mod root / Aspect habitual /
T(Anterior) > Aspect perfect > Aspect progressive / Aspect completive /
Voice > V

(Cinque 1999: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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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부사의 출현이 문장의 의미론적 계층 구조 혹은 통사론적
계층 구조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13). 이제 다음 절에서는 문장의
의미론적 계층 구조가 어떻게 구분이 되며, 이를 통해 각 의미범주에 어떤 부사가
작용할 수 있는지를 논해본다.

2.1.3. 부사의 작용역에 따른 분류와 ‘잘’의 지위
우리는 지금 부사를 분류하는 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수순을 밟고 있다. 우선 의
미론적 관점에서 문장이나 발화의 계층 구조를 설정해본다. 다음으로 부사를 각 의
미 범주를 논항으로 삼아 의미 합성을 주도하는 함수로 본다. 이에 따라 부사가 어
떤 의미 범주를 논항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시 말하면 그 작용역이 어떠한가에 따라
부사를 분류할 수 있게 된다.
Ernst(2004: 53)에서는 작용역을 기반으로 부사를 분류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시
하는 의미 범주는 다음과 같다.

(11) Speech-Act
화행

>

Fact
사실

>

Proposition

>

명제

Event
사건

>

Specified Event
세부 사건

김량혜윤(2003: 488)에서도 작용역을 기반으로 하여 부사와 문장의 의미 범주가
함수와 논항의 관계로 합성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 제시하는 부
사의 분류를 다음과 같이 직접 인용하여 제시해본다.

13) 어느 것이 우선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하지 않는다. 사실 이 논의는 생성문법과 인지
문법, 혹은 내재주의와 경험주의의 끝나지 않는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의미 범주가 그대로
통사 범주에 반영이 되면 좋겠지만 언어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사도 마찬가지이다. 빈도부
사 ‘자주’만 봐도 ‘자주 단우는 밥을 먹는다’, ‘단우는 자주 밥을 먹는다’, ‘단우는 밥을 자주
먹는다’와 같이 세 문장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잘’이 평가부사로 쓰일 때 그
통사적 출현 위치는 문두가 되어야 하는데, ‘다행히 단우가 27일 밤 10시에 학교에 있었다’
는 더할 나위 없이 문법적 문장이지만 ‘??잘, 단우가 어제 밤 10시에 학교에 있었다’는 그
자연스러움이 극히 떨어진다. 이러한 부사의 어순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 기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로 미루고 본고에서는 설명의 용이함을 위
해서라도, 문장의 의미론적 계층 구조를 더 원천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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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사유형

선택되는 의미론적 논항유형

화용부사
평가부사
증거/인식 부사
주어지향부사
상부사
방법부사

화행
사실
명제
사건
상 행위/상태
행위/상태

본고에서는 Ernst(2004)와 김량혜윤(2003)의 논의를 종합하여 (13)과 같은 문장
의 계층 구조를 설정하고 각 의미 범주에 해당하는 부사를 소략하게 제시해볼 것이
다.14)

(13) Speech-Act
화행

>

Fact
사실

>

Proposition
명제

>

Event
전체 사건

>

SubEvent
하위 사건

우선 화행 범주부터 보도록 하자. 기본적으로 한 문장의 바깥에는 화자와 청자가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수행 가설(performative hyphothesis)에서
는 모든 문장에 숨겨진 수행절이 있다고 가정한 바 있다(Huang, 2007: 97-98 참
조). 화행 범주에 작용하는 부사에는 발화자의 발화 태도에 관한 ‘솔직히, 실례지만,
다시 말해’ 등이 있다.
다음으로 ‘다행히, 안타깝게도, 행복하게도’ 등과 같은 화자의 평가를 반영하는 부
사는 사실 범주에 나타날 수 있다. 사실 범주는 항상 참인 명제라는 점에서 일반 명
제와 구분될 수 있다(Ernst 2004: 53). 평가라는 것은 일어난 사태나 사건에 관하

14) 전체 사건은 ‘entire event’의 번역 술어이다. 본고에서는 사건의 과정과 상태라는 하위
사건 범주를 아우르는 전체 사건 범주가 매우 중요한 입지를 가진다. 그러므로 하위 사건과
명확한 구분을 위해 전체 사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때로는 ‘사건’이라고도 쓰일
것이다. 하위 사건은 Ernst(2004)의 세부 사건과 그 의미는 같지만 용어가 다를 뿐이다. 후
에 설명되겠지만 본고에서 사건 구조는 Pustejovsky(1995)의 것을 원용한다. 이 논의에서
는 하위 사건(subev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하위 사건이라는 용어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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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해질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명제가 참인 것을 확신한 후에야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떠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하지도 않는데 평가하기란 불가능한 일
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논의 대상인 ‘잘’도 사실 범주를 논항으로 삼아 평가부사
로 기능한다. 곧 어떤 거짓이 아닌 사태나 사건, 소식에 대해 좋고 나쁨을 따질 수
가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명제 범주에 작용하는 부사와 사건 범주에 작용하는 부사를 대별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확실히, 분명하게’ 등의 양태부사(modal adverb)는 명제
범주에 작용하는 부사이다. 어떤 진술의 신빙성, 진위 여부를 표현한다는 것은 명제
차원의 일이지 사건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명제(proposition)과 사건(event)
이 구별되어야만 한다는 인식 하에 가능한 논의인데 다음 예문을 먼저 보자.

(14) ㄱ. 단우는 연우가 괴롭다는 것을 부인했다.
ㄴ. 연우가 괴롭다.

(14ㄱ)과 (14ㄴ)에는 공통적으로 ‘연우가 괴롭다’는 문장이 들어있다. 그런데 의
미론적 관점에서 보면 (14ㄱ)은 ‘연우가 괴로운 사건’이 아니라 ‘연우가 괴롭다’라는
명제임을 알 수 있다. 반면 (14ㄴ)은 ‘연우가 괴로운 사건’일 수도 있고 ‘연우가 괴
롭다’라는 명제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Vendler 1967: 122-146 참조).
Vendler(1967: 126)에 따르면 ‘be likely’는 명제와만, ‘occur’는 사건과만,
‘surprise’는 명제와 사건 모두와 공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건과 명제가 갖는
의미적인 차이로 인하여 어휘의 공기 제약도 관찰할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다음
이 그 예가 될 것이다.

(15) ㄱ. 단우는 연우가 행복한 것을 보았다.
ㄴ. 단우는 연우가 행복한 것을 들었다.

(15ㄱ)에서 ‘보다’라는 서술어는 사건을 대상으로 취하고 ‘듣다’라는 서술어는 주로
명제를 대상으로 취한다. 물론 연우가 너무 행복해서 깔깔거리는 것을 들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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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ㄴ)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사건을 대상으로 취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맥락을 상정하기 쉽지 않으므로 보통 ‘듣다’는 명제를 대상으로 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연관 지어 이야기해보면 명제를 대상으로 취하는 ‘듣다’는 직
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이다. 그래서 진위성이나 신빙성의 정도를 논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명제’와 ‘사건의 진위성, 신빙성’ 등의 주제들이 일관성 있게 포착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시간부사(어)나 공간부사(어)는 사건에 작용하는 부사(어)이다. 사건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위치한 시공간을 전제로 한다.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 사건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의미 자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
것의 공간적인 측면을 중시하게 되면 ‘이동 사건’으로서 사건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고, 시간적인 측면을 중시하게 되면 ‘상’으로서 사건15)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이
중, 공간적인 측면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주요한 관심사가
된다.

(16) Figure가 어디에 있는가(location), Figure가 어떻게 이동하는가(manner),
Figure가 어디로 가는가(goal), Figure가 어디로부터 왔는가(source),
어디를 거치는가(path), 그 Figure가 움직이는 배경(Ground)은 무엇인가

공간적인 측면은 대체로 가시적(visible)이다. 그러므로 화자는 비교적 객관적16)으
로 이 사건을 표현할 수 있다.
한편 시간적인 측면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주요한 관심
사가 된다.

(17) 그 사건은 역동적인가, 정적인가 / 그 사건은 끝났는가, 계속 되고 있는가 /
계속 된다면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는 것인가, 일회적인 행동이 지속되는 것인가

15) 여기서 사건은 단순한 동태적 사건만을 지칭하지는 않는다. 정태적인 것도 시간을 점유하
고, 상태도 시간을 점유한다. 여기서 사건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용어로 쓰겠다. 또한 상
(aspect)에 관한 논의는 다음 절에서 다시 정리할 것이다.
16) ‘비교적’이라는 것은 공간은 가시적이지만 시간은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붙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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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다면 특정한 끝점이 명시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시간적인 측면은 비가시적(invisible)이다. 그러므로 비교적 주관적으로 사건의 시간
적 자질을 논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 정적인 것도 역동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시간적 구간을 설정할 수 없는 짧은 사건에도 시간적 구간을 설정할 수도
있다. 그것은 화자가 자신이 파악한 사건의 시간 자질을 담화에서 허락하는 범위
내17)에서 표현하기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사건의 범주(전체 사건이 되었건, 하위 사건이 되었건)에 작용하는 시
간부사(어)와 공간부사(어)를 다음과 같이 상정해볼 수 있다.

(18) 시간부사(어)류18)
ㄱ. 시위치 부사(어): 어제, 정오에, 오후 세 시에
ㄴ. 지속 부사(어): 한 시간 동안, 한 시부터 세 시까지
ㄷ. 완결 부사(어): 한 시간 만에, 두 시간 내에
ㄹ. 빈도 부사(어): 자주, 일주일에 세 번, 매일, 흔히

(19) 공간부사(어)류
ㄱ. 공간위치부사(어): 학교에서, 동쪽에, 책상 위에
ㄴ. 기점(sourse)부사(어): 학교로부터, 집에서
ㄷ. 도착점(goal)부사(어): 학교로, 집까지
ㄹ. 경로(path)부사(어): 복도를 통해, 집 앞을 지나19)

Tenny(2000: 291)에서는 시간부사(어) 중에서 지속부사(어)와 완결부사(어)는
사건 구조(하위 사건)와 밀접한 상호작용 관계에 있고 시위치부사(어)와 빈도부사
17) 아무리 주관적인 면이 강하다고 해도 담화에서 허락하는 범위는 분명히 있다. 한참 밥을
먹고 있는 아이에게 ‘다 먹었네’고 표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18) Smith (1997: 112)에서 제시한 시간 부사어의 유형(Types of temporal adverbials)을 그
대로 적용해본 것이다.
19) 한국어에는 경로부사(어)의 설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예문에서 쓴 것처럼 따로 내포절을
설정해야만 표현이 가능하다. 본고는 부사절에 관한 세밀한 분석까지 하지 않는다. 다만 의
미론적 층위에서 부사(어)의 용법으로 쓰이는 것을 제시한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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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는 전체 사건에 작용한다고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다음 절에서 그 실례를 보일 것이다.20)
사건 내부에는 정도부사(degree adverb)와 방식부사가 작용할 수 있는데 정도부
사는 [+상태성]을 가진 사건을, 방식부사는 [+동작성]을 가진 사건을 수식한다. 또
사건 내부에 작용하는 부사로 측정부사(measure adverb)를 들 수 있는데 ‘반쯤, 많
이, 크게’ 등이 이에 속한다.
이상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21)

(20) ㄱ. 화행 범주에 작용하는 부사(어)
⟶ 솔직히, 실례지만, 다시 말해 (화자의 발화 태도에 관한 부사)
ㄴ. 사실 범주에 작용하는 부사(어)
⟶ 다행히, 불행히, 안타깝게도, 놀랍게 (어떤 사실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나타내는 부사)
ㄷ. 명제 범주에 작용하는 부사(어)
⟶ 아마도, 확실히, 분명히 (화자를 기준으로 한 명제의 진위성에 관한 부사)
ㄹ. 전체 사건 범주에 작용하는 부사(어)
⟶ 어제, 오후 세 시에 (시위치 부사)
⟶ 자주, 흔히 (빈도부사)
ㅁ. 하위 사건에 작용하는 부사(어)
⟶ 한 시간 동안 (지속 부사)
⟶ 한 시간 만에 (완결 부사)
⟶ 매우, 너무 (정도 부사)
⟶ 잘, 빨리, 우아하게 (방식 부사)

20) 공간부사(어)류도 사건 전체에 작용하는 것과 하위 사건에 작용하는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고의 관심은 사건의 시간적 속성에 있지 공간에 있지 않다. 이에 따
라 공간부사(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
21) 이외에도 수많은 부사(어)들이 있고 또 각 범주에서 다시 세분화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는
그러한 부사(어)를 하나하나 분류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본고의 분류는
‘잘’의 의미와 기능 범주를 설명하기 위한 간략한 체계라고 할 수 있다. 부사에 대한 세밀한
분류와 연구는 김경훈(2006), 박소영(2003)과 임채훈(2007)에서 상세하게 이루어졌으니 참
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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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크게, 반쯤 (측정부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화행, 사실, 명제 범주에는 화자의 존재가 적극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먼저 화행 범주야 말할 것도 없이 화자의 존재가
우선적이다. 두 번째, 사실 범주에 작용하는 평가부사(어) 역시 화자의 역할이 절대
적이다. 평가는 통사적으로 주어나, 의미론적으로 행위주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명제 바깥에서 상정할 수 있는 화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 평가부사(어)
는 의미적으로는 참인 명제, 곧 사실을 논항으로 삼고, 통사적으로는 문장 부사(어)
로 나타나지만 화행 범주에서처럼 화자를 고려해야한다는 점에서 그 복잡성이 만만
치 않다. 세 번째, 명제 범주를 작용역으로 삼는 양태부사 역시 명제의 진위성을 화
자를 기준으로 나타낸다는 점에서 화자가 고려된다. 이런 점 때문에 이영헌(2008)
에서는 평가부사나 증거부사22)의 의미 기술에 있어서 화자 역시 필수 논항으로 고
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시 말하면, 평가부사(어)와 양태부사(어)는 명
제를 논항으로 삼으면서 동시에 화자 역시 논항으로 삼는다.
이후의 논의에서 더 정교하게 다듬겠지만 우선 우리는 ‘잘’의 지위를 다음과 같이
거칠게 정리할 수 있다.

(21) ㄱ. 방식부사 ‘잘’은 하위 사건(subevent)을 작용역으로 한다.
ㄴ. 빈도부사 ‘잘’은 전체 사건(event)을 작용역으로 한다.
ㄷ. 평가부사 ‘잘’은 사실(fact)을 작용역으로 하며 화자 역시 고려해야 한다.

(21ㄱ)과 (21ㄴ)을 보면 방식부사 ‘잘’과 빈도부사 ‘잘’은 사건 내부와 사건 전체를
각각 작용역으로 갖는다. 여기서 우리는 사건구조(event structure)의 관찰을 통하
여 ‘잘’을 기술할 당위성을 갖게 된다.23)
22) 명제의 진위성에 관한 화자의 판단을 드러내는 부사라고 할 수 있다. 본고의 ‘양태부사’에
해당한다.
23) 사족을 붙이자면, 생성문법의 관점에서 부사를 부가어(adjunct)로 보고 부사의 분포와 제
약 등을 살핀 임홍빈, 장소원(1995: 293-300)의 논의에서는 ‘잘’을 동사만을 수식하는 부사
라는 의미로 ‘동사-부사(V-adverb)’이라고 하였다. 물론 이러한 관찰은 평가부사나 빈도부
사 ‘잘’이 아닌 방식부사 ‘잘’만을 그 대상으로 한 결과지만, 그럼에도 ‘잘’이 ‘동사-부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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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건구조와 부사의 작용역
본 절은 앞 절의 연장선상에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문장의 의미론적 계층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제 그 중에서도 사건 구조에 대한 엄밀히 관찰하고 부사와의
상호 작용 양상을 실례를 통해 확인해 볼 것이다.

2.2.1. 사건구조에 대한 이론적 고찰
상(aspect)을 ‘상황의 내부적 시간 윤곽을 바라보는 다양한 방식’이라고 한다
(Comrie 1976: 3). 곧 시제가 어떤 사건을 시간 축에 위치시키면 상은 상황의 시간
적 구조를 의미를 따져가면서 해석해주는 틀을 제공한다(Smith 1997: 1). 대개의
상 이론은 언어에서 상이 구현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 Smith(1997: 1)에
서는 이를 관점(viewpoint)과 상황 유형(situation type)이라고 이름 붙이는데 관점
을 통해 구현되는 상은 문법 범주화된 상이라고 할 수 있어서 어떤 문법표지를 보
기만 하면 그 사건의 시간의 질적 구조를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상황 유형은 동작류(Aktionsart)라 하여 어휘가 표상하는 사건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시간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Vendler(1967: 97-121)에서는 동사가 지닌 상적 속성에 따라 사건을 네 가지
부류로 나눈 바 있는데, 상태(states), 동작(activies), 완성(accomplishments), 달성
(achievements) 유형이 그것이다. Smith(1997: 20)에서는 달성 유형을 더 세분하
여 순간(semelfactive)유형을 구별해내고 있다. 본고에서는 Smith(1997)의 분류를
도입하여 적용해보기로 하겠다. 각 유형에 따른 대표적인 동사는 다음과 같다.

(22) 상태: 알다, 믿다, 사랑하다, 원하다
동작: 뛰다, 걷다, 수레를 밀다, 차를 운전하다

고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지적이다. 전술하였지만 방식부사 ‘잘’은 하위 사건을 작용역으로
갖는다. 곧 동사의 심층에 개입한다는 의미이고, 이 말은 동사구도 아닌 동사 단위에서 ‘잘’
이 작용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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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그림 하나를 그리다, 의자 하나를 만들다, 백 미터를 달리다, 집을 짓다
달성: 깨닫다, 찾다, 잃어버리다, 정상에 도달하다, 죽다
순간: 재채기하다, 기침하다, 눈을 깜빡이다

이러한 각 부류의 상황유형은 저마다의 사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Pustejovsky(1991: 39-44)에서는 이러한 사건의 하위 구조로 과정과
결과를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어 다음과 같은 도식을 제시하고 있다24).

(23) ㄱ. 상태(state): 단일 사건
예: 사랑하다, 알다
구조 표상:

ㄴ. 과정(process): 동일한 의미 표현을 나타내는 사건의 연속
예: 뛰다, 밀다, 끌다
구조 표상:

ㄷ. 이행(transition): 선행 사건과 후행 사건이 반대일 경우
예: 주다, 열다, 짓다, 파괴하다
구조 표상:

이 도식에서 보듯이 사건이라는 것은 상태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과정만을
24) 여기서 ‘S’는 ‘state’, ‘P’는 ‘process’, ‘T’는 ‘transition’, ‘e’는 ‘event’의 약자이다.

- 23 -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며, 둘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과정은 단일
한 것이 아니라 n개를 상정하여 쪼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Link(1998: 235,
284-287)는 과립성(granularity)이라 명명한 바 있다. 곧 완성 동사나 달성 동사
등이 나타내는 단일 사건이라 하더라도 관점에 따라 그 과정을 더 세분화하여 분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립성에 대(對)하는 개념으로 원자성(atomicity)이 있다. 곽은주(1999: 473)에
따르면 어떤 사건이 한계25)가 있다는 것은 사건의 단일성이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이 사건의 단일성은 사건의 내부에 같은 유형의 사건이 단 하나밖에 없음을 나타내
고 이것이 바로 ‘원자 사건(atomic event)’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끝점이
있는 완성 사건이나 달성 사건은 자연스럽게 사건의 단일성을 확보하게 되고 이것
이 사건의 원자성을 확보하게 해준다. 더불어 상태 사건이나 동작 사건은 원래는 사
건의 단일성을 가지지 않지만 범주 변환에 의해 원자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원
자성과 사건의 범주 변환에 관하여는 4장에서 다시 논한다.
원자성의 개념은 본고에서 논의하는 ‘잘’과 관련하여 중요한 해석의 단초를 제공
한다. 곧 사건의 단일성에 의해 사건의 원자성이 보장되어야, 그 단일 사건이 둘 이
상 모인 복수 사건(plural event)의 성립 역시 가능한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간략하
게 말하자면, 방식부사 ‘잘’은 사건의 과립성에 개입하지만, 빈도부사 ‘잘’은 사건의
원자성에 개입하여 단일사건을 복수 사건으로 만든다.
다시 사건 구조로 돌아와 논의를 이어가자면, 본고에서는 문장의 의미론적 계층
구조에 전체 사건의 하위 범주로 하위 사건을 두고 있다. 곧 전체 사건 E는 e1과 e2
라는 하위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e1은 전개 과정(development
process)이라고 할 수 있고 e2는 결과 상태(resulting state)라고 할 수 있다.26) 이
렇게 이분화 되는 사건 구조는 Pustejovsky(1995: 72)에 따르면 e1과 e2 중에 더
중점이 되는 사건 핵(event headedness)이 있고 이를 *를 통해 표시한다. 만약 e1

25) Telicity는 상황유형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하다.
26) Pustejovsky(1995: 69)에 따르면, 완성 유형과 달성 유형에는 세 가지 시간 관계가 있는
데 ‘<∝, 0∝, <0∝'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 0∝, <0∝'는 각각 철저하게 순서를 지
키는지, 철저하게 중복이 되는지, 철저하게 중복이 되면서 순서를 지키는지를 나타내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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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핵심이면 e1*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또한 이 핵이 된 사건은 문장 해석에 있어서
초점(focus)이 되게 된다. 주로 완성 동사는 e1에, 달성 동사는 e2에 중점이 부여되
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참고하여, 본고에서 상정하고 있는 문장의 의미론적 계층 구조 역
시 도식화해볼 수 있는데 (24)과 같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25)과 같이 약자를 써
서 나타내보기로 한다.27)

(24)

(25)

2.2.2. 부사의 작용역에 따른 중의적 현상
한 표현이 둘 이상의 뜻으로 해석된다면 이를 중의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의
미론에서는 중의성을 유발하는 요소에 따라 어휘적 중의성, 구조적 중의성, 영향권
의 중의성, 화용적 중의성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이성범 1999: 79-89).
부사를 일종의 함수로 볼 때, 부사는 어떤 의미 범주를 논항으로 갖느냐(어떤 범
주를 작용역으로 갖는가)에 따라 중의성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부사가 초래하는 중
의성은 일종의 영향권의 중의성28)이라고 할 수 있다.
27) 또한 이제 모든 상황유형에 (23)의 도식을 사용할 것이다. 상태동사는 과정이 없고, 동작동
사는 결과상태가 없다는 반론이 예상되지만 기술의 편의성과 일관성 있는 구조 설정을 위한
조치이다. 상태동사 같은 경우는 과정을 명시해주지 않으면 되고 동작 동사 같은 경우는 결
과를 명시해주지 않으면 그만이다.
28) 구조적 중의성과 혼동이 될 수도 있지만 구조적 중의성은 어디까지나 통사 층위에서 비롯
되는 중의성이다. 물론 부사의 통사적 위치에 따라 이러한 중의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것은 먼저 의미론적 층위에서의 문제가 통사적으로 반영된 결과이다. 가령, 본고에서 다루
고 있는 ‘단우는 잘 뛰었다’ 역시 ‘잘’이 작용하는 영향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지만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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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의 작용역에 따른 중의성은 부사를 다룬 논의에 적지 않게 언급되고 있다. 그
런데 작용역에 따라 두 개의 중의성을 가진 부사 혹은 부사구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는 반면에 작용역에 따라 세 개 이상의 중의성을 가진 것은 ‘잘’이 유일한
예로 판단된다. 사실 이러한 중의성은 ‘잘’이 가진 의미의 무표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잘’의 [좋다]라는 의미가 긍정의 상황에서는 언제든 쓰일 수 있어서
그 의미가 어떤 요소와도 공기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본 절은 본고에서 제시하는 문장의 의미론적 계층 구조의 도식을 적극적으로 활
용하여 부사의 작용역를 가시화하고 이를 통해 부사 해석의 중의적 현상을 설명할
것이다.
Travis(1988: 292)에서는 quickly라는 방식부사가 통사적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
라질 수 있음을 보인다.

(26) ㄱ. Quicly john will be arrested by the police.
ㄴ. John quicly will be arrested by the police.
ㄷ. John will quicly be arrested by the police.
ㄹ. John will be arrested by the police quicly.

(26ㄱ)과 (26ㄴ)은 체포 사건 그 자체가 범행이 일어난 직후라는 것을 의미하고
(26ㄷ)과 (26ㄹ)은 체포 과정이 민첩했음을 의미한다. Travis는 이러한 관찰을 토
대로 전자의 의미를 갖는 ‘quickly’와 후자의 의미를 갖는 ‘quickly’를 인가
(licensing)해주는 범주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를 사건구조 도식을 통해 이해하면
다음과 같다. (27ㄱ)은 John이 잡히는 과정이 빨랐음을 나타내고 (27ㄴ)은 John이
경찰에게 범행 직후에 곧장 잡힌 것을 나타내고 있다.

(27)

ㄱ.

ㄴ.

사적으로는 세 의미 모두 하나로 표현된다.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의미적 차이가 통사적으
로 반영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난점이 여기에 있다. 어떤 것은 통사적으로 드러날 때가 있
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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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의성은 사건의 완급에 관한 한국어 방식부사 ‘빨리, 천천히’에도 나타난다.

(28) 연우는 집 앞 문방구로 빨리(천천히) 갔다.

(28)은 연우가 문방구로 달린 과정이 빨랐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건이 일어
난 직후에 문방구로 달려간 사건이 곧바로 일어났음을 나타낼 수도 있다. 가령 연우
의 어머니가 풀을 사오라고 연우에게 시켰고, 연우는 내키지 않았지만 명령이 하달
되자마자 문방구로 빨리 간 것이다. 하지만 내키지 않은 심부름이라서 문방구로 가
는 과정에서는 천천히 갔을 수도 있다. 이를 도식을 통해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9ㄱ)은 과정이 빠른 것을 나타내고 (29ㄴ)은 한 사건이 어떤 다른 사건의 직후에
일어난 것임을 나타낸다.

(29) ㄱ.

ㄴ.

한편, Jakendoff(1972: 49)에서는 ‘Cleverly’가 중의성을 갖고 있음을 다음과 같
이 나타내고 있다.

(30) ㄱ. John cleverly dropped his cup of coffee.
ㄴ. Cleverly, John dropped his cup of coffee.
ㄷ. John dropped his cup of coffee clev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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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ㄱ)은 (30ㄴ)과 (30ㄷ)으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적인 문장이다. (30ㄴ)은
‘John’이 일부러 커피 잔을 떨어뜨렸고, 그 사건이 현명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30ㄷ)은 ‘John’이 커피 잔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솜씨가 좋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Jakendoff(1972:57)에서는 (30ㄴ)의 것을 향주어부사(subject-oriented)라고 명명
하는데 본고에서는 이 향주어부사 역시 평가부사(어)로 처리할 것이다(이영헌
2008: 155 참조).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1)

ㄱ.

ㄴ.

(31ㄱ)은 John이 커피 잔을 솜씨 좋게 떨어뜨렸다는 해석을 가져서 방식부사로서의
쓰임을 가지고 (31ㄴ)은 John이 커피 잔을 떨어뜨린 행위 자체가 재치 있는 것이었
다는 평가를 나타내므로 평가부사(어)로서의 쓰임을 갖게 된다.
이렇게 방식부사와 평가부사(어)로 중의성을 띄는 부사(어)로 ‘무례하게’를 꼽을
수 있는데 이는 Pustejovsky(1991: 51)에서 ‘rudely’에 적용한 것을 한국어에 적용
해본 것이다.

(32) 단우는 무례하게 삼촌 집을 떠났다.

‘무례하게’가 방식부사로 해석이 되면 삼촌 집을 떠날 때 ‘단우’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것이 되고 ‘무례하게’가 사실을 작용역으로 가지면 ‘단우’가 아무리 공손
하게 예의를 차려서 삼촌 집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삼촌 집을 떠난 행위 자체가 무
례하다는 의미가 되어 평가부사로서 기능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3
ㄱ)은 전자의 해석을 (33ㄴ)은 후자의 해석을 표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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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ㄱ.

ㄴ.

작용역에 따른 중의성은 방식부사와 양태부사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34) 단우는 확실하게 일처리를 했다.

‘확실하게’가 전체 사건보다 상층인 명제 범주에 작용을 하면 ‘단우가 일처리를 했다
는 명제’의 신빙성이 화자에게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35ㄱ). 가령 어떤 일이 있고
각 사람이 그 일을 마무리를 지었는가가 중요한 사안인 회의에서 단우의 직장 동료
가 단우를 변호하면서 단우가 일처리를 한 것(마무리를 했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34)와 같이 발화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때 ‘확실하게’는 통사적으로는 문장부
사이기 때문에 문두에 나타나 ‘확실하게, 단우는 일처리를 했다’가 가장 적합한 표현
이 될 것이다. 하지만 (34)와 같이 발화해도 화자의 명제에 대한 신빙성의 정도를
표현하는 데 여전히 무리가 없다. 한편 사건의 과정에 작용을 하면 ‘단우가 일처리
를 하는 방식이 확실함’을 나타내게 된다(35ㄴ). 방식부사로 쓰일 경우에는 [꼼꼼하
게], [빈틈없이]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5) 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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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간부사(어)류를 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시간부사(어)류 중에 지속부사와
완결부사는 사건구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36) 단우는 이틀 동안 온두라스에 갔다.

(36)의 문장에서 ‘이틀 동안’이 e1, 곧 사건의 과정에 작용하게 되면 단우가 온두라
스에 가는데 걸린 시간이 ‘이틀’임을 나타내게 된다29). 그런데 e2, 곧 상태에 작용을
하면 ‘단우가 온두라스에 머문 기간’이 ‘이틀’임을 나타내게 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37) ㄱ.

ㄴ.

마지막으로 e2, 곧 결과 상태에 작용하여 측정부사로 기능하는 ‘꽤, 많이’는 E, 곧
전체 사건에 작용하게 되면 빈도부사로 기능하게 되어 사건의 발생횟수가 복수임을
나타내게 된다.

(38) 연우는 그림을 꽤 그렸다.

연우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 그림의 70% 정도를 완성했을 경우에 우리는
(38)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 때 ‘꽤’는 한 사건의 내부에 작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도식으로는 (39ㄱ)에 해당한다. 그런데 ‘꽤’가 전체 사건에 작용할 경우에
는 ‘연우가 그림을 그린 사건’이 복수임을 나타내게 된다(39ㄴ). 이를 도식화하면

29) 실제로 한국에서 온두라스까지 가는 데에는 이틀이 넘게 소요된다. 그러므로 ‘단우는 이틀
동안 온두라스에 갔다’라는 문장은 ‘그러나 아직도 도착하지 못하였다’와 같은 문장을 덧붙
일 수 있다. 이것은 ‘~만에’와는 다른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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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39) ㄱ.

ㄴ.

2.2.3. ‘잘’의 작용역에 따른 해석 양상
본 절은 2장의 이론적 논의를 정리함과 동시에 앞으로 기술하게 될 3장, 4장, 5
장의 포석을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본고가 세밀하게 관찰하고자 하는 ‘잘’
은 의미, 기능적 측면에서 방식부사, 빈도부사, 평가부사로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능은 문맥에 따른 의미의 변조라고 하기에는 의미, 기능적 측면에서 그
상이함이 매우 크다.
이것은 ‘잘’이 작용하는 의미 범주가 다르기 때문인데 방식부사 ‘잘’은 하위 사건
을 작용역으로 삼고, 빈도부사 ‘잘’은 전체 사건을 작용역으로 삼으며, 평가부사 ‘잘’
은 참인 명제인 사실을 작용역으로 할 뿐만 아니라 화자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를
도식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0) ㄱ. 방식부사 ‘잘’

ㄴ. 빈도부사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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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평가부사 ‘잘’

2.3. ‘잘’과 부정소의 공기
‘안(아니-, 이하 ‘안’으로 통일)’과 ‘못’을 보통 부정사 혹은 부정소라 한다. 한국
어는 통사적으로 부사로 분류가 되는(남기심, 고영근 2012: 179, 이익섭, 채완
2009: 315) ‘안’과 ‘못’을 통해 부정을 나타낸다. 지금 우리는 부사가 작용역를 가지
고 있는 것을 전제로 그 작용역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중의적 현상을 보고 있다.
‘안’과 ‘못’ 역시 부사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들 역시 작용하는 영역이 있을 것
이다. 이를 보통 부정의 작용 영역(박갑용 2005: 126)이나 부정의 범위(임홍빈
1987: 86)라고 일컬어 왔다.
이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다음과 같다. 부정소인 ‘안’과 ‘못’도 작용의 범위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중심 주제인 ‘잘’도 작용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두 요소 사이에 영역의 차이로 인한 해석의 상이함을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서 나무그림을 사용하여 그 작용 범위를 표상화할 것인데.
이는 어떤 통사 구조가 해석이 될 때에 우리 머릿속에 어떻게 그것이 표상되는가
하는 논리 형식부(Logical form)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3.1. ‘잘’과 부정소 ‘안’의 공기
빈도부사 ‘잘’은 부정소 ‘안’보다 넓은 작용역(wide scope)을 가져야만 ‘어떤 행위
를 안 하는 것’이 ‘자주’ 발생함을 나타날 수 있다. 반면, 부정소 ‘안’보다 좁은 작용
역을 갖게 되면 ‘어떤 행위를 잘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나타내게 되고 이 때의 ‘잘’
은 빈도부사가 아닌 방식부사로 해석이 이루어진다. 이 의미 해석을 위한 구조는 다
음과 같이 표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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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ㄱ.

ㄴ.

(41ㄱ)은 ‘잘’이 ‘안’보다 더 넓은 작용역을 가지고 있어서 ‘안 뛰는 것이 자주’라는
의미 해석을 갖게 된다. 그런데 (41ㄴ)은 ‘안’이 부정소 인상이라는 기제를 통해 해
석부에서 ‘잘’보다 더 넓은 작용역을 가지고 있어서 ‘잘’이 방식부사로 해석이 된다.
한편, 평가부사 ‘잘’은 사실 범주에 작용하는데 통사적으로는 문장 차원이다. 이로
인하여 사실을 나타내는 부분과 화자의 평가 부분이 각각 부정이 가능하다. 쉽게 말
하면 사실 범주를 부정해도 평가는 이 부정소의 영향권에 있지 않다. 이를 나무그림
을 이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2) ㄱ.

ㄴ.

(42)에서 보듯이 평가부사는 사실 전제의 부정소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평가
부사 ‘잘’은 문장 바깥에서 있기 때문에 문장 내부의 부정소보다 넓은 작용역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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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42ㄱ)은 ‘단우가 뛴 것’이 ‘좋다’라고 평가하는 것이고
(42ㄴ)은 ‘단우가 뛰지 않은 것’이 ‘좋다’라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2.3.2. ‘잘’과 부정소 ‘못’의 공기
‘못’은 방식부사의 일종으로 통사적으로 동사에 작용하며 의미적으로는 하위 사건
에 작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못’은 방식부사 ‘잘’과 마찬가지로 동사에
인접하여 나타난다. 작용역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빈도부사 ‘잘’은 통사적으로 동사
구(VP)를 작용역으로 삼는다. 문장의 의미 계층으로 따지자면 전체 사건인 셈이다.
하지만 방식부사 ‘잘’은 통사적으로는 동사(V)를, 의미론적으로는 하위사건을 작용
역으로 삼는다. 곧 ‘잘’이 방식부사의 해석을 가질 때에는 ‘잘’이나 ‘못’이나 둘 다
사건의 전개 과정에 작용한다.

(43) ㄱ.

ㄴ.

(43ㄱ)에서는 ‘잘’이 빈도부사의 해석을 받기 위해 목적어를 포함한 동사구 범주
를 작용역으로 삼아야 한다. 반면 (43ㄴ)은 ‘잘’이 방식부사로 해석을 받는 경우이
다. ‘먹-’이라는 동사에 ‘못’이 작용을 해도 여전히 동사 범주에 머물고, 이는 방식
부사 ‘잘’이 붙은 후에도 마찬가지이다. 통사적으로 방식부사 ‘잘’이나 ‘못’이나 부가
어로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목적어구인 ‘소고기를’이 붙은 후에야 동사구가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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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볼 수 있다.
한편, 평가부사 ‘잘’은 ‘못’과의 공기에 있어서도 ‘안’과의 공기에서 보였던 해석
양상과 달라질 것이 없다. 평가부사 ‘잘’은 평가를 하는 대상, 곧 사실 범주 내의 부
정소와 그 작용역이 겹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표상을 굳이 하자면 (42)에서 ‘안’을
‘못’으로 바꾸면 될 것이다.

2.4. 요약
본 장에서는 전체 논의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 틀을 제시해 보았다.
우선 ‘잘’이 현재 기존의 사전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았는데, 방식부사
‘잘’과 빈도부사 ‘잘’, 평가부사 ‘잘’ 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기술되고 있지 않아서 본
고의 ‘잘’에 대한 문제의식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장에서는 먼저 ‘잘’이 속해 있는 문법 범주인 부사
(어)에 관한 논의를 펼쳤다. 본고에서는 부사(어)와 피수식 단위의 의미 결합을 함
수와 논항의 결합 관계로 파악하여 우선 문장이나 발화를 의미론적 관점에서 범주
화하고, 이 때 부사(어)를 각각의 범주를 논항으로 삼는 함수로 취급하였다. 이 때
문장이나 발화를 의미론적으로 범주화하면 ‘화행(Speech-Act) > 사실(Fact) > 명
제(Proposition) > 전체사건(Event) > 하위 사건 (Subevent)’으로 될 수 있는데,
이 중 방식부사 ‘잘’은 하위 사건(subevent)을 작용역으로, 빈도부사 ‘잘’은 전체 사
건(event)을 작용역으로, 평가부사 ‘잘’은 사실(fact)을 작용역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잘’의 중의성은 ‘잘’이 그 작용하는 범주를 달리 하기 때문에 일어
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2장에서는 부사 ‘잘’과 부정소 ‘안’과 ‘못’이 공기할 때, 작용역의 차이로 인
한 의미 해석의 차이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곧 ‘잘’이 부정소보다 넓은 영향권을
가질 때 ‘잘’은 빈도부사로 해석되었고, 부정소가 더 넓은 영향권을 가지면 방식부사
로 해석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별도로 평가부사 ‘잘’은 이러한 부정소의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작용한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 35 -

3. 방식부사 ‘잘’의 문법 기술
본 장에서는 방식부사 ‘잘’의 전반적인 문법을 다룬다. 물론 방식부사 ‘잘’의 의미
와 기능을 다룬 부분이 핵심이 되며, 그 중에는 방식부사 ‘잘’의 다의성을 어떻게 기
술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포함된다. 부차적으로는, ‘잘’을 비롯한 방식부사들이 어
휘특성문을 형성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장은 비단 ‘잘’뿐만 아니
라 방식부사의 전반적인 의미와 기능, 문법 현상에 대한 기술로 확대 독해해도 무방
하다.

3.1. 방식부사 ‘잘’의 의미와 기능
우리는 이미 앞장에서 방식부사 ‘잘’이 하위 사건 중에 과정에 작용한다는 것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바 있다. 잘 알려진 바대로 사건은 세상 지식을 토대로 구축된
상황 유형(situation type)30)으로 분류가 되는데, 상태, 동작, 완성, 달성, 순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과정이라는 하위 사건에 작용하는 방식부사 ‘잘’은 응당 과정이 있는
사건을 나타내는 술어와 공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실례는 무엇인지, 또 과정을 가지지 않는 술어와의 공기는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더불어 ‘잘’이 가지고 있는 다의성 역시 설명이 되어야할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선택 결속(selective binding)이라는 의미 생성 기
제를 도입할 것이다. 또한 ‘잘’은 그 해석 양상에 있어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는
다. 그 대표적인 것이 ‘목적어의 특정성’, ‘정보구조’, ‘시제’이다. 이 요소를 세밀하게
살피면서 ‘잘’의 의미와 기능을 짚어보도록 하자.

30) 상황유형이라는 용어는 어휘상(lexical aspect)이라는 용어나 동작류(aktionsart)라는 용어
로도 대체 가능한데, 본고에서는 이왕 Smith(1997)의 분류를 도입하였으므로 Smith가 사용
하는 상황유형이라는 용어를 선택하도록 한다. 하지만 때에 따라 ‘사건 유형’, ‘사건의 상적
유형’이라는 용어도 같은 의미로 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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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사건의 상적 속성에 따른 ‘잘’의 해석 양상
서정수(1996: 466)에 따르면 방식부사는 동작의 모습이나 양상을 여러 모로 한정
하는 구실을 한다. 이를테면, 잘하고 못함, 쉽고 어려움, 빠르고 느림, 동작, 태도 따
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잘’은 이러한 방식부사 ‘잘’이다. 서정수
에 따르면 방식부사는 과정부사어의 하위 범주에 속한다. 과정부사어란 주로 동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정하는 부사어들이다. ‘과정부사’라는 용어에도 드러나듯이 방
식부사는 사건의 과정에 개입한다.
Smith(1997)에서는

도식을

통해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나타낸

바

있다

Smith(1997: 23).

(1)

ㄱ. ――― [+상태성]
ㄴ. …… [+동작성]
ㄷ. I

FArb 시작과 임의적인 끝점

ㄹ. I

FNat 시작과 내재되어 있는 끝점

방식부사 ‘잘’을 해석함에 있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할 것은 바로 (1ㄴ)에서 ‘……’
로 표상되는 [+동작성]이다. ‘잘’은 기본적으로 [+상태성]의 술어와 공기하지 못한
다. 손남익(1995: 42)에 따르면 방식부사는 동작동사를 수식 한정하여 그 속성이나
상태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방식부사는 [+동작성]을 가진 동작동사의 의미를 수
식 한정한다. 한편 정도부사는 이와 구별되어 [+상태성]을 가진 상태동사의 의미를
수식 한정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따라서 수식하는 어휘의 성격이 [+동작성]인가
[+상태성]인가 하는 문제는 부사 ‘잘’의 의미, 기능을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변별
자질이다. 방식부사 ‘잘’은 그 뒤에 늘 [+동작성] 어휘를 수식하고, [+상태성] 어휘
를 수식하지 못한다.

(2)

ㄱ. 진이는 잘 뛰었다.
ㄴ. *진이는 잘 예뻤다. /

*/?

진이는 잘 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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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각각의 상황 유형을 앞서 제시된 도식을 사용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Smith 1997: 23-32).

(3)

ㄱ. 동작: I …… FArb
ㄴ. 완성: I …… FNat R(명시적인 결과)
ㄷ. 달성: …… E R ……
ㄹ. 순간: E
ㅁ. 상태: (I) ――― (F)

앞서 살펴본 바 (1ㄴ)에서 표상하고 있는 ‘……’은 과정에 해당하는 하위 사건 e1이
라고 할 수 있고, 이는

방식부사 ‘잘’이 작용하는 범주이다. 이를 통해 볼 때, (3)

에서는 ‘……’를 가지고 있는 (3ㄱ), (3ㄴ)이 전형적으로 방식부사 ‘잘’과 공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또한 (3ㄷ)에도 E 앞에 ‘……’이 있는 것을 볼 때
방식부사 ‘잘’이 사건 외적인 예비 과정에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ㄱ. 연우는 잘 뛴다.
ㄴ. 연우는 운전을 잘 한다.
ㄷ. 단우는 집을 잘 짓는다.
ㄹ. 단우는 그림을 잘 그린다.

(4ㄱ)과 (4ㄴ)의 ‘뛰다’나 ‘운전하다’는 전형적인 동작 사건이고 (3ㄱ)에 따르면 끝
점도 정해져 있지 않다. 사건의 과정만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과정만으로 이루어진
동작 사건은 방식부사 ‘잘’과 공기하기가 용이하다. (4ㄷ)의 ‘집을 짓다’와 (4ㄹ)의
‘그림을 그리다’는 완성 사건이다. 완성 사건은 ‘I …… FNat R’라는 도식을 가지고
있다. 시작점이 있고, 내재되어 있는 끝점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령 집을 다
짓거나, 그림 한 점을 완성 시키는 것이 그 끝점이 된다. 이 경우에도 ‘잘’은 그 끝
점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수식한다. 전 장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전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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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과 상태로 이분화 되는 완성 사건과 달성 사건은 각각 중점이 다르다. 곧 완성
사건은 e1, 곧 과정에, 달성 사건은 e2, 곧 상태에 중점이 부여된다(Pustejovsky
1995: 72). 이를 통해 볼 때, 중점이 그 과정에 있는 완성 사건이 방식부사와 공기
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ㄱ. 회장님은 (고통스럽지 않게) 잘 죽었다.
ㄴ. 열차는 빠른 속도에도 불구하고 큰 소음도 내지 않으며 잘 도착했다.
ㄷ. 단우는 눈을 잘 깜빡인다.
ㄹ. 단우는 재채기를 잘 한다.
ㅁ. 연우는 그 딸을 잘 사랑했다.

(5ㄱ)이나 (5ㄴ)의 ‘죽다’와 ‘도착하다’는 그 도식이 ‘…… E R …… ’로 달성 사건
이다. 이 구조에서는 사건 그 자체와 결과 상태가 있을 뿐 [+동작성]을 가진 e1이
명시적으로 존재하기가 어렵다. ‘도착하다’, ‘죽다’ 등은 모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
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직관은 방식부사 ‘잘’의 수식을 전혀 이상하게 받아들
이지 않는다. 이 경우에 ‘잘’은 죽기 전의 예비 단계나 열차가 도착하기 전의 예비
단계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는 죽고 있다’나 ‘지하철이 도착하고 있다’와
같이 진행형을 적용해보았을 때에도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이다. 기본적으로 진행형
은 사건의 과정이 있어야 가능한 문법 범주이다. 이런 이유로 달성 사건은 진행형이
불가능해야 맞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 발화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E R’에 선행하는
예비 단계를 사건의 일부로 보는 인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Desclés and
Guentchéva 2012: 138의 표 참조), 방식부사 ‘잘’과의 공기도 이런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순간 사건 역시 그 도식이 ‘E’로 그 과정이 부재한다. 워낙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끝나버리는 일이라서 사건 내적인 과정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5
ㄷ)과 (5ㄹ)의 ‘잘’이 과정을 수식한다고 하면 그 뜻이 매우 어색하다. 어떻게 눈을
깜빡여야 훌륭하고 좋게 깜빡이는 것인지 상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맥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순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과정을 설정해볼 수 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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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5ㄹ)은 ‘허리를 다치지 않으려면 재채기를 잘 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서의 ‘잘’은 두말할 것 없이 방식부사의 해석을 갖고 있다. 곧 ‘재
채기하다’와 같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사건을 나타내는 동사라고 하더라도 문맥을 통
해 그 과정을 설정하게 되면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부여할 수 있고 이 때문에 방식
부사 ‘잘’도 공기가 가능한 것이다.
(5ㅁ)의 술어는 상태동사이다. 상태 사건의 도식은 ‘(I) ――― (F)’이다. 상태 사
건은 [+상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작성]의 어휘를 꾸미는 방식
부사와의 공기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알다’, ‘사랑하다’, ‘원하다’ 등의 어휘는 문맥
이 주어지면 ‘잘’과의 공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5ㅁ)의 경우도 부모가 자식들
을 왜곡된 방식으로 사랑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들을 생각해본다면 ‘잘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표현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라고 하더
라도 동작성을 강조하게 되는 문맥에서는 [+동작성]의 자질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
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어에서도 순간적인 동작으로서의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상
태 동사에 진행형 표현을 입힐 수 있다. “I am loving it'이나 ‘I am being silly’와
같은 것들이 그 좋은 예이다.
요컨대, 방식부사 ‘잘’은 사건에서 과정을 상정할 수 있는 동작 사건이나 완성 사
건과 결합할 수 있고, 달성 사건과 결합하여서는 예비 과정을 사건 자체의 과정으로
상정하여 결합하기도 한다. 또한 상태 사건은 문맥에 따라 [+동작성]을 갖게 되고,
이 때 ‘잘’과 공기가 가능해진다.

3.1.2. 선택 결속 원리에 따른 ‘잘’의 다의성 설명
우리는 여기서 원론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과연 ‘잘’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
이다. 다시 (4)의 예문을 가져와 보자.

(4)

ㄱ. 연우는 잘 뛴다.
ㄴ. 연우는 운전을 잘 한다.
ㄷ. 단우는 집을 잘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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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단우는 그림을 잘 그린다.

(4ㄱ)의 ‘잘’은 [빠르게]라는 의미로 치환 가능하다. (4ㄴ)은 [안전하게] 정도를 상
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4ㄷ)은 [튼튼하게], (4ㄹ)은 [아름답게]라는
의미로 해석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4ㄱ)의 [빠르게]가 (4ㄴ)에 적용되면 운전을
‘빠르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될 것인데 이는 보편적이지 않다. 같
은 방식으로 집을 ‘빠르게’ 짓는 것이 ‘잘’ 짓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또 그림을
그릴 때 ‘잘’ 그리는 것은 ‘아름답게’ 그리는 것이라는 것이 통하지만 뛸 때 ‘아름답
게’ 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것이다. ‘잘’은 그 공기하는 술어의 의미에 따라 나타
내는 의미가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결국 ‘잘’의 의미는 공기하는 술어만큼 무한대로
늘어나야만 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Pustejovsky를 비롯한 생성어휘
론자들이 제기하는 의미 나열 어휘부31)의 한계이기도 하다(Pustejovsky 1995:
39). 한편 ‘잘’이 공기하는 어휘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러
한 다양한 의미 사이에서 상관관계를 포착할 수 있다. 곧 방식부사 ‘잘’이 체계적 다
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문법 기술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체계적 다의성 및 다의
적 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여기서 “다의적 관계를 설명한다는 것은 의미적 상관성을
체계적으로 보여 준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체계적 다의성이 구조적인 것에서 기
인하는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남승호 2011: 58).
기존의 일반 의미론에서는 의미가 합성되는 과정을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함수와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논항의 결합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논항은 수동적
인 역할이기 때문에 의미의 생성이나 창조적 사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같은 맥락에서 Pustejovsky(1995: 43)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31) 의미 나열 어휘부(Sense Enumeration Lexicon: SEL)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된다
(Pustejovsky 1995: 38)
어휘부 L은 어휘부 L에 있는 단어 w가 그 단어와 관련되어 s1, ... , sn을 가지고 있고,
(ⅰ) 이 s1, ... , sn이 대조적 의미일 경우, 이러한 s1, ... , sn들을 표현하는 어휘 항목이 ws1,
... , wsn으로 저장되어 있고,
(ⅱ) 이 s1, ... , sn이 대조적 의미일 경우에는 이러한 s1, ... , sn을 표현하는 어휘 항목이
w{s1, ... , sn}으로 저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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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

ㄱ. Mary finally bought a good umbrella.
ㄴ. After two weeks on the road, John was looking for a good meal.
ㄷ. John is a good teacher.

(6)의 예문에서 보듯이 ‘good’이 함수이고 수식을 받는 명사가 논항이라고 한다
면32), 수동적인 논항이 ‘good’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어휘의
이러한 창조적 사용은 기존의 일반의미론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의미 나열 어휘부식이라면 각각의 ‘good’의 의미를 다 따로 나열해야만 한다.
우산이 좋은 것과 선생님이 좋은 것, 그리고 음식이 좋은 것은 그 조건이 각각 다르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good’ 역시 공기하는 명사에 따라 그 의미가 무한대로 많아
지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good’이 서로 다른 조건, 문맥에서 쓰인다고 할지라도 우
리는 직관상 의미의 공통성을 포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나열 어휘부에서
는 체계적으로 다의성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 설명할 기제가 없다. 말 그대로 의미
나열 어휘부는 의미가 포착되는 대로 그저 나열만 해줄 뿐 의미 간의 상호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Pustejovsky(1995)에서는 이러한 의미 나열 어휘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유형
강제(type coercion), 선택 결속(selective binding), 공동 합성(co-composition)이
라는 기제를 도입한다(Pustejovsky 1995: 61). 이 기제를 통해 한 단어가 다의적으
로 해석되는 현상이나 그 의미가 확장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형 강제이다. ‘연우는 새로운 소설을 시작했다’는 중의성을 가지고 있다.
곧 ‘연우’가 새로운 소설을 읽기 시작했을 수도 있고, 쓰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 둘
중 어느 경우이든 ‘소설’이라는 어휘 항목은 ‘소설 쓰기’나 ‘소설 읽기’와 같은 사건
32) 수식어와 피수식어 중에 어떻게 수식어가 함수일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
남승호(2011: 79-81)에 의하면 함수로 해석되는 단어가 의미 결합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논항으로 해석되는 단어가 종속적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직관에 따른 것이기
도 하고, 기술의 편의성을 위해서 설정한, 사후적인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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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이 된다. ‘소설’이 개체 해석이 아니라 사건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런 현
상을 유형 강제라고 한다.
다음으로 공동 합성이다. ‘단우는 감자를 구웠다’와 ‘단우는 케이크를 구웠다’의 경
우를 보자. 이 경우에 감자를 굽는 사건은 이미 존재하는 감자가 구워지지 않은 상
태에서 구워지는 상태로 변화되는 사건이다. 한편 케이크를 굽는 것은 없던 케이크
가 생기는 사건이다. 즉 전자는 상태 변화 동사이고, 후자는 산출 동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굽다’의 다의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목적어에 산출물이 나타나면 ‘굽
다’ 역시 산출 동사로 변하는 기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일반의미론의 관
점으로 보면 ‘케이크’는 수동적으로 ‘굽다’에 결합한 논항으로 함수인 ‘굽다’에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생성어휘론의 관점에서는 ‘케이크’와 ‘굽다’가 결합
하여 ‘케이크를 굽다’가 되고, 이 때 결합하는 논항 ‘케이크’는 함수 ‘굽다’의 의미
구조에 영향을 미쳐서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것뿐만 아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산
출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33).
방식부사 ‘잘’의 다의성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할 기제는 선택 결속
(selective binding)이다. 선택 결속은 함수와 논항이 결합할 때, 함수가 논항의 정
보 중에서 특정 정보를 선택하여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이예식 1999: 579)34).

(7)

ㄱ. a fast boat
ㄴ. a fast typist
ㄷ. a fast driver (Pustejovsky 1995: 127)

(7)에서 보듯이 각각의 fast는 후행 명사가 나타내는 사건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
다. 선택 결속은 이렇게 결합하는 명사에 따라서 동일한 형용사가 다의성의 면모를
보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기제라고 할 수 있다.

33)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Pustejovsky(1995: 7장)를 참조할 수 있으며, 남승호(2011)나 이
예식(1999)에도 정리가 잘 되어 있다.
34) Pustejovsky(1995: 61)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어떤 어휘 항목이나 구(a lexical item or
phrase)가 합성할 때 전반적인 유형은 바꾸지 않으면서 결합하는 구의 하위 구조
(substructure)에 특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이를 선택 결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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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결속에 대한 설명을 위해 먼저 특질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어떤 어휘든지
사람들은 그 어휘에 대한 나름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가령 ‘소설’이라는 어휘를 생
각해보자. 우리는 소설이 이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소설은 책이
라는 물리적 담지체를 그 형태로 하고 있고 소설이 존재하려면 누군가가 그것을 써
야만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렇게 누군가 소설을 쓰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읽
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도 안다. 이렇게 한 어휘를 둘러싼 의미 정보를
Pustejovsky는 특질 구조(qualia structure)라고 한다.35) 요컨대, 어떤 어휘를 X라
고 할 때, 특질 구조는 X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관한 형상역(formal role), X의 목적
이나 기능에 관한 기능역(telic role), X가 무엇으로 인하여 생기게 되었는지에 관한
작인역(agentivity role), X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관한 구성역(constitutive
role)으로 이루어져 있다(Pustejovsky 1995: 76). 이를 통해 소설의 특질 구조를
표상화하면 다음과 같다.

(8)

(Pustejovsky 1995: 78)

가령 (7)의 fast의 경우 후행하는 명사의 특질 구조 중에서 기능역과 결속을 하게
되고, 각 사건의 기능역이 다른 까닭에 fast의 구체적 의미 역시 사건에 따라 달라
진다. 만약 ‘fast food’의 경우라면 이 때의 ‘fast’는 ‘food’의 기능역과 선택 결속하지
않는다. 음식의 목적이 빠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음식이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빠르
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 때에 ‘fast’는 'food‘의 작인역과 선택 결속하게 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이점은 무엇보다 특질 구조를 상정하고 선택 결
속이라는 기제를 도입함으로써 fast의 다의성이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길이 마

35) 이외에 상정하고 있는 어휘 의미 구조는 논항 구조, 사건 구조, 어휘 계승 구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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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었다는 것이다.
‘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잘’이 결합하는 동사에도 저마다의
특질 구조를 상정할 수 있다. (4)의 예에서 나타나는 ‘잘’은 동사의 기능역(telic
role)과 선택 결속을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면 사건마다 다르게 의미가 변조하는 것
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가령 (4ㄷ)의 경우에 ‘집을 짓다’의 의미구
조36)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37)

(9)

‘집을 짓다’
사건구조 = E1 = e1: 과정
E2 = e2: 상태
중점 = 과정
논항구조 = 논항1 = x: 행동주(agent)
논항2 = y: 대상(theme)
특질구조 = 산출-lcp38)
형상역 = 집(e2,y)
작인역 = 짓는 행위(e1,x,y)
기능역 = 지어져 있다(e2,y)

앞서 언급한 설명을 다시 가져와보자. 일반 의미론에서는 의미가 합성되는 과정을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함수와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논항의 결합 과정으로 보고, 이
때 논항은 의미의 생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우리

36)

생성어휘부 이론에서는 동사의 의미구조가 사건구조(event structure), 논항구조
(argument structure), 특질구조(qualia)로 구성되어있다고 본다. 사건구조와 특질구조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설명한 바이고, 논항구조만을 따로 설명하자면, 논항구조는 동사가 통사
적으로 요구하는 결합가와 각 논항의 의미역을 명시해주는 것인데 각주 (40)을 참고할 수
있다.
37) 특질 구조는 다분히 사후적이다. 다시 말해, 설정하기 나름이라는 말이다. 가령 ‘운전하다’
의 기능역을 다르게 상정해볼 수도 있다. 누구에게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운
전함의 기능역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운전함의 기능
역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능역에 선택 결속하는 ‘잘’의 의미도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잘’의 의미라는 것은 다분히 세상 지식에 기대어 있다.
38) lexical conceptual paradigm의 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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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택결속이라는 기제를 통하여서 피수식어인 동사가 ‘잘’과 결합하여 의미를 생
성하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잘’이
다의성을 보이는 이유가 ‘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식을 받는 동사에 있다는 설명
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이 ‘잘’의 다의성을 설명하는 데에 있어 좀 더 언어
직관에 부합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택 결속이라는 기제를 도입하면 다음의 언어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10) ㄱ. 이 트럭이 짐이 잘 실린다.
ㄴ. 이 짐이 잘 실린다.

(10)의 예에서 주어를 명사구로 치환하면 ‘잘 실리는 트럭’, ‘잘 실리는 짐’이 될 것
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잘 실리는’의 의미가 ‘트럭’에게 적용될 때와 ‘짐’에 적용될
때가 다르다. ‘트럭’이 짐이 잘 실리는 것은 많이 실린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짐’이
잘 실린다는 것은 무겁지 않아서 수월하게 실린다든지, 손잡이가 달려있어 편하게
실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 현상은 영어 표현인 ‘well-loaded truck’과
‘well-loaded hay’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Mcnally ＆ Kennedy 2013). 말 그대
로 ‘트럭이 잘 실리는 것’과 ‘건초가 잘 실리는 것’ 사이에 차이를 구조적으로 설명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는 ‘잘’이 ‘실리다’의 특질구조에서 결속을
각 경우마다 결속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실리다’의 의미구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
보자.

(11) ‘실리다’
사건구조 = E1 = e1: 과정
E2 = e2: 상태
중점 = 상태
논항구조 = 논항1 = y: 대상(theme)
당연논항239) = x: 행동주(agent)
39) 당연논항은 통사적으로 표출은 되기도 하고 되지도 않아 수의적이지만 논리적으로 당연히
상정할 수밖에 없는 논항이다. 가령 ‘단우는 (각종 건축자재로) 집을 지었다’에서 ‘각종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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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질구조 = 산출-lcp
형상역 = 짐이 실린 트럭(e2,y)
작인역 = 싣는 행위(e1,x,y)
기능역 = 실어져 있다(e2,y)

이렇게 볼 때 (10ㄱ)의 ‘잘’은 기능역을 선택 결속한다. 한편 (10ㄴ)의 ‘잘’은 작인
역을 선택 결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은 ‘이 칼이 잘 잘린다’와 ‘이 무
가 잘 잘린다’의 쌍이나 ‘이 망치가 잘 깨진다’와 ‘이 유리병이 잘 깨진다’의 쌍에도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3.1.3. ‘잘’과 누적 대상의 관계로 인한 결합가 변화
‘잘’은 통사적으로 부가어이지만 문장에 쓰여서 동사의 결합가를 변화시키는 경우
가 있다.

(12) ㄱ. 단우는 잘 먹는다.
ㄱ'. 단우가 붕어빵을 먹는다.
⟶ ‘먹다’: 논항구조 = [행동주 + 피동주]

ㄴ. 단우는 집을 잘 짓는다.
ㄴ'. 단우가 한옥 한 채를 짓는다.
⟶ ‘짓다’: 논항구조 = [행동주 + 피동주]

ㄷ. 단우는 잘 뛴다.
ㄷ'. 단우가 약국으로 뛴다.
⟶ ‘뛰다’ : 논항구조 = [행동주 + 착점]
자재’는 통사적으로 실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집을 짓기 위해서
재료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지금 우리의 논의 대상인 ‘실리다’와 같은 경우 행위주가 통
사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리기 위해서는 누군가 실어야 한
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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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단우는 잘 걷는다.
ㄹ'. 단우가 집까지 걷는다.
⟶ ‘걷다’ : 논항구조 = [행동주 + 착점]

(12)의 예에서 각각의 술어는 온전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취해야 하는 논항들이
있다.40) 가령 (12ㄱ)의 술어는 소비동사로 피동주가 소모가 되어야 하고, (12ㄴ)의
술어는 산출동사로 피동주가 형성이 되어야 한다. (12ㄷ)과 (12ㄹ)의 술어는 이동
동사이다. 이동 동사는 기점이나 착점, 경로 등의 정보를 논항으로 요구한다. 이에
따라 논항구조를 통사적으로 온전히 반영한 (12ㄱ'), (12ㄴ'), (12ㄷ'), (12ㄹ')이
정문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잘’이 결합한 (12ㄱ), (12ㄴ), (12ㄷ), (12ㄹ) 등의 예
문들 역시 의미역들이 포화되지(saturated) 않아도 전혀 비문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부사가 부가어로서 통사적으로는 결합가(valency)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의미론적
으로는 부가 정보만을 더해준다는 기존의 논의에 어긋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라지는 논항인 피동주나 착점 등에서 공통점을 포착할 수 있는데, 이 요
소들이 누적 대상(incremental theme)이라는 점이다(Dowty 1991: 567-571)41).
예를 들어 단우가 사과 하나를 먹는 사건이 있다고 해보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
과는 줄어든다. 그러다가 단우가 먹는 것을 잠시 쉬게 되면 시간은 흘러가지만 사과
의 양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사과를 먹는 과정에서 먹어서 사라진 사과가 다시
복구가 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사과의 양에서 시간의 흐름으로 사상
(mapping)하는 함수로 표현할 수 있고, 이 때의 함수를 준동형적(homomorphism)
이라고 한다(Dowty 1991: 568). 이를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다.

(13)

40) 이를 논항 구조(argument structure)라고 할 수 있는데, 남승호(2007: 6)에 따르면 논항
구조란 그 술어가 문장을 구성하면서 요구하는 논항들의 수와 그 의미역의 집합을 말한다.
41) Krifka(1992: 42)는 이 요소를 점진적 피동주(gradual patient)라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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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시간에 따라 변화를 겪는 A를 상정해볼 수 있는 사건에는 무엇이 있을
까? 단우가 사과를 먹는 사건에서 사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줄어든다. 이 때 ‘먹
다’는 소비 동사(consumption verb)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단우가 집 한 채를 짓는
사건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집은 형성되어 간다. 이 때 ‘짓다’는 산출 동사
(creation verb)라고 한다. 또 단우가 문을 반쯤 여는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은 닫혀 있는 상태에서 반쯤 열리는 상태로 상태의 변화를 겪게 된
다. 이 때 ‘열다’는 상태 변화 동사(verbs of change of state)라고 할 수 있다. 또
단우가 학교까지 뛰는 사건이 있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우의 위치는 목적지에
가까워지고, 이 때 단우의 뛰는 경로를 설정해볼 수 있게 된다. 이 때의 ‘뛰다’는 이
동 동사(motion verb)라고 한다(Dowty 1991: 567-571, Tenny 1994: 15-18 참
조)42).
여기서 우리는 누적 대상이 문장의 종결성(telicity)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사과 한 개를 먹는 사건은 사과 한 개를 다 먹으면 종결이 된다. 집
한 채를 짓는 사건은 집 한 채를 완성하면 종결이 된다. 학교까지 뛰는 사건의 종결
은 학교에 도착하면 이루어지고, 문을 반쯤 여는 사건은 문이 반쯤 열리면 종결이
된다.
또한 중요한 것은 누적 대상은 정량화된 특정 개체라는 점이다. 한국어에서 정량
화가 되지 않은 맨 명사구는 문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특정성을 지니지 못

42) Tenny(1994: 15-18)는 이를 누적 대상 동사(incremental theme verbs), 경로 논항을 취
하는 동사(route verbs with path objects), 상태 변화 동사(change-of-state verbs) 등
으로 나누었다. Tenny(1994)는 Dowty의 종결성(Telicity)이라는 용어를 사건을 계량
(measure out)한다는 표현으로 나타내는데, 이 둘은 대동소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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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개체보다는 종류를 가리키게 되고, 이로 인해 사건이 종결성을 갖지 못한다.
주로 사건이 종결적(telic)인지 비종결적(atelic)인지는 ‘~동안’이라는 시간 부사구와
의 공기 여부로 판단하고는 한다. Levin ＆ Rappaport(1995: 57)에서는 다음과 같
은 예문을 제시한다.

(14) ㄱ. Patricia ate grapes for an hour.
ㄴ. Patricia ate a bunch of grapes in/*for an hour.

(14)에서 보다시피, 누적 대상이 복수로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for an hour’의 공기
가 가능하다가 누적 대상이 구체적인 양으로 정해지면 ‘for an hour’의 공기가 불가
능해진다. 곧 누적 대상의 정량화는 사건의 종결성을 확보해주는 것이다.
한국어에도 이러한 논의를 적용해볼 수 있다.

(15) ㄱ. 단우는 포도를 두 시간 동안 먹었다.
ㄴ. 단우는 포도 한 송이를 두 시간 만에 먹었다.

한국어는 복수 표지 ‘들’이 배분 표지라는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서 (15ㄱ)에
서의 ‘포도’와 같이 맨 명사구가 일반적으로 복수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15
ㄱ)은 ‘~동안’과의 공기가 가능한 반면에 (15ㄴ)은 ‘한 송이’로 인하여 포도의 양이
구체적으로 정량화되고 이를 통해 사건의 종결성이 강해지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이
경우에는 ‘~동안’보다 ‘~만에’와의 공기가 훨씬 자연스러워진다.
방식부사 ‘잘’은 하위 사건 중에 과정에 작용하는 부사이다. 이 까닭으로 인해 방
식부사 ‘잘’은 하위 사건으로 과정을 상정할 수 있는 동작 사건이나 완성 사건 부류
와 쉽게 공기할 수 있었다(3.1.1절 참조). 다시 말해 ‘잘’이 문장에서 초점을 받는
경우에는 ‘잘’로 표현되는 사건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만 정보 전달을 하면 그만이지
그 이상의 것, 곧 사건의 종결에는 관심이 없다는 말이다. 사건의 종결성은 상황유
형을 나누는 중요한 자질이기도 한데, 주지하다시피 완성이나 달성 사건은 종결성을
가지고 있어서 종결적(telic)이다. 한편 동작 사건은 별도의 종결성을 가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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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서 비종결적(atelic)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방식부사 ‘잘’은 동작 사건과
쉽게 공기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2.2.1절에서 전술한 것처럼, 하위 사건에는 e1과 e2 중에 더 중점이 되는 사
건 핵(event headedness)이 있다(Pustejovsky 1995: 72). 이 핵이 된 사건은 문장
해석에 있어서 초점(focus)이 되는데 주로 완성 동사는 e1에, 달성 동사는 e2에 중
점이 부여된다. 완성 사건은 종결적이지만 그 중점이 사건의 전개 과정인 e1에 있
다. 이런 이유로 방식 부사 ‘잘’과 공기가 가능한 것이다.
또한 이미 살펴본 것처럼 현재 시제로 나타나는 완성 사건에서 목적어가 맨 명사
구(bare NP)일 경우에는 문맥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누적 대상으로 기능하지 못한
다. 곧 여기서 말하는 문맥이란 현장에서 누적대상의 양이 화자와 청자에게 명시적
인 경우라는 것이다. 가령 포도가 한 송이인 것을 화자와 청자가 알고 있는 상황에
서 화자는 청자에게 ‘포도를 3분 만에 다 먹었네!’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때에 ‘포도’
는 정량화된 누적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맥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짓다’의 ‘집’이나 ‘음식을 먹다’의 ‘음식’은 누적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 때의
맨 명사구는 한정적이거나 특정적으로 정량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정성 표지
나 특정성 표지가 별도로 발달하지 못한 한국어와 같은 경우에는 문맥을 통해 그
한정성이나 특정성을 도출해야 하고, 만약 그것이 확보된 경우에는 누적 대상이 정
량화된다. 그러므로 ‘그림을 그리다’나 ‘집을 짓다’, ‘음식을 먹다’, ‘글씨를 쓰다’ 등
은 완성 사건이 될 수 있는 가능태를 가진 것이지 실제로는 동작 사건에 머물 수밖
에 없다.
결론적으로 방식부사 ‘잘’은 누적 대상을 포함하는 동사구 단위보다는 동사가 나
타내는 사건의 과정에 작용한다. e1, 곧 사건의 과정이 초점을 받을 때에는 그 결과
상태가 중요하지 않게 되므로 방식부사 ‘잘’과의 공기가 용이하다. 한편, e2가 초점
을 받을 때에는 그 상태가 중요하게 되어 이동사건이라면 결과적으로 이동한 장소
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하고, 소비/산출 사건이라면 소비된 대상(theme)이나 산출
된 대상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런 까닭으로 사건의 과정에 작용하는 방식
부사 ‘잘’은 누적 대상과 공기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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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잘’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들
‘잘’은 그 문맥에 따라 해석이 다양하게 펼쳐진다. 본 장에서 빈도부사 ‘잘’과 평가
부사 ‘잘’을 제외하고 논의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방식부사 ‘잘’의 분포와 기능, 의
미만으로도 상당한 복잡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잘’의 해석에 영
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서 방식부사 ‘잘’의 의미와 기능을 정리
를 하려고 한다.
의미와 기능에 대한 세밀한 관찰일수록 직관(intuition)이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절은 직관에 따른 일차 해석(primary reading)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

쳐 나갈 것이다. ‘잘’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특정성(specificity)43), 정보
구조(informational structure), 시제(tense)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셋도 명확히 구분
되는 영역이 아니라 서로 얽혀 있다. 이제 이어질 내용에서 셋에 대한 구분은 하겠
지만 사실 이 셋은 한 덩어리로 읽혀야 마땅하다.

1) 특정성
전술한 것처럼 방식부사 ‘잘’은 사건의 전개 과정에 개입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나타날 경우 특정성을 지닌 누적 대상과 공기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누적 대상은 사
건의 종결성과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장에서 특정성을 가진 개체나 정량화
된 개체로 실현이 된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건의 과정에 개입하는 ‘잘’과 사건의 종결성에 개입하는 누적
대상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어색함이 상존한다.

(16) ㄱ. 단우는(혹은 ‘단우가’) 밥 두 공기를 잘 먹는다.
ㄴ. 단우는(혹은 ‘단우가’) 어머니가 차려 주신 밥을 잘 먹는다.
ㄷ. 단우는(혹은 ‘단우가’) 그 커피를 잘 마신다.

43) 여기서의 특정성은 전영철(2013: 13)에 따라 “화자가 그 지시체로 마음속에 어떤 특정한
개체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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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ㄱ)은 누적 대상을 정량화해서 나타낸 것이고 (16ㄴ)은 관계절을 통해 누적 대
상을 특정적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 (16ㄷ)은 특별한 한정사가 발달하지 못한 한국
어에서 그나마 한정성을 확보해주는 요소인 ‘그’를 씀으로써 화자와 청자가 모두 인
식하고 있는 대상을 만들어보았다.
그런데 (16)의 문장을 일차적으로 독해하면 누적 대상처럼 보이는 ‘밥 두 공기 /
어머니가 차려 주신 밥 / 그 커피’는 ‘잘’이 빠진 문장과는 달리 특정적인 대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곧 ‘어머니가 차려 주신 밥’, ‘그 커피’라고 하는 종류(kind)를 지
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커피’와 같은 경우에는 한정성을 확보해주는 요소인
‘그’가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정 개체나 특정 개체가 아닌 어떤 커피의 종류
를 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어떠한 방식으로도 종류를 지칭하지 못하는 (16ㄱ)의
‘밥 두 공기’는 방식부사 ‘잘’과의 공기가 요원하기만 해 보인다. 이 때 (16ㄱ)의 일
차 해석은 ‘잘’이 빈도부사인 경우이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다시 논한다.
하지만 (16)의 문장들이 구어체에서 ‘단우가 밥 두 공기를 잘 먹네!’라는 현장 지
시적 발화로 해석된다면 (16)과 같은 문장 혹은 발화에서 ‘잘’이 방식부사로 해석
가능하다. 이것은 정보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이어서 논한
다.

2) 정보구조
보통 방식부사는 발화의 신정보로 기능하여 사건이나 사태가 진행되는 모양새를
서술한다44).

(17) ㄱ. 단우는 [F잘] 뛴다.
ㄴ. 단우는 그림을 [F잘] 그린다.

전영철(2006: 177)에 따르면 화제와 초점은 관계적 주어짐성을 기반으로 하는 상
보적인 개념이며, 화제는 관계적 구정보이고 초점은 관계적 신정보이다. 이를 통해

44) 이를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점은 강세를 받으며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는 요소이다
(최재웅, 이민행 1999: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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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17)의 문장에서 ‘단우가 뛴다’는 구정보 혹은 전제로서 기능하고 ‘잘’은 사
건이나 사태가 진행되어가는 모양새를 나타내어 신정보로서 초점을 받는다. 이는 부
정을 취해보면 쉽게 확인이 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18) ㄱ. 단우는 잘(빨리) 뛰지 않는다.
ㄴ. 단우는 그림을 잘(예쁘게) 그리지 않는다.

(18ㄱ)은 단우의 뜀박질 실력이 훌륭하지 못함을 나타내지 아예 뛰지 않는 것을 나
타내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18ㄴ)은 단우의 그림 실력이 훌륭하지 못한 것을
나타내고 아예 그리지 않았다는 해석은 나오지 않는다.45) 쉽게 말하면 부정의 대상
인 ‘잘’이 초점을 받기 때문에 전제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유표적인 논항을 덧붙이면 초점이 변한다.

(19) ㄱ. 단우는 (다른 곳도 아니고) [F집 앞 운동장에서] 잘 뛴다.
ㄴ. 단우는 (다른 그림도 아니고) [F풍경화를] 잘 그린다.

(19ㄱ)은 자동사 구문에 한정 장소나 시간이 명시되면 초점을 받는 현상을, (19ㄴ)
은 타동사 구문에 유표적인 목적어가 명시되면 초점을 받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질문쌍을 만들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20) ㄱ. 단우는 어디에서 잘 뛰니?
ㄴ. 단우는 어떤 그림을 잘 그리니?

(20)에서 보듯이 ‘잘 뛰다’와 ‘잘 그리다’는 이미 전제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본 (16)의 문장도 마찬가지다. 목적어가 초점을 받을 경우 다음과

45) 여기서 ‘단우는 잘 뛰지 않는다’의 ‘잘’이 ‘자주’의 의미가 더 와 닿는 것을 눈치 챌 수 있
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잘’과 ‘안’의 상관관계에서 논하도록 한다. ‘안’부정과 ‘못’부정
중에 ‘안’ 부정을 택한 것은 ‘안’ 부정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괄호 안
에 ‘빨리’와 ‘예쁘게’를 병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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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석이 가능해진다.

(16') ㄱ. 단우는 (한 공기도 아니고, 적지 않은 양의) [F 밥 두 공기]를 잘 먹는다.
ㄴ. 단우는 (다른 밥은 말고) [F 어머니가 차려 주신 밥]을 잘 먹는다.
ㄷ. 단우는 (다른 커피 말고) [F 그 커피]를 잘 마신다.

동사는 초점이 될 만한 요소들이 문장에 많이 나타나거나 그 자체의 어휘적 의미
가 약할수록 초점이 주어지기 어렵다(박철우2003: 85). 이렇게 보면 ‘길을 걷다’나
‘그림을 그리다’, ‘음식을 먹다’의 ‘길’, ‘그림’, ‘음식’과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가 이
미 동사 자체에도 녹아 있는 무표적인 논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집 앞 공원
을 걷다’나 ‘초상화를 그리다’, ‘탕수육을 먹다’와 같은 경우 ‘집 앞 공원’, ‘초상화’,
‘탕수육’이 ‘길’, ‘그림’, ‘음식’에 비해 동사 자체에 녹아들어가기에는 유표적이다. 곧
‘잘’에서 초점이 이동하는 현상은 동사가 취하는 내부 논항의 어휘적 의미가 강하여
초점을 받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6')의 문장 혹은 발화가 현장 지시적으로 발화될 경우에는 목적어가 유
표적이라고 할지라도 특정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잘’이 초점을 받게 된다. 곧 발화자
는 현장에서 어떤 이가 특정 대상을 먹거나 마시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 방식이 어
떠함을 염두에 두고 발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6)을 다음과 같이
다시 나타낼 수 있다.

(21) ㄱ. 단우가 밥 두 공기를 (못 먹을 줄 알았는데) [F잘]만 먹네!
ㄴ. 단우가 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을 (못 먹을 줄 알았는데) [F잘]만 먹네!
ㄷ.단우가 그 커피를 (못 마실 줄 알았는데) [F잘]만 마시네!

어미에는 존재를 전제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 가령 ‘-지’, ‘-거든’ 등은 화자에게
전제된 사실을 제공할 때 사용된다(전영철 2013: 23-24). (21)의 발화와 같은 현
장지시적 발화는 보통 ‘-네’나 ‘-구나’를 사용한다. 이 때의 ‘-네’나 ‘-구나’ 역시
발화의 대상에 대한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존재의 전제는 특정성과 잘

- 55 -

부합한다(전영철 2013: 20). 곧 (21)에서도 청자는 특정 개체가 화자의 눈앞에 있
고, 그 특정 개체를 대상으로 발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청자는 이러
한 특정 존재를 수용해야 한다. 일종의 전제 수용(presupposition accommodation)
이라고 할 수 있다(전영철 2012: 20 참조). 또한 현장 지시적 발화로 이루어질 때,
이러한 누적대상은 화자에게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발화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 (21)의 발화가 현장지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잘’과 누적 대상의 공기가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의 누적 대상은 초점을 받지 못해 관심의 대상
이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장지시적인 발화에서의 누적대상은 그 종결의 여부를 확답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누적 대상과 차이가 있다. 곧 (21)의 발화는 사건
구조로 따지면 과정과 상태 중에 여전히 과정에 해석의 중점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3) 시제
앞서 방식부사 ‘잘’이 특정적인 누적 대상과 공기하기가 어려운 현상을 살펴보았
는데, 이는 현재 시제에 국한된 문제이다. 곧 과거 사태를 나타내는 발화에서는 방
식부사 ‘잘’과 특정적 누적 대상이 공기가 가능해보인다. 그런데 이 때 방식부사 ‘잘’
은 사건의 과정이 아닌 결과 상태에 작용하여 결과술어(resultative predicate)로 기
능한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기존의 논의, 곧 방식부사 ‘잘’이 사건의 과정
에 작용한다는 사실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한 문장 속에 주서술어(1차 서술어)의 사건이 완성된 후에 결과 상태를 나
타내는 결과술어(2차 서술어)가 나타나는 구문을 결과구문이라고 한다(황주원
2011: 532, Lee ＆ Lee 2003: 169). 이를 통해 보자면 다음의 예에서 ‘잘’은 사건
이 완성된 후에 결과 상태를 나타내고 있어 결과구문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22) ㄱ. 연우는 집을 잘 지었다.
ㄴ. 연우는 얼음을 잘 얼렸다.
ㄷ. 연우는 식탁을 잘 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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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ㄱ)의 ‘짓다’는 산출 동사(creation verb)이고, (22ㄴ)의 ‘얼리다’와 (22ㄷ)의 ‘닦
다’는 상태 변화 동사(verbs of change of state)이다. 곧 (22)의 문장은 [[X ACT]
CAUSE [y BECOME<STATE>]]로 해체할 수 있다.
(22) 문장에서 ‘잘’이 빈도부사로 해석되지 않는 이상, (22)의 누적 대상은 모두
특정적 개체이다. 누적 대상이 과거 시제와 만나 강한 종결성을 갖게 되면서 ‘잘’의
작용역이 상태로 옮겨진 것이다. 현재 시제에서 ‘잘’이 쓰인 경우, 현장 지시적이라
는 특별한 맥락을 제외하고는, 목적어는 맨 명사구(bare NP)로 해석된다. 이 때문
에 완성 동사는 사건의 과정에 초점을 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완성 동사가 특정
적인 누적 대상과 함께 쓰이고 그 누적 대상의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잘’이 쓰이며,
과거 시제 ‘-었/았-’과 쓰일 경우에는 종결성을 강하게 나타내어 사건의 초점은 결
과 상태로 옮겨지게 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3) ㄱ. 집을 짓다 / 얼음을 얼리다 / 식탁을 닦다: E=e1* + e2
ㄴ. 집을 잘 지었다 / 얼음을 잘 얼렸다 / 식탁을 잘 닦았다: E=e1 + e2*

황주원(2011: 536-542)의 논의에 따르면 한국어의 결과구문을 성립시키는 조건
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결과성 제약으로, 2차 서술어가 결과 상태를 나타
내려면 완성점에 도달한 상태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결과취소절’을 덧붙여서 그 모순 관계를 따져볼 수 있다. 둘째는 2차 서술어 제약
으로,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2차 서술어가 목적어나 주어를 서술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 제약은 직접 목적어 제한 규칙(Direct Object Restriction: DOR)으로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Levin ＆ Rappaport 1995: 32). 이에 따르면 결과술어는 직접 목적
어에 작용하는데 한국어는 예외적인 현상이 많아 이 제약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노명현 2007: 139).46) 세 번째는 1차 서술어 제약으로, 1차 서술어가 종
결성(telicity)을 가진 술어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잘’이 결과 상태를
수식하는 결과 구문을 형성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볼 수 있다.
46) 이 논의에 따르면 결과술어는 목적어는 물론이고 주어, 여격이나 사격에도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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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ㄱ. 1차 서술어가 완성 사건을 나타내어야 한다.
ㄴ. 특정적인 누적 대상이 나타난다.
ㄷ. ‘잘’이 누적 대상의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ㄹ. 과거를 나타내는 ‘-었/았-’과 공기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어는 방식부사와 결과술어의 구분이 통사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의미
적으로만 드러난다. 오충연(2010: 599)의 지적처럼 영어의 결과 서술은 결과성에
대해 확정적인데 반하여 한국어의 결과 부사구는 꼭 그렇지 않다. 통사적으로도 영
어는 형용사구(AP)로 나타나는 데 반하여 한국어는 부사구(AdvP)를 통해 나타난
다.

(25) ㄱ.

??

He hammered the metal flat, but the metal is not flat.

ㄴ. 그는 쇠를 납작하게 두드렸으나, 쇠는 납작하지 않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한국어는 방식부사와 결과술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한국어
는 이들 모두를 부사구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26) ㄱ. 단우는 탁자를 깨끗하게 닦고 있다.
ㄴ. 단우야! 탁자를 깨끗하게 닦아라.
ㄷ. 단우는 탁자를 깨끗하게 닦았다.

위의 문장에서 (26ㄱ)과 (26ㄴ)의 ‘깨끗하게’는 사건의 과정을 수식하는 방식부사이
다. 그런데 (26ㄷ)은 단우가 탁자를 닦은 결과 탁자가 깨끗해진 것을 나타낸다. 곧
한국어에서 결과 부사를 통해 결과 서술을 하는 것은 일종의 목표치이지 확정된 표
현이 아니다(오충현 2010: 600).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문장은 확연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27) ㄱ. 단우는 탁자를 천천히 닦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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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단우는 탁자를 깨끗하게 닦았다.

(27ㄱ)의 ‘천천히’는 누적대상과 과거시제와 함께 쓰였음에도 결과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27ㄴ)은 이와 달리 결과술어로 기능할 수 있다. 곧 1차 서술어와 2차 서
술어 사이에 인과 관계가 반드시 성립해야만 결과술어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다.
(27ㄱ)에서 ‘닦다’와 ‘천천히’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면
(27ㄴ)에서 ‘닦다’와 ‘깨끗하다’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잘’이 누적대상, 과거 시제와 함께 쓰일 경우에는 결과술어로
기능할 수 있음을 확인한 셈이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문장이 여전히 난제로 떠오
른다.

(28) ㄱ. 아, 잘 먹었다!
ㄴ. 아, 잘 잤다!

(28)의 문장에는 발화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생략되어 있는 누적 대상을 쉽게 추
측할 수 있다. (28ㄱ)은 어떤 식사를 먹었을 것이고, (28ㄴ)은 깨기 직전까지 잔 잠
이 누적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28)의 문장을 문맥을 집어넣어 다시 쓰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9) ㄱ. 단우는 엄마가 차려 주신 밥을 잘 먹었다.
ㄴ. 단우는 점심시간에 잔 잠깐 동안의 잠을 잘 잤다.

여기서 ‘잘’은 결과 상태를 수식하여, 그 의미가 [만족스럽게] 정도가 될 것이다. 그
런데 직접 목적어 제한 규칙(DOR)에 의해 ‘잘’은 ‘밥’이나 ‘잠’의 상태를 나타내야
한다. 그런데 (29)의 문장은 결코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다.

(30) He cut the meat thick/thickly.
≠ He caused the meat to become thick by cutting it. (Washio 199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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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hio(1997)에서는 (30)의 문장을 의사결과구문(spurious resultatives)로 취급
한다. 한국어로 번역하여 적용해보자면, ‘그는 고기를 두껍게 잘랐다’ 정도가 될 것
인데, 고기를 잘라서 그 고기가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구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Geuder(2002: 80)의 가설에 따르면 결과 부사어는 암묵적으
로 창조된 물체의 술어가 될 수도 있다.47) 이를 (30)의 문장에 적용해보면 고기가
잘린 한 점, 한 점의 크기가 ‘thick’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30) 역
시 의사결과구문이 아닌 결과구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한국어 논의에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이 해결이 될 수가 있다.

(31) ㄱ. 연우는 문을 잘(활짝) 열었다.
ㄴ. 연우는 트럭에 짐을 잘(가득) 실었다.

(31ㄱ)은 ‘잘’이나 ‘활짝’이 수식할 대상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곧 문을
연 결과, 문 자체가 ‘활짝(크게)’이라는 상태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문이
열리면서 생기게 되는 공간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논리로 (31ㄴ) 역시 짐
을 실어서 ‘가득’한 상태가 되는 것은 트럭 그 자체가 아니라 짐이 실리는 공간을
의미하게 된다.
이를 좀 더 확대하여 적용하면 (28)의 문장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곧 먹음으로
써 좋은 상태(잘)로 되는 대상이 화자 자신,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화자의 배나, 화
자의 기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은 협의의 결과구문과 광의의 결과구문
을 구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협의의 결과구문은 엄격하게 결과 상태를 나타
내는 술어가 직접목적어나 비대격 주어에 영향을 미치지만 광의의 결과구문은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가 문장에 드러나지 않은 대상일지라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24)의 ‘잘’이 결과 구문을 형성하는 조건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수 있다.

47) Resultative adverbs predicate of implicit created o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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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ㄱ. 1차 서술어가 완성 사건을 나타내어야 한다.
ㄴ. 특정적인 누적 대상이 나타난다.
ㄷ. ‘잘’이 누적 대상의 결과 상태나 1차 서술어의 영향을 받는 암묵적 대상의
상태를 나타낸다.
ㄹ. 과거를 나타내는 ‘-었/았-’과 공기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잘’이 작용하는 영역을 나타내게 되었다.

(33)

3.2. 방식부사 ‘잘’이 형성하는 어휘특성문
총칭성은 총칭명사구(generic NPs)48)와 총칭문(generic sentences)을 통해 표현
되며, 그 의미는 ‘대체로’, ‘보통’, ‘일반적으로’로 바꾸어볼 수 있다(전영철 2003:
268, 전영철 2012: 54). 이러한 총칭문은 크게 개체층위 술어(individual-level
predicates)로 이루어진 어휘특성문(lexical characterizing sentences)과 장면층위
술어(stage-level predicates)로 이루어진 습관문(habitual sentences)으로 구분된다
(전영철 2003: 276).
우리의 논의 대상인 ‘잘’은 어휘특성문을 형성하기도 하고 습관문을 형성하기도
한다. 전영철(2003: 276)에 의하면 “어휘특성문은 지속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개체
층위 술어를 취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사건과는 무관한 일반화를 표현”하고, 반면

48) 총칭명사구는 종류-지시 명사구(kind-referring NPs)로 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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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속성을 표현하는 장면층위 술어를 취하는 습관문은 일시적인 사건들에 기
반을 둔 일반화를 표현”한다. 이처럼 ‘잘’이 개입하여 형성하는 총칭문의 두 유형은
상보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초두에 ‘질’과 ‘양’이 거
의 반의어처럼 쓰이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사 ‘잘’이 작용하는 의
미 범주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방식부사 ‘잘’은 사건의 과정에 작용하여 서술 대상의 지속적 속
성을 나타내어 어휘특성문을 형성할 수 있다. 반면 빈도부사 ‘잘’은 전체 사건에 작
용하여 일시적 사건을 기반으로 한 습관문을 형성할 수 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방식부사 ‘잘’이 어휘특성문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3.2.1. ‘잘’이 형성하는 어휘특성문
우선 논의의 범위를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총칭성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가 이루
어진 전영철(2012)에 따르면 총칭성은 총칭명사구에 의한 것과 총칭문장에 의한 것
으로 엄격하게 구분해서 접근해야만 한다(전영철 2012: 55). 본고에서의 논의 대상
은 이 중 총칭문장에 의해 나타나게 되는 총칭성으로 국한된다. 곧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총칭문장에서 부사 ‘잘’이 형성하는 어휘특성문이다. 그러므로 본 절의 논의에
서 명사구는 총칭명사구가 아닌 한정적 명사구, 혹은 인명과 같은 고유명사로 고정
시킬 것이다. 또한 전영철(2012:60)에 따르면 화제표지 ‘-은/는’은 총칭성에 대한
보장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은/는’이나 ‘-이/가’나 똑같이 장면층위 술어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직관에 기반한 일차적 해석을 중시한다. 의
미의 세밀한 차이를 관찰할 경우일수록 직관은 유용한 도구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번 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문장은 다음이 될 것이다.

(34) ㄱ. 연우는(혹은 ‘연우가’) 뛴다.
ㄴ. 연우는(혹은 ‘연우가’) 잘 뛴다.

(35) ㄱ. 연우는(혹은 ‘연우가’) 탕수육을 먹는다.

- 62 -

ㄴ. 연우는(혹은 ‘연우가’) 탕수육을 잘 먹는다.

(36) ㄱ. 연우는(혹은 ‘연우가’) 집을 짓는다.
ㄴ. 연우는(혹은 ‘연우가’) 집을 잘 짓는다.

(34ㄱ)의 문장은 이번 경기에서 뛰게 되었다는 의미와 같은 문맥이 주어지지 않
는 이상 일차적으로 연우가 뛰고 있음을 현장 지시적으로 나타낸다. 전형적인 장면
층위 술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34ㄴ)은 현장 지시적으로 ‘연우가 잘 뛰네!’와
같은 해석을 갖게 될 수 있는 문맥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일차적으로 연우는 잘 뛰
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35ㄱ)이나 (36ㄱ) 역시 연우가 주
식으로 탕수육을 먹거나 생계를 위해 집을 짓는다는 문맥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일
차적으로는 현장 지시적으로 해석된다49). 반면에 (35ㄴ)이나 (36ㄴ)은 현장 지시적
으로 해석되지 않는 이상 (35ㄴ)은 연우는 탕수육에 대한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36ㄴ)은 연우가 집을 짓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식부사 ‘잘’은 사건의 과정에 작용한다. 이미 상술한 것처럼 사건의 과정을 상정
해볼 수 있는 사건 유형은 동작 사건이나 완성 사건이다. 동작 사건이나 완성 사건
의 술어는 모두 일시적 상황을 나타내는 장면층위 술어이다. 그런데 ‘잘’이 공기하면
장면층위 술어는 개체층위 술어로 전환된다. (34~36)의 예에서 보듯이 ‘잘’이 붙어
형성하는 술어는 ‘잘’이 수식하는 사건에 대한 행위주의 수행 능력을 나타내고 섭식
에 관한 것일 때에는 대상에 대한 행위주의 선호나 취향을 표현한다. 이러한 능력이
라든지 취향 등은 쉽게 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서 개체층위 술어에 해당
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잘’이 사건의 전개 과정의 ‘어떠함’을 서술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본고의 기본적 서술의 틀은 의미 범주에 따라 문장이나 발화를 나누어 보고
각 범주를 논항으로 삼는 함수로서 부사를 취급하는 것이다. 이런 틀은 본래 사건의

49) 또한 현장지시적으로 발화가 될 경우에는 ‘탕수육’이나 ‘집’과 같은 전제된 존재는 발화에
서 등장하지 않는다. 그저 ‘잘 먹네!’나 ‘잘 짓는다!’ 식의 감탄과 같은 형태로 발화되는 것
이다. 이런 점에서 (34)~(36)의 문장은 자연스러운 현장지시적 발화가 될 수 없다. 이는 자
연스럽게 어떤 대상에 대한 행위주의 능력이나 선호도를 표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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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론의 것인데, 사건의미론 전통에서는 부사가 사건을 논항으로 삼아 사건에 대해
서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잘’이 가진
[+상태성]이 동사와의 결합 이후에도 부각되어 장면층위 술어를 개체층위 술어로
변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어휘특성문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방식부
사는 기본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모양을 나타냄과 동시에 행동주에 어떤 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박소영 2003: 105). ‘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잘’이 결합하
여 나타나는 술어가 행동주에 능력, 취향, 선호와 같은 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
다.
이제 ‘잘’이 형성하는 어휘특성문의 의미 표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해보자.
총칭성은 총칭명사구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총칭문장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어서 이 둘을 잘 구분해야만 한다고 이미 언급하였다. 이로 볼 때 방식부사 ‘잘’이
나타내는 총칭성은 비총칭명사구와 총칭문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서 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37) ㄱ. 사자는 고기를 잘 먹는다.
ㄴ. 단우는 고기를 잘 먹는다.

가령 (37ㄱ)의 경우에는 ‘사자’가 총칭명사구로 실현되어서 사실 ‘잘’이 빠져도 사
자가 일반적으로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총칭성에는 지장이 없다. 하지만 (37ㄴ)은
‘잘’이 빠져버리면 (34~36)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장 지시적 발화가 일차적
해석이 되어 총칭성을 상실하고 만다. 그런데 총칭성은 일종의 양화 표현이라서 주
로 삼부구조를 통하여 의미 표상이 이루어진다. 문제는 ‘잘’이 총칭문으로 총칭성을
표현하는 (37ㄴ)의 경우일 것이다.
먼저 (37)를 삼부 구조를 통해 의미 표상을 하면 다음과 같다.

(38) ㄱ. GENx [사자(x)] [고기를_잘_먹는다(x)]
ㄴ. *GEN [단우] [고기를_잘_먹는다(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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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철(2012: 63)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특정 낱개체에 대한 (38ㄴ)과 같은 서술은
‘GEN’이 결속할 수 있는 변항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 운용자에 해당하는 GEN은 작
용할 범위, 곧 변항을 필요로 하는데 특정 낱개체인 ‘단우’는 변항이 될 수 없기 때
문이다. 이렇게 변항이 없는 경우에는 공허한 양화(vacuous quantification)가 되어
적절한 삼부구조가 도출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영철(2012)의 논의를
적극 도입하여 (38,ㄴ)을 다음과 같이 다시 서술할 수 있다.

(39) GENs [C(단우,s)] [고기를_잘_먹는다(단우,s)]

여기서 ‘C’는 맥락(context)을 나타낸다. 곧 ‘고기를 잘 먹는다’라는 속성이 나타
날 만한 맥락에 한하여 (38)의 기술이 의미가 있다는 제한을 가하게 된다. ‘s’는 상
황 변항인데, 장면층위 술어뿐만 아니라 개체층위 술어도 상황 변항을 가질 수 있다
는 논의(전영철 2012: 66-67)에 따라 (38ㄴ)과 같은 개체층위 술어에도 상황 변
항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문장을 통해 총칭성을 실현시킨다는 의미 표상이 (39)과
같이 가능하다. 이 때 운용자인 GEN이 결속할 수 있는 변항 ‘s’가 생겨서 공허한
양화를 피할 수가 있게 된다.
본 절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본 문제는 목적어 자리에 나타난 총칭명사구에 관한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는 ‘잘’이 들어간 문장이 어휘특성문으로 해석이 된다는 전
제 아래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잘’이 붙은 해당 술어의 일반화가 가
능해야 하는데, 이 때 목적어 자리에 특정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 표현으로서의 맨
명사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맨 명사구는 주어 자리에 나타나
서 총칭명사구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목적어 자리에도 나타나서 총칭문을 형성할
수 있다. 이 때 목적어 자리에 나타나는 맨 명사구도 주어 자리에 나타나는 맨 명사
구처럼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하다. 존재적 해석(existential interpretation)과 총칭
적 해석(generic interpretation)이 그것이다.50)
50) 주어 자리가 아닌 목적어 자리에 맨 명사구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는 오치성
(1997)를 참조할 수 있다. 이 논의는 영어를 대상으로 하여 맨 복수 명사구를 대상으로 하
였지만, 한국어에는 맨 명사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치환하여 이해하면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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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ㄱ. 연우는 엄마가 차려주신 밥을 잘 먹는다.
ㄴ. 연우는 엄마가 차려주신 밥을 잘 먹었다.

(40ㄱ)에서 ‘엄마가 차려주신 밥’은 현장 지시적인 특정 낱개체로서 존재적 해석
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종류(kind)를 가리켜서 총칭적 해석을 받을 때에만 (40ㄱ)의
문장이 총칭문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런데 (40ㄴ)의 경우와 같이 과거 시제로 쓰
인 경우 ‘엄마가 차려주신 밥’이라는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존재적 해석을 일차적으
로 갖는다. 물론 (40ㄴ)의 경우에도 ‘과거에 연우가 엄마가 차려주신 밥을 좋아했
다’라는 총칭적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때에 ‘엄마가 차려주신 밥’은
또 다시 특정 낱개체가 아닌 종류를 가리키게 된다. 곧 목적어 자리에 나타난 맨 명
사구의 특정성 여부에 따라 일반화의 가능 여부가 판가름 나고 이와 더불어 어휘특
성문의 성립 여부 역시 판가름 나는 것이다.
(40)의 예에서 보듯이 시제는 일차적 해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시제의
차이로 인하여 (40ㄱ)은 일차적으로 어휘특성문으로, (40ㄴ)은 일차적으로 비총칭
문, 곧 개별문(particular sentence)으로 해석이 된다. 전영철(2013: 85)은 “문장의
총칭성이란 어떤 개체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의 기술이나 혹은 일반적인 사건들에
대한 일반화의 기술을 뜻하므로 시간적 요소를 수반”한다고 말한다. 이 때 현재 시
제는 이러한 일반화를 구현하기에 최적화된 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단순 과거 시제도 일반화를 구현할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총칭문이 영어
에서 단순 현재(simple present)와 단순 과거(simple past) 시제에서 구현될 수 있
는 것은 이들 시제가 특정 사건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
다(Laca 1990: 28).51) 다만 본고에서는 어떤 해석이 우월한지, 곧 일차적 해석이
51) Laca(1990)의 원문을 그대로 적어보도록 한다.
Generic and habitual statements are predominantly expressed by some
particular tenses; these include in English the simple present, the simple past
and the used-to periphrasis, in Spanish the present and the imperfective past. It
is a characterictics of these tenses that they do not of themselves introduce a
bound or a limit to the denotated event. This bound cannot be supplied by bare
NPs, which in both the existential and the universial readings are unbounded
forms, because of their inability to fix any particular quantity of individuals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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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를 직관에 힘입어 다루고 있다. 과거시제의 경우, 목적어가 일차적으로 특
정성을 지닌 개체로 해석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앞서 3.1.4절에서 우리는 ‘잘’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특정성, 정보구조,
시제를 살펴본 바 있다. 본 절에서 ‘잘’이 형성하는 어휘특성문을 기술함에 있어서도
3.1.4에서 논의한 주제들이 반복되어 활용이 되었다. 이는 ‘잘’을 해석하는 데에 있
어서 특정성, 정보구조, 시제 등이 간과할 수 없는 요소라는 것을 방증해준다.

3.2.2. ‘잘’과 공기하는 피동의 해석
남수경 (2011: 37)에서는 피동의 원형적인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41) ㄱ. 대응되는 능동문이 존재한다.
ㄴ. 능동문의 주어, 즉 행위자는 피동문에서는 나타나지 않거나 사격어로 나타난다.
ㄷ. 능동문의 목적어, 즉 피동자는 피동문에서는 주어로 나타난다.
ㄹ. 형태론적 표지를 지닌다.

이러한 조건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예측을 해볼 수 있다. ‘잘’이 피동문에 쓰여 어
휘특성문을 형성한다면 그 주어는 대당 능동문에서 목적어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목적어는 이미 앞서 논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존재적 해석을 받지 않고 총칭적 해석
을 받아야만 했다. 그렇다면 ‘잘’이 들어간 피동문의 주어는 총칭명사구로만 실현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42) ㄱ. 이 책은 잘 읽힌다.
ㄴ. 이것은 잘 잘린다.
ㄷ. 이 의자는 잘 접힌다.

(박소영 2003: 104)

(42ㄱ)은 어떤 특정 책이 읽고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음(책
of the stuff in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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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이 난해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42ㄴ)의 ‘이것’은 ‘이 종이’로 치환하여 보
자. (42ㄴ)은 어떤 특정 종이가 있고, 이 종이가 부분을 자를 때마다 어렵지 않게
자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42ㄷ)은 어떤 특정 의자가 있고 이 의자를 접을 때마다
어렵지 않게 접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곧 (42)의 주어는 모두 특정적 해석을 받을
수 있어서 총칭명사구로 실현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42)의 주어들, ‘이 책 /
이것 / 이 의자’가 종류로 해석이 되어 총칭적 해석을 받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총
칭성을 나타낼 수 있음은 물론이다. 결국 피동문의 주어는 총칭명사구로 나타날 수
도 있지만 비총칭명사구로도 나타날 수 있고, 이 비총칭명사구로도 어휘특성문이 형
성된다고 정리할 수 있다.

(43) ㄱ. 단우는 책을 빨리 읽는다.
⟶ GENs [C(단우,s)] [책을_빨리_읽는다(단우,s)]
ㄴ. 책이 단우에 의해 빨리 읽힌다.
*

⟶ GEN(x) [책(x)] [단우에 의해_빨리_읽힌다(x)]

(44) ㄱ. 사람들은 이 책을 빨리 읽는다.
⟶ GEN(x) [사람(x)] [이 책을_빨리_읽는다(x)]
ㄴ. 이 책이 빨리 읽힌다.
⟶ GENs [C(이 책,s)] [빨리_읽힌다(이 책,s)]

(43ㄱ)의 대당 피동문은 (43ㄴ)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당 피동문에서 ‘책’은 총칭
명사구로 실현이 되어 상황 변항 ‘s’가 사라졌지만 성립이 되지 않는다. ‘책’이라는
것의 일반적인 속성으로 ‘단우에 의해 빨리 읽힌다’를 상정할 수 없을뿐더러, (43
ㄱ)의 경우 ‘책을 빨리 읽다’가 그 자체로 주어에 대한 속성을 기술하는 것이 되었
기 때문에 ‘책’만 따로 추출하여 대당 피동문을 형성시킬 수 없는 것이다.
한편 (44ㄴ)은 대당 능동문으로 (44ㄱ)을 상정할 수 있다. 결국 (42)의 예문들과
(44ㄴ)이 총칭적 해석을 받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행위주(가령, 읽는 주체)가 총칭
명사구 ‘사람들’로 상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52) 이것이 피동문으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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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되면 ‘빨리 읽힌다’는 ‘이 책’의 변하기 힘든 항구적 속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잘’은 피동문에 쓰여 어휘특성문을 형성하는데 이 때 주어는 비총칭명
사구여도 무방하다.
한편, 박소영(2003:104)에서는 피동 동사는 달성 동사(achievement verb)에 해
당하고, ‘잘’이 이러한 달성 동사와 결합할 때에는 ‘쉽게’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한
바 있다. 이 박소영(2003)의 논의에는 몇 가지 보충할 점이 눈에 띈다.
우선 방식부사 ‘잘’과 빈도부사 ‘잘’의 층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다.

(45) ㄱ. 은은 더러움을 잘 탄다.
ㄴ. 대나무는 잘 휜다.

(박소영 2003: 104)

박소영(2003)은 (45)의 문장에서 ‘(더러움을) 타다’와 ‘휘다’와 같은 달성 동사와
‘잘’이 결합하면 [쉽게, 걸핏하면]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쉽게’는 과정의 난
도에 대해 서술하는 전형적인 방식부사이다. 하지만 ‘걸핏하면’은 사건의 전개 과정
의 어떠함과는 무관한 빈도부사류로 해석되어 [자주], [흔히]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결국 ‘쉽게’와 ‘걸핏하면’은 (46ㄷ)과 (46ㄹ)에서 보듯이 그 해석 층위가 다르
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의미적으로 헷갈리는 것은 문맥에 따라 ‘쉽게’가
[자주]의 의미를 갖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에서 ‘쉽게’에 해당하는 ‘easily’에
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46) ㄱ. I can easily finish it tonight. 나는 그것을 오늘밤에 수월하게 끝낼 수 있다.
ㄴ. I get bored easily. 나는 쉽게 지루해 한다.

(네이버 영어 사전)

ㄷ. 이 책은 (어렵지 않게) 쉽게 읽힌다.
ㄹ. 이 책은 (사람들에게) 쉽게 읽힌다.

52) 여기에 ‘나는 이 책을 빨리 읽는다’와 같은 경우를 상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때에
‘빨리 읽힌다’는 ‘이 책’의 속성이 될 수 없다. ‘나에게만’ 국한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
기 때문에 ‘이 책’에 일반적인 속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주어로 총칭명사구를
상정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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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본고는 공시론적 연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잘’이 [쉽게]라는
의미에서 [자주]라는 의미로 확장이 되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해볼 수 있는데 공시
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두 의미가 분화된 것으로 보인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자주]의
의미를 가진 빈도부사 ‘잘’은 경계가 명확한 사건 유형과 공기하기 수월하다. 피동동
사가 나타내는 사건 유형이라고 하는 달성 유형은 경계성이 명확하다. 그렇기 때문
에 [쉽게]의 의미를 가진 ‘잘’이 범시간성을 가진 맥락에서 쓰이면 [자주]라는 의미
로 확장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의미의 확장이 마무리
단계가 되면 빈도부사 ‘잘’은 그 결합제약이 완전히 풀려서 모든 사건 유형과 공기
할 수 있게 되고, 본말이 전도되어 오히려 경계성이 없는 사건을 경계성이 있는 것
으로 해석되게 만든다. 우리는 지금 공시적 관점으로 ‘잘’을 관찰한다. 그렇기 때문
에 ‘잘’이 가진 의미 [쉽게]와 [자주]는 각각 구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의 수행 과정이 용이한 것과 어떤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그 쓰임을 구분할 수 있다. (45)의 문장에서 제시
하는 달성동사나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피동동사는 사건의 결과 상태에 중점이
놓여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이 수식한다고 해도 중점이 놓여있는 ‘상태’
에 수월하게, 빨리 도달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부사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한편 (45)의 문장에서 주어는 모두 총칭명사구이다. 이 때문에 ‘잘’이 [쉽게]를
의미하는 방식부사로도 해석이 되고, [자주]를 의미하는 빈도부사로도 해석될 여지
가 많은 것이다.
이제 주어를 비총칭명사구로 바꾸면 그 해석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
가 있다.

(47) ㄱ. 대나무는 잘 휜다.
ㄴ. (여기 있는 다른 대나무는 안 그러는데) 이 대나무는 잘 휜다.
ㄷ. 유리병은 잘 깨진다.
ㄹ. (여기 있는 다른 유리병은 안 그러는데) 이 유리병은 잘 깨진다.

(47)의 문장은 모두 총칭문이다. (47ㄱ)과 (47ㄷ)은 ‘대나무’와 ‘유리병’이라는 총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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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구를 통해 총칭문이 형성되었지만 (47ㄴ)과 (47ㄹ)은 ‘이 대나무’와 ‘이 유리병’
이라는 비총칭명사구임에도 방식부사 ‘잘’로 인해 총칭문이 형성되었다. (47ㄴ)은
‘이 대나무’의 잘 휘는 속성을 나타내고, (47ㄹ)은 ‘이 유리병’의 잘 깨지는 속성을
표현하여 개체층위 술어가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잘’이 어휘특성문
을 형성할 수 있었던 논의와 별반 달라질 것이 없다. 달성 사건의 특성은 일정 결과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피동도 그 상태에 도달하기에 달성 사건으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 지식에 의해 어떤 상태는 다시 복귀가 불가능한 것이 있
고, 어떤 상태는 원래의 상태로 복귀가 가능한 것이 있다. (47ㄴ)의 ‘이 대나무’는
휘었다가 다시 원상태로 복구가 가능하지만 (47ㄹ)과 같은 경우에 ‘깨지다’는 복구
가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한다. 이 (47ㄹ)의 경우에는 ‘잘’이 [자주]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 특정 개체가 깨졌다가 다시 복구되고 또 깨지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잘’은 [자주]가 아닌 [쉽게]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또
한 (47ㄹ)과 같은 일반화가 가능한 이유(곧 깨뜨려보지도 않고 잘 깨진다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 지식에 의하여 사람들이 병의 두께나, 재질, 모양새를 보고
미리 예측하여 ‘이 병’이라는 특정 낱개체에 속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의 논의를 통해 볼 때, 문맥을 정교하게 조정해본다면 ‘잘’이 가진 [쉽게]의 의미와
[자주]의 의미는 구분되어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소영(2003)의 ‘잘’의 의미기술에서 또 하나의 미진한 것은 부사 ‘잘’이 [쉽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단순 현재 시제로 나타나야만 하고 과거 시제로 나타나는
(48ㄴ)의 경우 ‘잘’은 문장부사로 바뀐다고 한 점이다(박소영 2003: 103-104)

(48) ㄱ. 이 유리병은 잘 깨진다.
ㄴ. 이 유리병은 잘 깨졌다.

여기서 문장부사는 아직 우리가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평가부사로, (48ㄴ)을
다시 쓰면 ‘이 유리병이 깨진 것은 잘 된 일이다’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48ㄴ)
이 그렇게만 해석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는다. 필자의 직관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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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ㄴ)에서 과거시제와 ‘잘’이 공기가 되어도 빈도부사 ‘잘’의 해석을 제외하고도 세
가지의 해석이 가능해진다.

(49) 이 유리병은 잘 깨졌다.
ㄱ. 해석 1: 이 유리병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깨졌다. (결과술어 ‘잘’)
ㄴ. 해석 2: 이 종류의 유리병은 과거에 쉽게 깨졌다. (방식부사 ‘잘’)
ㄷ. 해석 3: 이 유리병이 깨진 것은 잘 된 일이다. (평가부사 ‘잘’)

여기서 박소영(2003)에서 들고 있는 술어 ‘깨지다’는 앞서 말한 것처럼 복구가 불가
능한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해석이 네 가지로 나타난다. 그런데 만약
‘이 의자가 잘 접혔다’로 문장을 바꿀 경우에는 ‘이 의자’가 특정 낱개체가 가진 과
거의 속성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 그 해석이 네 가지로 늘어나는 셈이다. ‘이 의
자가 잘 접혔다’를 중심으로 ‘잘’과 공기하는 피동문의 해석을 정리해보자.

(50) 이 의자가 잘 접혔다.
ㄱ. 해석 1: 이 의자가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접혔다. (결과술어 ‘잘’)
ㄴ. 해석 2: 이 종류의 의자는 과거에 잘 접혔다. (방식부사 ‘잘’)
ㄷ. 해석 3: (특정 개체로서) 이 의자는 과거에 잘 접혔다. (방식부사 ‘잘’)
ㄹ. 해석 4: 이 의자가 접힌 것은 잘 된 일이다. (평가부사 ‘잘’)

(49ㄱ)이나 (50ㄱ)은 우리가 앞서 논의했던 결과술어 ‘잘’의 해석을 받는다. 잘
알려져 있는 Perlmutter(1978)의 비대격가설에 의하면 자동사에는 비대격 동사와
비능격 동사 두 가지가 있다. 이를 Levin ＆ Rappaport(1995: 3)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51) ㄱ. 비능격 동사: NP [vp V]
ㄴ. 비대격 동사:

[vp V NP/CP]

본래적인 자동사라는 것은 비능격 동사에 해당하고 비대격 동사에는 기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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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structure)에서는 대격의 자리에 있다가 표층 구조(surface structure)에서는
주어의 자리에 나타난다는 것이 주된 요지이다. 물론 한국어에는 비대격 가설이 완
벽하게 적용이 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 설명을 위해 도입할 경우에, 피동문의 주어
로 나타난 ‘이 의자’의 상태를 ‘잘’이 서술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설명될 수 있다. 기
저에서 대격 자리에 있었던 ‘이 의자’는 직접 목적어 제한 규칙(DOR)이 적용되어
부사 ‘잘’이 결과술어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소영(2003:113)에서는 피동 동사 구문에서의 부사 ‘잘’이 화용적으
로 요구된 필수적 성분이라고 한 바 있다.
(52) ㄱ. 이 책은 {*∅, 잘} 읽힌다.
ㄴ. 이것은 {*∅, 잘} 잘린다.
ㄷ. 이 의자는 {*∅, 잘} 접힌다.

그런데 이것이 피동 동사 구문에만 국한된 문제인지는 의심스럽다.
*

(53) ㄱ. 단우는 { ∅, 잘} 달린다.
*

ㄴ. 단우는 { ∅, 잘} 먹는다.

능동문인 (53)의 경우에도 ‘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전달하는 정보의 내용은
상이하다. 이는 (52)에서의 문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제껏 우리가 논의한 바대로
‘잘’이 빠진 ‘단우는 달린다’라는 문장을 총칭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현장 지시적
인 개별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것은 ‘이 책은 읽힌다’에도 동일하다. 또한 ‘잘’
이 붙어서 현장 지시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총칭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곧
‘잘’이 어휘특성문을 형성하는 경우에 ‘잘’은 피동문이 되었건 능동문이 되었건 필수
적이다. 용언의 상적 특성이나 태의 특성과는 무관하게, 어휘특성문을 형성하는 ‘잘’
은 동사구와 긴밀하게 결합하여 주어의 속성을 나타내는 개체층위 술어로 동사구의
층위를 변화시킨다. 기능 단위 간의 결합으로 그 의미와 기능이 확장되거나 변화되
는 것은 의미론 층위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 화용적 층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 73 -

수 있다.

3.2.3. ‘잘’이 형성하는 관용 표현
‘잘’은 그 의미의 무표성만큼이나 다채로운 관용 표현53)을 만들어낸다. ‘잘나가
다’, ‘잘살다’, ‘잘 있다’, ‘잘빠지다’, ‘잘생기다’, ‘잘되다’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
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관용 표현에 대하여 상고해보자. 주지할 것은 ‘잘’이 결합
하기 이전과 이후의 결합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54) ㄱ. 단우는 해외로 나갔다.
‘나가다’: 논항구조 = [행동주 + 착점]
ㄴ. 단우는 조치원에 산다.
‘살다’: 논항구조 = [행동주 + 처소]
ㄷ. 단우는 도서관에 있다.
‘있다’: 논항구조 = [행동주 + 처소]
ㄹ. 단우는 그 팀에서 빠졌다.
‘빠지다’: 논항구조 = [행동주 + 기점]
ㅁ. 단우는 돈이 생겼다.
‘생기다’: 논항구조 = [대상 + 착점]
ㅂ. 단우는 의사가 되었다.
‘되다’: 논항구조 = [대상 + 착점]

(54)의 예들은 ‘잘’이 결합하면서 모두 그 결합가가 줄어든다. 쉽게 말해, 통사적
으로 주어 하나만을 남기게 되는 것이다.

(55) ㄱ. 단우는 잘 나간다.
53) 관용어는 넓은 의미에서 연어(collocation)를 포함하고 좁은 의미에서는 숙어(idiom)만을
지칭한다. 본고에서는 김창섭(2012: 222)을 따라 표현들 가운데 그 내부 구성이나 의미, 사
용 상황 등을 규칙보다는 관습에 의한 것으로 설명해야 하는 것들, 곧 관습적 사용에 의해
성립된 표현이라는 의미로 관용 표현을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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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단우는 잘 산다.
ㄷ. 단우는 잘 있다.
ㄹ. 단우는 잘빠졌다.
ㅁ. 단우는 잘생겼다.
ㅂ. 단우는 잘됐다.

통사론과 의미론의 접면인 논항을 중심으로 볼 때에 (55ㄱ)의 경우에는 착점
(goal)논항이 사라졌고, (55ㄴ)과 (55ㄷ)은 처소 논항이 사라졌다. (55ㄹ)과 같은
경우에는 기점(source) 논항이 사라졌고, (55ㅁ)과 (55ㅂ)은 착점 논항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과거형으로만 실현되는 특이함이 있다.
의미론적으로는 (55)의 각 예들은 의미 확장을 통해 본래 개별 어휘의 뜻과 제법
멀어지기도 하였으며, 멀어지는 과정 중에 있기도 하다. 가령 (55ㄱ)의 ‘잘나가다’는
사회적인 성공을 말하며, (55ㄴ)의 ‘잘 산다’는 부자임을 의미하고 (55ㄹ)과 (55ㅁ)
의 ‘잘빠지다’, ‘잘생기다’는 외모가 출중함에 대한 서술이다. (55ㄷ)이나 (55,ㅂ)과
같은 경우에는 개별 어휘의 뜻이 상당히 남아있지만 그 관용적 쓰임으로 따지자면
‘잘’이 결합하기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합가의 변화 문제는 비단 ‘잘’이 형성하는 관용 표현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었
다. 앞서 살펴본 ‘단우는 잘 먹는다’나 ‘단우는 잘 뛴다’의 의미와 기능도 단순히 동
사에 부가어로서의 ‘잘’이 붙은 것이라고 하기에는 문법적 변화가 컸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방식부사 ‘잘’은 동사와 긴밀히 결합하여 서술하는 대상의 능력이나
선호도 등을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어휘특성문을 통해 총칭성이 실현되는 것이고,
총칭성은 결국 어떠한 속성이나 행동의 일반화이다. 관용 표현 역시 이러한 의미의
일반화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며, 이는 ‘잘’과 동사구와의 긴밀성이 높아 일반화된 의
미가 제 3의 의미로까지 확장된 사례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일반화의 특징은 범시간성과 범공간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잘’이 결합하여 어휘특성문을 형성한 문장에서 특정적인 누적대상이나 처소 논항,
특정 시간부사구가 공기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사실 사건이라는 것은 발생 장
소와 시간을 전제로 한다. 시간부사구가 ‘언제’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장소부사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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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언제’와 ‘어디서’에 사건이 발생함
을 기술하게 되면 그 사건은 범시간성, 범공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한정된 시간대
와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머물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잘’이 현재 시제로 실현된 동
사구와 결합할 때에는 개별 사건을 나타내는 표현과는 어울리지 못한다.
(55ㄹ~ㅂ)의 ‘잘생겼다’, ‘잘빠졌다’, ‘잘됐다’ 등은 특별히 과거형으로만 쓰인다.
일종의 ‘닮았다’류처럼 [+상태성]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여기서 ‘생기다’, ‘빠지다’,
‘되다’ 등은 피동의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 특별히 ‘잘생기다’, ‘잘빠지다’ 등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도 형용사로 등재되어 있고, 그 활용형도 ‘잘빠진’, ‘잘생긴’등
으로 나타나 동사의 것이 아닌 형용사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잘’이 피동문에서도
어휘특성문을 형성하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다. 여기서도 ‘잘’이 피동을 나타내는 동
사구와 결합하여 주어의 속성을 나타내는 술어로 기능하게 되고, 이 술어가 의미 확
장을 거쳐 지금의 쓰임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3.3. 요약
본 장에서는 방식부사 ‘잘’과 관련한 언어 현상을 관찰하고 해석 양상을 설명하였
다.
우선 방식부사 ‘잘’은 문장의 계층구조 중에서 과정과 결과라는 하위사건을 그 작
용역으로 한다. 한편 사건은 저마다 동작, 완성, 달성, 상태, 순간 등과 같은 상황유
형을 가지고 있다. 이 때 방식부사 ‘잘’은 과정을 설정할 수 있는 유형과 공기할 수
있어서 사건 전체가 과정으로 구성된 동작 사건이나 해석의 중점이 과정과 결과 중
에 과정에 있는 완성 사건과 공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달성이나, 상태, 순간
유형도 범주 변환을 통하여 방식부사 ‘잘’과 공기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과정과 공
기하기가 용이한 방식부사 ‘잘’은 이러한 고유의 의미 특성으로 인하여 사건의 종결
성을 보장하는 누적 대상과 공기할 수 없고, 만약 공기할 수 있는 경우라도 현장발
화적이어서 그 누적대상이 발화에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나더라도 종결성은 갖고 있
지 않게 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다만 방식부사 ‘잘’이 과거시제 ‘-었-’과
공기하는 경우 결과술어로서 기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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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식부사 ‘잘’은 그 고유의 의미를 포착하여 설명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
다. ‘잘’의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서술어)의 의미를 반드시 고려해야만 ‘잘’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생성어휘론의 견지에서 ‘선택 결속’이라는 기제를 사용
하여 ‘잘’의 의미를 기술하였고, 이로써 방식부사 ‘잘’이 갖는 다의성을 체계적, 구조
적으로 설명하였다.
의미론적으로는 하위사건에 작용하면서 통사론적으로는 동사(V) 범주에 강하게
밀착하는 방식부사 ‘잘’은 서술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쓰임을 창출하기도 한다. 곧 방
식부사 ‘잘’은 서술어와 결합하여 관용 표현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넓은 의미에서 보
면 방식부사 ‘잘’은 어휘특성문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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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빈도부사 ‘잘’의 문법 기술
본 장에서는 빈도부사 ‘잘’의 전반적인 문법을 다룰 것이다. 본 장 역시 가장 핵심
적인 부분은 빈도부사 ‘잘’의 의미와 기능일 것이다. 이 때 사건의 가산성과 양화 현
상에 대한 논의 역시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잘’을 비롯한 빈도부사들이 습관문을
형성하는 현상에 대한 기술도 이루어질 것이다.

4.1. 빈도부사 ‘잘’의 의미와 기능
예비적 논의를 통해 우리는 빈도부사 ‘잘’이 문장의 전체 사건 범주에 작용한다는
것을 살펴본 바 있다. 사건의미론의 기본적 전제는 일반 개체(entity)뿐만 아니라
사건(event) 역시 개체성을 가진다는 것이다(곽은주 1999: 458). 여기서 빈도부사
‘잘’은 전체 사건을 논항으로 삼아 사건을 양화시키는 함수로 작용한다. 양화는 기본
적으로 ‘셀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빈도부사 ‘잘’은 셀 수 있는 사건과 결
합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셀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인지에
대해, 또 셀 수 있는 사건과 결합하는 실례는 무엇인지, 셀 수 없는 사건과는 정말
결합하지 못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4.1.1. 사건의 가산성과 양화 현상
사건 의미론은 의미를 설명함에 있어서 사건이라는 별도의 개체를 의미 설명에
도입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의미론과 구별된다. 무엇보다 전통 의미론에서는 부사들
이 취할 수 있는 논항이 마땅치 않았다. 사건 의미론에서는 사건이라는 개체의 도입
을 통하여 부사들이 취할 수 있는 논항이 생긴 것이다. 이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in the back’과 ‘with a knife’와 같은 부사구는 사건 개체인 ‘e’를 논항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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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rutus stabbed Caesar in the back with a knife]]
= ∃e[stab'(caesar)(brutus)(e) ∧ in_back'(e) ∧ with_knife'(e)]
(곽은주 1999: 463)

이러한 사건이라는 개체의 도입으로 인해 사건의 양화는 더욱 설명이 수월해질
수 있다. 양화(quantification)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

(2)

ㄱ. 모든 학생은 학교에 간다.
ㄴ. 단우는 항상 동생을 때린다.

(2ㄱ)과 같은 경우에는 명사구에 양화가 일어났다. 이처럼 명사구에 양화가 일어난
경우에 영어에서는 한정사(determiner)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령 ‘no student’나
‘every man’ 등과 같이 ‘no’나 ‘every’ 때문에 양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를 D-양
화 현상이라 한다(Partee 1995: 543-544). 한정사가 발달하지 못한 한국어에도 물
론 이런 한정사 상당 어구가 존재하는데 그 예는 아래의 (3ㄱ)에 해당한다.
한편 (2ㄴ)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이라는 부사를 통해 양화가 일어났는데 이처럼
부사(adverb), 조동사(auxiliary), 접사(affix) 등에 의해서 양화가 일어나는 것을
A-양화 현상이라 한다(Partee 1995: 543-544). 강범모(1999: 117-118)는 한국
어에서 D-양화와 A-양화 둘 다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실례를 보이고
있다.

(3)

ㄱ. D-양화
{어떤, 모든, 각, 한, 두, 세, 네, . . .} 사람(들)
ㄴ. A-양화
부사: 언제나, 늘, 반드시, . . .
접사: 매-, -마다, . . .
보조용언/구성: -어야 한다, -곤 하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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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주목하는 빈도부사 ‘잘’은 사건을 논항으로 삼아 양화시키는 사건 양화 부사
이다. 양화 유형으로는 A-양화라고 할 수 있다.
한정사에 의한 명사구의 양화이든 부사에 의한 사건의 양화이든 모두 양화라는
큰 틀에서 이해하고 설명되어진다. 이처럼 명사와 사건 사이에는 양화의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발견된다. 명사구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구(count NP)와 그렇지
않은 물질명사구(mass NP)로 대별된다. 사건 역시 이러한 명사구의 특성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사건의 경계(boundness) 유무에 따라 사건의 가산성이 결정되는 것이
다(Bach 1986: 5, Kearns 2000: 218).54)

(4)

ㄱ. 가산명사: 사과, 연필, 책상, 책
ㄴ. 물질명사: 물, 우유, 빵, 치즈, 밀가루

(4ㄱ)의 예들은 이른바 가산명사들이다. 우리는 이러한 개체를 접할 때, 그것의
공간적인 경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하지만 (4ㄴ)은 이른바 물질명사로서 셀 수
없음을 그 특징으로 하며 이 개체들의 공간적 경계 역시 명확하게 나타낼 수 없다.
한편 (4ㄱ)의 가산 개체들은 그것을 쪼개면 그 개체일 수 없다. 가령, 책상을 분해
한다고 해보자. 책상 상판과 다리가 분해되고, 서랍이 떨어져 나간다면, 그 부분만을
지칭하여 책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4ㄴ)의 개체들은 쪼개도 역시 그
개체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병에 담긴 물을 잔에 일부 따른다고 해도, 잔에 있는
물은 여전히 물이고 병에 남은 물 역시 물이다. 이런 점에서 물질명사는 동질적
(homogeneous)이다.
사건 역시 이러한 적용이 가능하다. 이미 우리가 숙지하고 있는 사건 유형에는 경
계가 있는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으로 대별된다.

(5)

ㄱ. 동작: 단우가 그림을 그린다.
ㄴ. 완성: 단우가 그림 한 점을 그린다.

54) 일반 개체와 사건 개체의 이러한 상관 관계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Bach(1986), Smith(1997: 19-20), Kearns(2000: 218-224)를 참조하면 대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 80 -

ㄷ. 달성: 단우가 학교에 도착했다.
ㄹ. 순간: 단우가 재채기를 했다.
ㅁ. 상태: 단우가 키가 크다.

(5ㄱ)은 동작 유형이다. 이 사건은 경계가 없어서 ‘단우가 그림을 그리는 사건’이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다. 또한 (5ㅁ)은 상태 유형이다. 상태 유형 역시 동작 유형
처럼 그 경계를 정할 수가 없다. 하지만 (5ㄴ), (5ㄷ), (5ㄹ)은 경계를 정할 수 있
다. (5ㄴ)과 (5ㄷ)은 ‘그림 한 점’, ‘학교에’ 등과 같은 누적 대상(incremental
theme)이 명시되어 그 경계가 명확하고, (5ㄹ)과 같은 경우에는 그 사건 자체가 과
정과 결과를 따로 나눌 수 없을 만큼 순식간이므로 사건 그 자체로 인식되어 그 경
계가 명확한 것이다. 이러한 경계성의 유무를 기준으로 볼 때, 경계가 없는 (5ㄱ)과
(5ㅁ)은 그 순간을 잘라서 보아도 전체 사건과 동질적이라는 점에서 물질명사와 유
사성을 갖는다. 하지만 경계가 있는 완성 유형과 달성 유형은 그 과정이 전체와 동
질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그 유명한 Dowty(1977: 45)의 ‘미완료
역설’로도 설명된 바 있다.

(6)

ㄱ. John was drawing a circle.
ㄴ. John drew a circle.

(7)

ㄱ. John was pushing a cart.
ㄴ. John pushed a cart.

(Dowty 1977: 45)

(6ㄱ)은 (6ㄴ)을 보장하지 않는다. 곧 원을 그리고 있었다고 해서 그 원이 그려졌
으리라는 완료 상황을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7)은 그 상황이 다르다.
수레를 밀고 있었으면, 수레를 민 것이다. (6)과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지
만, 하지 않았다고 말해야한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다. 보다시피 (6)과 같은 경우에는
‘a circle’이라는 누적 대상이 명시된 완성 사건이다. 하지만 (7)은 동작 사건이다.
물병의 물과 컵에 따른 물이 동질적이듯이 동작 사건에서는 부분의 사건은 전체 사

- 81 -

건과 동질적이다. 하지만 책상을 쪼갠 것과 책상이 동질적이지 않듯이 완성 사건에
서는 부분과 전체가 같을 수 없기 때문에 (6)과 같은 역설적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
이다.
주지할 것은 가산 명사도 물질 명사처럼 쓰일 수 있고 거꾸로 물질 명사도 가산
명사처럼 쓰일 수 있다는 점이다(Bach 1986: 10). 마찬가지로 동작 사건도 경계를
가진 사건이 될 수 있다. Bach(1986: 10-11)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포장
(packaging)’과 ‘연마(grinding)’라는 용어로 설명하고 있다55).

(8)

ㄱ. 토끼가 길 여기저기 흩어져있다.
ㄴ. 물 한 잔이 탁자 위에 놓여 있다.

(9)

ㄱ. 단우가 학교까지 뛰었다.
ㄴ. 단우가 초상화 한 점을 그렸다.

(8ㄱ)의 ‘토끼’는 가산 명사이다. 그런데 맨 명사구로 쓰여서 마치 물질 명사처럼
경계를 알 수 없는 대상이 되어버렸다. 이를 형태가 있는 것을 형태가 없는 것으로
‘갈아버리는’ 연마라고 할 수 있다. (8ㄴ)의 ‘물’은 전형적인 물질 명사이다. 하지만
실제 세계에서 잔이라는 물리적 개체에 담기고, 언어적으로 ‘잔’이라는 분류사로 표
현이 되면서 ‘물’은 경계를 갖게 되었다. 이를 형태가 없는 것을 ‘포장하여’ 경계를
갖게 하는 포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건의 차원에서는 (9)와 같이 된다. ‘뛰다’나 ‘그림을 그리다’는 동작 사
건이다. 하지만 ‘학교까지’와 ‘초상화 한 점’이라는 누적 대상과 공기하자 사건이 종
결성을 확보하게 되고 완성 사건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런데 (9)에서 ‘학교까지’나 ‘초상화 한 점’이라는 누적대상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경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주목을 끈다. 곧 사건의 경계 유무는 문
맥을 통해 도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Bach 1986: 11).

55) ‘포장’과 ‘연마’라는 번역 술어는 곽은주(1999: 474)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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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ㄱ. 이 샐러드에 사과가 들어있다.
ㄴ. 설탕 좀 사와라.

(11) ㄱ. 단우가 산책했다.
ㄴ. 단우가 사과를 먹었다.

샐러드에 사과의 일부만이 들어갔다고 해보자. 곧 사과의 부분이 샐러드에 들어간
것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산 명사의 부분은 전체와 동일하지 않다. 책상의 부
분이 책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샐러드에서 사과의 조각을 발
견하고는 (10ㄱ)과 같이 발화할 수 있다. 곧 부분이 전체로 전환된 것이다. 한편 어
머니는 자식에게 (10ㄴ)과 같이 지시할 수 있다. 이 때의 설탕은 일정 용기에 들어
있는 가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의 설탕은 물질 명사가 아닌 가산
명사로 기능하게 된다. 이상을 종합하면 언중의 실생활의 언어 사용에서 있어서는
가산 명사와 물질 명사가 일종의 환유적 기제를 통해 상호 전환하는 양상을 보인다
고 정리해볼 수 있다.
사건 역시 마찬가지이다. 문맥을 상정하면 (11ㄱ)의 사건은 경계를 가진 사건이
된다. 가령 단우가 집 앞 공원 한 바퀴를 밤마다 산책을 하고, 이를 잘 알고 있는
화자가 이와 같이 발화한다면 이 사건은 경계를 가진 사건이 된다. (11ㄴ) 역시, 문
맥 속에서 화자와 청자가 특정 사과의 존재와 양을 알고 있다면, 이 사건은 경계를
가진 사건이 되는 것이다.
이런 논의가 빈도부사 ‘잘’의 의미와 기능을 기술하는 데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는
빈도라는 것이 가산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셀 수 있
고, 셀 수 없는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결국 ‘잘’은 셀 수 있는 사건
개체와 결합하여 사건을 양화시킨다. 이 사건의 가산성을 확보하는 데에 사건의 경
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본 셈이다. 곽은주(1999: 473)에서는 이러한 사건
의 경계성을 ‘사건의 단일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의 단일성은 사건의 원자성
(atomicity)을 확보해준다. 사건 내부에 동일 유형의 사건이 하나만 있는 경우, 혹은
그렇게 인식할 때에 그것을 ‘원자 사건(atomic event)’이라고 한다. 이 원자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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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 모이면 복수 사건(plural event)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 사건의 원자
성은 우리가 전제하고 있는 문장의 의미 범주에서 ‘E’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
원자성이 확보가 되어야 빈도부사 ‘잘’도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4.1.2. 사건의 상적 속성에 따른 ‘잘’의 해석 양상
앞서 3.1.1.절에서 언급한 바 있는 Smith(1997: 23)의 도식을 다시 가져와 본다.
(12) ㄱ. ――― [+상태성]
ㄴ. …… [+동작성]
ㄷ. I

FArb 시작과 임의적인 끝점

ㄹ. I

FNat 시작과 내재되어 있는 끝점

방식부사 ‘잘’을 해석할 때에는 (12ㄴ)의 [+동작성]이 중요했다. 방식부사 ‘잘’은 사
건의 전개 과정을 작용 범주로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빈도부사 ‘잘’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E’ 범주에 작용한다. ‘잘’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A-양화 현상을 일으킨다.
빈도부사 ‘잘’은 ‘E’ 범주에 작용하여 사건을 포장시켜 단일성을 확보시킨 후에 양화
한다. 곧 빈도부사 ‘잘’이 붙으면 어떤 사건이든 원자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야 한다. 하지만 ‘잘’이 방식부사이든 빈도부사이든 그 통사적 분포는 동일하기 때문
에 중의성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공기하는 술어의 상적 속성에 따라
일차적 해석이 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는 것은 ‘잘’의 의미를 다룸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이다. 우리는 각각의 상황 유형을 Smith(1997: 23-3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
타낸 바 있다.

(13) ㄱ. 동작: I …… FArb
ㄴ. 완성: I …… FNat R(명시적인 결과)
ㄷ. 달성: …… E R ……
ㄹ. 순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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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상태: (I) ――― (F)

‘잘’은 (13)에서 제시하는 어떤 사건과 공기하더라도 충분히 문맥을 집어넣으면
빈도부사로의 해석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차적 해석(primary reading)을 따져 보
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사건 유형은 ‘잘’이 자연스럽게 빈도부사의 해
석을 받는 반면, 어떤 사건 유형은 ‘잘’이 방식부사의 해석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상보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사건 유형에는 문맥을 집어넣어야 하는 유표적 상황을
통해 각기 다르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본다면 빈도부사 ‘잘’은 명시적인 결과를 가진 완성 유형과 달성 유형
과 공기하여 자연스럽게 빈도 해석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과정과 상태로 이분화 되는 완성 사건과 달성 사건은 각각 중
점이 다르다. 곧 완성 사건은 e1, 곧 과정에, 달성 사건은 e2, 곧 상태에 중점이 부
여되는 것이다(Pustejovsky 1995: 72). 하지만 특정적인 누적 대상이 나오면 완성
사건도 결과 상태에 중점이 부여될 수 있다. 결국 완성 사건은 정량화된 누적 대상
이 나오면 ‘잘’이 빈도부사의 해석을 일차적으로 받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방식
부사의 해석이 우월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한편 순간 사건은 그 자체가 ‘E’인데다가 과정 역시 상정할 수 없어 ‘잘’이 방식부
사가 아닌 빈도부사로 일차적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고, 마지막
으로 상태 사건은 문맥에 따라 ‘잘’이 방식부사와 빈도부사의 해석이 둘 다 가능할
것이다. 이제 사건 유형을 하나씩 보도록 한다.

(14) ㄱ. 연우는 잘 뛴다.
ㄴ. 연우는 운전을 잘 한다.

(14ㄱ)과 (14ㄴ)의 ‘뛰다’나 ‘운전하다’는 전형적인 동작 사건이고 끝점이 명시적
이지 않아 사건의 과정이 부각된다. 이처럼 과정만으로 이루어진 동작 사건에 쓰인
‘잘’은 일차적으로 방식부사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맥이 주어지면 빈도부사 ‘잘’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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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ㄱ. 시도 때도 없이 연우는 잘 뛴다.
ㄴ. 틈만 나면 연우는 운전을 잘 한다.

(15)처럼 문맥을 추가하면 빈도부사 ‘잘’이 동작 사건과 함께 출현해 빈도부사의 해
석을 갖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동작 사건에 장소부사구나 시간부사구를 첨가하면
‘잘’이 일차적으로 빈도부사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16) ㄱ. 연우는 집 앞 운동장에서 잘 뛴다.
ㄴ. 연우는 밤 12시에 잘 먹는다.
ㄷ. 연우는 집 앞 운동장에서는 잘 뛴다.
ㄹ. 연우는 밤 12시에는 잘 먹는다.

(16ㄱ,ㄴ)의 예에서 ‘잘’은 일차적으로 빈도부사로서 해석이 된다. 방식부사 ‘잘’로
해석이 되려면 ‘연우는 다른 곳도 아니고 집 앞 운동장에서 유독 잘 뛴다’라는 식의
해석을 받아야하지만 유표적 해석이다. Kratzer(1995)에서는 개체층위 술어와 장면
층위 술어를 구별하면서 이 둘이 논항 구조에서 차이가 난다고 주장한다. 곧 장면층
위 술어는 시공간적 위치(spatiotemporal locations)의 논항을 갖지만 개체층위 술어
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Kratzer 1995: 126).
사건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낸다(Link 1998: 232-237)56).
사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 사건이라는 것은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에서 발
생하게 마련이다. 문장이나 발화에서 시간이나 공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는 것
은 화맥에서 충분히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면 그 사건은 범시간성이나 범공간성을 잃게 되
고, 개별 사건으로 확실하게 인지가 된다. 그렇게 일회적으로 발생한 개별 사건이

56) Link(1998)는 프랑스혁명(French revolution)의 예를 들면서, 그 혁명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를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를 거론한다. 사람들의 인지와 관점에 따라 그 시공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건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점유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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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일어나면 습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습관이라는 것은 개별 사
건이 반복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어떤 개체의 지속적인 상태나, 항구적 속성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있다. 빈도부사는 개별 사건에 작용해서 그 개별 사건의 빈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개체층위 술어와는 태생적으로 어울리기 힘든
것이다. (16ㄱ,ㄴ)의 예에서 ‘집 앞 운동장에서’와 ‘밤 12시에’라는 공간적 정보나
시간적 정보는 사건이 개별성을 갖게 하는 데(사건을 포장하는 데) 기여한다. 이런
이유로 ‘잘’이 빈도부사로 우선적으로 해석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편 (16ㄷ,ㄹ)의 예에서는 ‘잘’이 여전히 방식부사로서 독법이 우월하다. 이 때에
는 부사구 ‘집 앞 운동장에서’와 ‘밤 12시에’에 화제 표지인 ‘-는’이 붙어 부사구가
화제화가 되면서 빈도부사의 작용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이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7) ㄱ. [잘 [집 앞 운동장에서 뛰다]]
ㄴ. [잘 [밤 12시에 먹다]]
ㄷ. [집 앞 운동장에서는 [잘 뛰다]]
ㄹ. [밤 12시에는 [잘 먹다]]

(17ㄱ,ㄴ)에서 보듯이 빈도부사 ‘잘’은 ‘집 앞 운동장에서 뛰다’와 ‘밤 12시에 먹다’
라는 개별 사건에 작용하여 사건의 양화시켜 복수 사건으로 만든다. 하지만 (17ㄷ,
ㄹ)의 ‘잘’은 화제화 된 부사구를 작용역에 두지 못하고 동사에 직접 작용함으로써
동사 층위의 부사인 방식부사로 해석이 되는 것이다.
이제 완성 사건과 빈도부사 ‘잘’의 공기를 보자.

(18) ㄱ. 연우는 집을 잘 짓는다.
ㄴ. 연우는 집 두 채를 잘 짓는다.
ㄷ. 연우는 사과를 잘 먹는다.
ㄹ. 연우는 사과 세 개를 잘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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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의 예는 완성 사건이다. 그런데 (18ㄱ)과 (18ㄷ)은 일차적으로 ‘잘’이 방식부
사의 해석을 갖는 반면에 (18ㄴ)과 (18ㄹ)은 일차적으로 ‘잘’이 빈도부사의 해석을
갖는다. 이는 정량화된 누적대상이 나오면서 사건의 경계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일어
나는 현상이다. 이런 까닭에 (18ㄴ)은 ‘연우는 집을 지었다하면, 두 채를 자주 짓는
다’로 해석이 되고, (18ㄹ)은 ‘연우는 사과를 먹었다하면, 세 개를 자주 먹는다’로
해석이 된다.

(19) ㄱ. 연우는 씨름시합에서 잘 이긴다.
ㄴ. 연우는 산 정상에 잘 도착한다.
ㄷ. 버스가 잘 도착한다.

(19)의 예들은 달성 사건을 나타낸다. 달성 사건은 결과 상태에 중점이 놓인다.
그 과정을 상정할 수는 있지만 지극히 순간적이기 때문이다. 3.1.1절에서 보았던 것
처럼 달성 사건에 ‘잘’이 쓰여 방식부사의 해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비 과정을
사건의 진행 과정으로 인식하는 인지 구조 때문임을 언급한 바 있다. 결국 특별한
문맥이 주어지지 않는 이상 달성 사건에 쓰이는 ‘잘’은 일차적으로 빈도부사로서의
해석이 우월해진다. (19ㄱ)은 ‘연우’가 씨름시합을 나갔다하면 자주 이기는 것이라
고 해석을 해야 하고, (19ㄴ)은 연우가 등산을 했다하면 정상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는 일이 잦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19ㄷ)은 복수 주어를 상정하여
특정 번호의 버스의 배차 간격이 짧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 ㄱ. 연우는 재채기를 잘 한다.
ㄴ. 연우는 눈을 잘 깜빡인다.

(20)의 예들은 순간 사건을 나타낸다. 순간 사건은 사건 자체의 과정을 상정할
수 없을 만큼 순식간의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예비 과정 역시 인지적으로도 설정
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순간 사건과 공기하는 ‘잘’은 특수한 맥락57)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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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지 않는 한 일차적으로 ‘자주’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
마지막으로 상태 술어와 ‘잘’의 공기를 살펴보자. 앞선 언급에서 어떤 개체의 지속
적인 상태나, 항구적 속성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있기 때문에 빈도부
사가 어울릴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다음을 보자.

(21) ㄱ. 대구가 잘 덥다.
ㄴ. 나는 잘 화가 난다.
ㄷ. 연우의 방이 잘 엉망이다.

(22) ㄱ.

*

연우가 잘 키가 크다.

ㄴ.

*

연우의 얼굴이 잘 하얗다.

ㄷ.

*

우리 조카가 잘 귀엽다.

(21)의 예나 (22)의 예나 공통적으로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가 쓰였다. 그럼에도
(21)과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수용성에 문제가 없는 반면에 (22)과 같은 경우에는
비문으로 들린다. 이는 (21)의 술어들이 모두 장면층위 술어이기 때문이다. 상태를
나타낸다고 해도 개체의 일시적인 속성이나, 어떤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갖게 되는
상태라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면, ‘잘’은 특정 조건만 갖춰지면 그 속성이 반복적으
로 나타나게 됨을 표현한다. 하지만 (22)의 술어들은 개체층위 술어이다. 개체층위
술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일반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
태를 양화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4.2. 빈도부사 ‘잘’이 형성하는 습관문
빈도부사 ‘잘’은 술어와 결합하여 습관문을 형성한다. 습관문은 장면층위 술어
(stage-level predicates)로 이루어져 있다(전영철 2003: 276). 개별적인 사건은
습관적으로 반복되어 일반성을 획득한다(전영철 2013:68). 습관문이 형성되려면 개
57) 이 맥락에 관하여는 3.1.1절에서 이미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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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적 사건이 모여야 한다. 개별적인 사건이 없이는 습관성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
다. 앞선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별 사건이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을 하는데
그것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습관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
이다.

(23) ㄱ. 단우는 소고기를 먹는다.
ㄴ. 단우는 소고기를 잘 먹는다.

(24) ㄱ. 단우는 배드민턴장에 간다.
ㄴ. 단우는 배드민턴장에 잘 간다.

(23ㄱ)과 (24ㄱ)은 장면층위술어(stage-level predicate)가 연결된 개별문이다.
한편 ‘잘’이 공기함으로 인하여 (23ㄴ)과 (24ㄴ)은 각각 단우가 소고기를 먹는 사건
이 빈번함을, 단우가 배드민턴장을 가는 사건이 빈번함을 나타내는 습관문이다. 이
렇게 장면층위 술어로 구성된 총칭문을 습관문이라 할 수 있다(전영철 2013: 68).
곧 장면층위 술어는 일시적인 사건에서 비롯한 한시적 속성이다. 이것이 반복된다면
그것을 습관이라고 하고, 이 습관에 의해 총칭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총칭성이 총칭명사구에 의해 실현되는 것과 총칭문장에 의해 실현되는 것으
로 나누어진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전영철(2012: 58)에 따르면 총칭성이란 양
화의 일종이며, 그렇기 때문에 명사구에서 이루어지는 총칭 양화로 인해 총칭명사구
가, 문장에서 부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총칭 양화로 인해 총칭문장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잘’은 부사를 통해 문장에 총칭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대체로, 자주, 빈번하게’ 등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빈도부사 ‘잘’이 없는 (23ㄱ)과 (24
ㄱ) 역시 문맥을 설정하면 얼마든지 습관문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25) ㄱ. (식당에서)
A: 단우는 지금 뭐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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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단우는 (지금) 소고기를 먹어.

ㄴ. (아내가 남편에게)
A: 여보, 당신 친구 단우 씨는 뭐 좋아해요?
B: 단우는 소고기를 잘 먹어.

(26) ㄱ. A: 연우는 지금 어디에 가는 거야?
B: 연우는 (지금) 배드민턴장에 가.

ㄴ. A: 연우는 보통 운동하러 어디에 가?
B: 연우는 배드민턴장에 가.

이러한 현상은 현재시제의 독특한 특성 때문이다. Comrie(1985: 37)에 따르면 절
대 시제에 해당하는 현재 시제는 현재에 상황을 위치시키면 그 기능을 다 할 뿐이
다. 그 외에는 더 이상 이야기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현재 시제는 현
재 상태, 눈앞에 펼쳐진 사건, 일련의 사건, 역사적 과거사건, 미래사건, 현재 진행,
현재 반복, 현재 습관 등58)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쓰임은
바로 현재 반복상이나 습관상의 쓰임이다.
문숙영(2009: 198)에서는 이러한 현재 시제의 쓰임을 함축으로 보았다. 곧 현재
시제는 “상황의 종료나 상황의 시작에 대해 어떤 함축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함축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국어의 현재 시제는 그 기능부담량이 상당하다. 가령 영
어와 같은 경우에는 위의 예문들을 현재 진행형과 현재시제로 구분해서 대답을 했
을 것이다. 요컨대 영어는 단순 현재와 현재 진행형의 대립이 필수적이지만 한국어
의 사정은 그렇지 않아서 현재 시제가 일시적인 상황이나 영구적인 상황이나 둘 다
쓰일 수 있다(신언호 2006: 174).
또한 전영철(2013: 85)에서는 현재 시제가 가장 무표적인 시제이고 총칭문의 범
시간성을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제라고 말하고 있다. 결국 현재시제는 과거와

58)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는 신언호(2006: 166)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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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사이에 위치하고 있지만 인간의 인식 양상에 따라 왼쪽 경계와 오른쪽 경계가
얼마든지 확장 가능한 것이어서 짧게는 1초도 안 되는 시간을 현재로 구현할 수도
있고, 몇 백 년이 넘는 세월도 현재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23ㄱ)보다는 (23ㄴ)이, (24ㄱ)보다는 (24ㄴ)이 총칭성이 강하
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빈도부사 ‘잘’과 공기하는 술어는 사건의
반복을 나타내고, 더 이상 사건이 일회만 발생함을 나타낼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7) ㄱ. 연우는 소고기를 먹는다.
ㄴ. 연우는 소고기를 잘 먹는다.

이를 통해 보면, (27ㄱ)은 ‘지금’ 연우가 소고기를 먹는 상황을 나타내는 개별문
일 수도 있고, 연우는 다른 것이 아닌 소고기를 보통 먹는다는 습관문이 될 수도 있
다. 그런데 (27ㄴ)은 개별문의 가능성이 배제되어 버리고 습관문으로서의 가능성만
남게 된다. 그러므로 빈도부사 ‘잘’이 붙은 서술어는 습관문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
다.
현재의 기본적 의미는 습관, 총칭, 상태(habitual, generic, stative)라고 할 수 있
어 습관문과 현재 시제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Bybee et al 1994: 152). 현재에는
그 자체로 습관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습관상이 현재 시제에는 발달하지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본래 습관이라는 것은 관찰의 결과이다.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러한 사건이 여러 번 과거에 반복되었음을 의미하고 결국 습관상은 과거 시제로는
쉽게 구현됨을 짐작할 수 있다59).
우리는 언어생활에서 습관으로 하는 행동, 혹은 자주 하는 행동을 표현할 방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어휘적 요소를 도입하는데 곧 빈도부사이다. Bybee et
al(1994: 165)에 따르면 지속상(continuative)나 빈번상(frequentative)은 조동사나
(한국어와 같은 경우 보조용언이 될 것이다) 부사로부터 형성된다. 또한 문법화 기
제에 따르면 빈번상은 습관상으로 발달한다(Bybee et al, 1994: 170).60) 이러한 문
59) 영어에서는 ‘used to’가 과거 시제로만 쓰인다. 곧 ‘use to’는 없는 것이다. 한국어의 습관
상을 나타내는 보조용언 구성 ‘~곤 하다’도 실제 실현될 때에는 ‘~곤 했다’로 나타난다.
60) Iterative > Frequentative > Hab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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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의 기제가 ‘잘’에도 들어맞는다. ‘잘’이 빈도부사로서 쓰이면 어떤 사건이 빈번하
게 나타남을 의미하게 되고 그것이 습관문과 같은 총칭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잘’이 공기하는 술어는 이러한 상적 요소를 지닌 것이 된다.
결국 이러한 어휘적 요소이면서 동시에 문법적 기능을 가진 ‘잘’ 때문에 습관문이
형성되는 것이다. 왕문용·민현식(1993: 186-187)에서는 시제와 상을 정의하면서
국어의 시간부사는 시제 관련 부사와 상 관련 부사(상부사)로 기능하고 있다고 언
급한 바 있다. 이 논의에서 ‘잘’을 반복상 부사로 보면서 ‘다시, 또, 도로, 날마다, 매
일, 자주, 빈번히, 흔히, 가끔, 더러, 때때로’와 같은 부류로 보고 있다. 본고의 주장
도 이와 다르지 않다. 빈도부사 ‘잘’은 상부사로 반복상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습관
문을 형성한다.

4.3. 요약
본 장에서는 빈도부사 ‘잘’과 관련한 언어 현상을 관찰하고 해석 양상을 설명하였
다.
빈도부사는 그 작용역을 전체 사건으로 한다. 곧 빈도부사는 전체 사건에 작용하
여 그 사건을 복수 사건으로 양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양화의 측면에서 보면 사건의
경계성은 중요한 관건이 된다. 셀 수 있다는 것은 경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명사구의 가성성과 사건의 가산성은 그 행동 양태가 유사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명사구에는 D-양화가 일어나지만 문장 차원
에서는 빈도부사 ‘잘’과 같은 부사류로 인하여 A-양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빈도부사 ‘잘’과 공기하는 사건은 반드시 원자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데, 이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이 역시 누적 대상이다. 누적 대상은 사건의 경계성을 확보해
주는 중요한 인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맥을 통하여서 누적 대상이 없는 사건도
사건의 경계성을 확보하여 원자성을 가질 수 있고, 이로 인해 빈도부사 ‘잘’이 붙어
서 사건을 양화시킬 수도 있다. 달리 말하면, 빈도부사 ‘잘’은 실로 거의 모든 사건
의 유형과 결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상태 유형에서 개체의 항구적인 속성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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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개체층위 술어는 고유의 의미 특성으로 인하여 원자성을 확보하기 힘든 까
닭에 빈도부사 ‘잘’과 공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빈도부사는 사건과 결합하여 사건을 양화시킨다. 달리 말하면, 사건의 빈번
함을, 혹은 사건이 습관처럼 자주 발생함을 나타낸다. 이 때문에 빈도부사 ‘잘’은 습
관문을 형성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빈도부사 ‘잘’은 빈번상이나 습관
상을 확보해주는 일종의 상부사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 이번 장의 요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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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부사 ‘잘’의 문법 기술
평가부사는 한국어 부사 논의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부류이기도 하다. 평가부
사는 통사적 측면에서 보면 문장부사라는 범주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장
부사라는 용어 자체가 알려주듯이, 통사적 측면에서 문장 전체를 수식 대상으로 삼
는 부사는 모두 문장 부사의 범주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 문장 부사는 그 의미와 기
능에 따라 다시 세분화할 수 있고, 그 하위 범주에 우리가 주목하는 평가부사도 자
리매김할 수 있다. 본장은 이러한 평가부사의 문법적인 지위를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어서 평가부사 ‘잘’의 의미와 해석 양상을 다룰 것이다. 평가부사라는 부류의 설
정 자체가 의미론적 관점에서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평가부사 ‘잘’이 보이
는 통사적 양상을 다룰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방식부사나 빈도부사 ‘잘’과는 다른 통
사적 양상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5.1. 평가부사와 평가부사 ‘잘’의 의미
본 장에서는 평가부사 ‘잘’의 의미와 기능을 설명할 것이다. ‘평가부사 ‘잘’’이라는
말에는 ‘평가부사’라는 문법 범주와 ‘잘’이라는 어휘 범주가 공존한다. 이 말은 평가
부사라는 범주의 확립 없이 본 장의 논의 역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평가부사의 문법적 특징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부사의 범주를 확정한 후에
평가부사 ‘잘’의 의미와 해석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5.1.1. 평가부사의 범주 확정과 그 특성
보통 부사 분류 논의에서는 부사를 수식하는 대상의 차이에 따라 문장부사와 성
분부사로 대별한다. 여기서 말 그대로 문장부사는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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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태부사와 접속부사가 이 하위 범주에 들어간다(임홍빈·장소원 1995:162). 이러한
구분은 남기심·고영근(2012: 180-181)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
은 분류에서 문장 부사의 기능은 말하는 이의 태도와 관련된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기술되었다(임홍빈·장소원 1995:162).
한편 Jackendoff(1972: 56)에서는 문장 부사가 향화자부사(speaker-oriented)와
향주어부사(subject-oriented)로

대별된다.

여기서

향화자부사(speaker-oriented

adverb)는 문장을 통해 표현된 사건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 것(“Relating the
speaker's attitude toward the event expressed by the sentence”)이다. 이 향화자
부사의 영역에는 ‘frankly’, ‘unfortunately’나 ‘evidently’ 등이 다 구분 없이 포함된다.
본고는 Jakendoff(1972)의 논의에 보다 세밀한 분류를 요구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본고에서 상정하는 문장의 의미론적 계층 구조를 다시 가져와보자.

(1)

Speech-Act
화행

>

Fact
사실

>

Proposition
명제

>

Event

>

전체 사건

SubEvent
하위 사건

통사적 범주인 문장은 의미론적 범주로 따지면 명제 이상의 범주에 대응한다. 명제
중에 참인 명제를 사실이라는 범주로 상정할 수 있고, 수행 가설을 따라 문장 바깥
층위에 보이지 않는 영역를 화행 범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장을 수식한다’
라는 말은 의미론적으로는 화행, 사실, 명제 등의 세 가지 영역 중 하나를 작용역으
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다.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부사에 대한 세밀
한 관찰과 문법 기술을 위해 더 온당해 보인다.
(1)을 바탕으로 다시 Jackendoff(1972)가 문장부사로 처리한 것을 기준으로 보자
면 ‘frankly’는 문장을 발화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화행 부사라고 할 수 있으
며, 그 작용역은 화행 범주라고 할 수 있다. ‘unfortunately’는 이미 발생한 사태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담고 있는 평가부사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작용역은 사실 범주
이다. ‘evidently’는 어떠한 명제의 진위성에 관한 화자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양태부
사로, 명제의 진위치에 대해 따져볼 수 있는 명제 범주를 작용역으로 한다.61) 이상
61) 한편 Jackendoff가 문장 부사의 한 종류로 언급한 향주어부사는 주어에 관한 추가적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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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한국어에 적용하여 정리해보면 문장부사는 다음과 같이 대별된다.

(2)

ㄱ. 화행 범주에 작용하는 부사(어)
⟶ 솔직히, 실례지만, 다시 말해 (화자의 발화 태도에 관한 부사)
ㄴ. 사실 범주에 작용하는 부사(어)
⟶ 다행히, 불행히, 안타깝게도, 놀랍게 (어떤 사실에 대한 화자의 평가를
나타내는 부사)
ㄷ. 명제 범주에 작용하는 부사(어)
⟶ 아마도, 확실히, 분명히 (화자를 기준으로 한 명제의 진위성에 관한 부사)

Bellert(1977: 342)에서는 평가부사를 어떤 사실이나 사건, 사태의 상태 등이 나
타나는 문장에서 이 사실, 사건, 사태의 상태를 논항으로 하는 사실성 술어(factive
predicat)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평가는 이미 일
어난 일, 이미 발생된 사건, 화자에게 사실로 전해진 것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사실 범주와 명제 범주의 구분은, 서실법(realis)과 서상법(irrealis)이라는 용어로
구분되어 논의되고 있다. 서실법은 이미 실현된(actualized) 바를 묘사하고, 서상법
은 사고(thought)의 영역에 있는 것을 묘사한다(임동훈 2008: 215). 곧 사실 범주
는 서실법을 바탕으로 실현되고, 이 영역에 평가부사가 나타날 수 있다. 반면, 명제
범주는 서상법을 바탕으로 실현되고, 어떠한 명제의 진위성, 당위성을 따지는 양태
부사가 이 영역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김경훈(1996: 35)에서는 평가부사(어)를 명제 내용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감정적
평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로써 평가부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크
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하나는 어떤 사태나 사건, 사실
에 대한 부분이며 다른 하나는 화자가 이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부분이다. 이를 각
각 문장으로 나타내면 평가부사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과, 화자를 주어로 하고 평가
부사를 술어로 하는 문장을 상정할 수 있다. 이 때 평가부사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
보를 나타내는 것이다(Jackendoff 1972: 57). Ernst (2004: 54-69)에서는 Jackendoff의 향
주어부사를 다시 향행위주(agent-oriented) 부사와 심리태도 부사(Mental-attitude)로 나누
어 논의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평가부사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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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 전제가 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적용하여 평가부사가 들어있
는 문장을 다시 풀어서 쓰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ㄱ. 다행히 연우가 밥을 먹었다.
⟶ 연우가 밥을 먹었다. / 화자는 이를 다행이라고 평가한다.
ㄴ. 무례하게도 연우는 엄마가 차린 밥을 남겼다.
⟶ 연우가 엄마가 차린 밥을 남겼다. / 화자는 이를 무례하다고 평가한다.

(3ㄱ)과 같은 경우에는 ‘연우가 밥을 먹은 사실’이 (3ㄴ)에는 ‘연우가 엄마가 차
린 밥을 남긴 사실’이 전제로 기능한다. 이러한 점은 부정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시
사점을 남겨준다. 이에 관한 평가부사와 전제와의 관계는 5.3.절에서 다시 논의한다.
방식부사와 평가부사는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상호 전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방식부사와 평가부사가 상호 전환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중의성을 띄는 것
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다행히’ 같은 경우는 평가부
사로서는 기능할 수 있지만 방식부사로서의 쓰임은 불가능하다. 주지하다시피 평가
부사는 의미론적으로는 사실 범주에 작용하고, 통사론적으로는 문장을 수식하기 때
문에 문두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방식부사는 의미론적으로는 사건의 전개 과정
에 작용하고, 통사적으로는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동사 앞, 문중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4)~(6)은 이와 같은 작용 범주의 차이를 기반으로 하여 문장을 만들
어본 것이다.
(4)

ㄱ. 현명하게, 아내가 한국 시리즈 표를 구했다.
ㄴ. 아내가 한국 시리즈 표를 현명하게 구했다.

(5)

ㄱ. 불쌍하게도, 단우는 행복하게 밥을 먹었다.
ㄴ. 행복하게도, 단우는 불쌍하게 밥을 먹었다.

(6)

ㄱ. 무례하게도, 단우는 밥을 자주 먹었다.
ㄴ. 단우는 자주 밥을 무례하게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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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예는 ‘현명하게’의 중의성을 보여주고 있다. (4ㄱ)에 쓰인 ‘현명하게’는 ‘아
내가 한국 시리즈 표를 구한 사실’에 대한 남편의 평가이다. 하지만 (4ㄴ)의 ‘현명
하게’는 ‘아내가 한국 시리즈 표를 구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훨씬 수월하
고 탁월함을 나타내는 방식부사이다. (5)과 같은 경우는 동일한 어휘가 위치를 달리
하여 문장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5ㄱ)과 같은 경우에는 단우가 곧
닥쳐올 어마어마한 일을 예측하지 못하고 ‘행복하게 식사를 하는 것’을 두고 ‘불쌍하
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나타내고, (5ㄴ)과 같은 경우에는 평소 ‘단우’를 싫어하는 화
자가 ‘단우가 불쌍하게 밥을 먹는 것’을 두고 ‘행복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을 나타내
는 것이다. 평가부사는 그 작용역이 전체 문장이다. 그러므로 빈도부사를 포함한 문
장보다 더 상위에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6ㄱ)은 ‘단우가 밥을 자주 먹는 사실’
자체를 ‘무례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고, 이 때의 ‘무례하게’는 평가부사이다. 반면
(6ㄴ)은 ‘단우가 밥을 무례하게 먹는 사건이 자주 일어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 때의 ‘무례하게’는 방식부사라 할 것이다.

5.1.2. 평가부사 ‘잘’의 의미와 해석 양상
앞서 평가부사가 들어있는 문장은 사실 전제가 되는 부분과 이에 대한 화자의 평
가라는 두 부분으로 분리하여 다시 쓸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의 관심의 대상인 ‘잘’
도 평가부사로서의 쓰임을 가지게 되면 두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7)

단우는 어제 삼촌 집에 잘 갔다.
⟶ 단우는 어제 삼촌 집에 갔다. / 화자는 이를 좋다고 평가한다.

(7)에서 보듯이 어떤 사실 전제 부분과 화자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서로 독
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제약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
유로 사실 전제 부분에서 나타나는 사건의 상적 속성은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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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ㄱ. 단우는 (마침) 잘 뛰었다.
⟶ 단우는 뛰었다. / 화자는 이를 좋다고 평가한다.
ㄴ. 단우는 자기 집을 (마침) 잘 지었다.
⟶ 단우는 자기 집을 지었다. / 화자는 이를 좋다고 평가한다.
ㄷ. 단우는 이곳에 (마침) 잘 도착했다.
⟶ 단우는 이곳에 도착했다. / 화자는 이를 좋다고 평가한다.
ㄹ. 단우는 재채기를 (마침) 잘 했다.
⟶ 단우는 재채기를 했다. / 화자는 이를 좋다고 평가한다.
ㅁ. 단우는 (마침) 잘 체했다.
⟶ 단우는 체했다. / 화자는 이를 좋다고 평가한다.
ㅂ. 단우는 (마침) 잘 키가 컸다.
⟶ 단우는 키가 컸다. / 화자는 이를 좋다고 평가한다.

(8)의 각 문장은 사건 유형을 나타낸다. (8ㄱ)은 동작 사건, (8ㄴ)은 완성 사건,
(8ㄷ)은 달성 사건, (8ㄹ)은 순간 사건, (8ㅁ)은 장면층위 술어로 나타나는 상태 사
건, (8ㅂ)은 개체층위 술어로 나타나는 상태 사건이다. (8ㄱ)과 (8ㄴ), (8ㄷ) 등은
평가부사 ‘잘’의 의미가 쉽게 전달된다. 한편 (8ㄹ~ㅂ) 역시 상황을 설정하여 보면
평가부사 ‘잘’로 해석이 가능하다. 가령 (8ㄹ)은 ‘단우’의 재채기로 인하여 어색했던
분위기가 깨뜨려지고 화기애애해진 것을 두고 화자가 ‘단우가 재채기를 한 것’을 두
고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8ㅁ)은 모든 남자들이 강제 노역을 하러 끌
려갔는데 ‘단우’는 체해서 이 노역에서 면제를 받은 경우 (8ㅁ)과 같이 발화할 수
있다. (8ㅂ)은 형광등을 갈아야하는데 다들 키가 작아 쩔쩔매다가 마침 키가 큰 ‘단
우’가 집에 들어온 경우에 발화할 수 있다.
여기서 사실 전제에 대한 화자의 ‘좋다’라는 평가는 과연 누구를 기준으로 이루어
진 것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Jackendoff(1972: 56)는 향화자부사의 존재를
다음과 같은 환언구조(paraphrase)를 통해 확인한다.

(9)

ㄱ. Happily(,) John won the game.
ㄴ. It is happy (to me) that John won the 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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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한국어 논의에 적용한 것이 이환묵(1976)의 논의이다. 이환묵(1976: 137)에
서는 이러한 향화자부사로 ‘다행히’를 자세히 논하고 있는데 이 논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언구조는 다음과 같다.

(10) ㄱ. 명제 + 나에게 +
[+형용사]
ㄴ. 다행히 연우가 달렸다. → 연우가 달린 것은 나에게 다행이다.

Jackendoff(1972)나 이환묵(1976)에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화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건이나
사태를 파악하여 평가를 내리는 것은 화자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잘’과 같은 경우
도 화자를 중심으로 화자에게 좋은 것, 즉 이득이나 이익이 될 때 평가부사로서 발
화가 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어떤 사건이나 사태의 수혜자와 그것에 대해 평가를
내리는 평가의 주체는 명백히 구분이 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평가를 내리는 화
자와 어떤 사건이나 사태에 따른 수혜자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를 양인석(1975: 15-16)에서는 문장부사 ‘잘’이 화자의 이익, 청자의 이익, 주
어의 이익, 기타의 이익 등을 나타낸다고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다음을
보도록 하자.

(11) ㄱ. 단우는 결혼하기를 잘 했지.
ㄴ. 연우 씨는 저랑 잘 가는 거예요.
ㄷ. 그 술주정뱅이는 이사를 잘 갔다.

(11ㄱ)과 같은 경우는 ‘단우가 결혼을 한 것’이 화자에게 좋다기보다는 결혼을 한
주체인 ‘단우’에게 좋다고 할 수 있다. (11ㄴ)은 ‘연우’가 화자와 길을 동행한 것을
두고 이 일이 청자인 ‘연우’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11ㄷ)은 화
자를 포함한 동네 주민들 전반에게도 밤마다 술을 먹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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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서 좋은 일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이상으로 볼 때, 그 수혜자는 문맥에 따
라 달라지지만 평가는 여전히 화자의 몫이다. 이것은 비단 평가부사 ‘잘’뿐만 아니라
‘다행히’, ‘불행히’, ‘행복하게도’ 등과 같은 평가부사 전반에 걸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화자는 ‘잘’을 통해 어떤 사건이나 사실을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사실
전제가 되는 부분의 초점이 어디에 놓이는가에 따라 ‘좋다’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달
라질 수 있다. 이 역시 평가부사 전반에 걸쳐서 동일한 이야기가 될 것이다. 김경훈
(1996: 55)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12) 다행히 유미는 동숭 다방에서 세 시에 철수를 만났다.
ㄱ. 유미는 다행히 동숭 다방에서 세 시에 철수를 만났다.
ㄴ. 유미는 동숭 다방에서 다행히 세 시에 철수를 만났다.
ㄷ. 유미는 동숭 다방에서 세 시에 다행히 철수를 만났다.
ㄹ. 유미는 동숭 다방에서 세 시에 철수를 다행히 만났다.

(김경훈 1996: 55)

평가부사 ‘잘’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잘’은 ‘다행히’처럼 초점이 놓이
는 부분의 바로 앞에서 쓰이지 못한다. 오직 동사에 인접하여 나타나야만 수용성이
높아진다.
(13) 연우는 어제 삼촌 집에서 불고기를 잘 먹었다.
⟶ 연우는 어제 삼촌 집에서 불고기를 먹었다. / 화자는 이를 좋다고 평가한다.
ㄱ. *연우는 잘 어제 삼촌 집에서 불고기를 먹었다.
ㄴ. *연우는 어제 잘 삼촌 집에서 불고기를 먹었다.
ㄷ. *연우는 어제 삼촌 집에서 잘 불고기를 먹었다.

(13)은 화맥에 따라 초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연우’,
‘어제’, ‘삼촌 집’, ‘불고기’ 등이 각각 초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화자가 ‘연
우가 어제 삼촌 집에서 불고기를 먹은 사건’을 두고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발화 속 한 요소 때문인 것이다. 가령 ‘어제’가 초점을 받는 경우, ‘오늘’ 갔으면 손

- 102 -

님이 많아 음식이 모자랐는데 마침 ‘어제’ 가서 많이 먹을 수 있었고, 화자가 이를
두고 ‘어제’ 간 것이 잘 한 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요
소는 ‘좋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주된 요인이 될 수가 있다. (13ㄱ), (13ㄴ), (13ㄷ)
은 ‘잘’이 이러한 초점 요소 앞에 쓰인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평가부사 ‘잘’은 ‘다행히’처럼 휴지를 두고서라도 초점을 받는 요소 앞에서 쓰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이것은 1음절이라서 그런 것인지, 방식부사로서의 쓰임이
언중의 인식 속에 강하게 남아서인지 좀 더 세밀한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절에서 주요하게 세 가지를 살펴본 셈이다. 우선 평가부사
‘잘’과 결합하는 사건 유형에는 제한이 없다. 둘째, 화자는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이
되어 ‘좋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사실 전제가 되는 문장에서 초점을 받는 요
소가 ‘좋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

5.2. 평가부사 ‘잘’의 통사적 양상
본 절에서는 평가부사 ‘잘’의 통사적 양상으로 크게 세 가지를 다룰 것이다. 우선
평가부사 ‘잘’의 분포가 여타 평가부사와 다른 것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이다. 이에
연속선상으로 평가부사 ‘잘’이 형성하는 구문을 살펴볼 것이다. 또 평가부사 ‘잘’에서
나타나는 시제 결합 제약을 다루고, 이어서 서법 제약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평가부사 ‘잘’은 여타 평가부사와 다른 분포 양상을 보인다. 보통 평가부사는
문장부사로서 문두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평가부사 ‘잘’은 문두에 나
타날 경우 수용가능한 문장이 되지 않는다. (14)를 보자.

(14) ㄱ. 다행히, 연우가 돌아왔다.
ㄴ. 무례하게, 단우가 삼촌 집을 떠났다.
ㄷ. *잘, 단우가 이사를 갔다.

(14)에서 보듯이 ‘다행히’나 ‘무례하게’는 문두에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혹
문중에 나타나더라도 문맥만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평가부사로 해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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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잘’의 경우는 방식부사와 동일한 위치만 허락이 될 뿐이다. 이에 대한 원인
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잘’이 1음절 단어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방식부사로서의
쓰임이 언중의 인식 속에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인지, 기타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좀 더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다.62)
이러한 통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가부사 ‘잘’은 ‘-기를 잘했다’의 구문
형식을 취하여 잘 실현된다. 평가부사는 사실 전제 부분과 화자의 평가 부분으로 나
누어진다고 전술한 바 있다. 이 때 사실 전제 부분이 보문소(complementizer) ‘-기’
를 취하여 표현되는 것이고 ‘-를 잘 했다’에서 화자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적용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5) ㄱ. 단우는 이사를 잘 갔다. ⟶ 단우는 이사 가기를 잘 했다.
ㄴ. 연우는 어제 삼촌 집에서 불고기를 잘 먹었다.
⟶ 연우는 어제 삼촌 집에서 불고기를 먹기를 잘 했다.

한편 평가부사 ‘잘’은 과거 시제와 주로 공기한다. 평가는 이미 완료된 것이나 이
미 사실로 알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김경훈 1996: 36) 나타나는 현상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시제와 공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화자가
어떤 사건이나 사태가 전개되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그 사건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예문을 보도록 하자.

(16) ㄱ. 단우는 이사를 잘 갔다. ⟶ 단우는 이사 가기를 잘 했다.
ㄴ. 단우는 이사를 잘 간다. ⟶ 단우는 이사 가기를 잘 한다.
ㄷ.

??

단우는 이사를 잘 갈 것이다. ⟶

??

단우는 이사 갈 것을 잘 한다.

(16)에서 보듯이 과거시제로 나타나는 (16ㄱ)은 수용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또
한 (16ㄴ)과 같은 경우, ‘단우’의 짐이 마당에 쌓여있고, 이삿짐을 나르고 있는 ‘단
62) 이에 대해서는 ‘잘’의 통시적 고찰이 절실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공시적인 ‘잘’의 쓰임만
보았지만 통시적으로 보면 ‘잘’의 의미 확장 단계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대해
서는 차후의 연구를 기약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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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를 발견하고는 현장에서 (16ㄴ)과 같이 발화할 수 있다. 이 또한 이사를 가는 것
을 기정사실로 여기고 화자가 평가를 하는 것이기에 적합한 발화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대상으로 한 (16ㄷ)은 어색하다.
평가부사의 기능은 이미 일어난 사실을 대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이기에 명령법
으로의 실현 역시 불가능하다(김경훈 1996: 36). 명령법은 사고(thought)의 영역,
곧 서상법에 대응한다(임동훈 2008: 215). 전술한 것처럼 사실 범주는 서실법을 바
탕으로 실현되고, 이 영역에 평가부사가 나타난다. 하지만 명령법은 명제 범주를 대
상으로 하는 서상법에 대응한다. 그러므로 평가부사 ‘잘’은 명령법이 불가능하다.
(17) ㄱ. *다행히, 밥을 먹어라.
ㄴ. *무례하게도, 떠나라.
ㄷ. 식사를 잘 좀 해라!

따라서, (17ㄷ)은 방식부사와 빈도부사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만 남는다. 만
약 청자가 밥을 깨작깨작 먹고 있다면 맛있게 먹으라는 의미로 (17ㄷ)과 같이 발화
할 수 있고, 이 때의 ‘잘’은 방식부사이다. 또 청자가 밥을 잘 챙겨먹지 않고 걸러
먹는다면 이것을 걱정한 어머니가 ‘자주’ 먹으라는 의미로 (17ㄷ)과 같이 발화할 수
있다. 이 때의 ‘잘’은 빈도부사이다. 하지만 평가부사 ‘잘’은 (17ㄷ)과 같은 명령법에
서는 실현될 수 없다.
또한 보통 평가부사는 의문법에서 실현이 불가능하다. 평가부사가 쓰인 문장은 사
실 전제가 되는 부분과 화자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진리치는 확언하고 하나는 질문에 붙일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Bellert 1977:
342-343).

(18) ㄱ. 놀랍게도, 단우가 도착했습니까?
⟶ 네, 하지만 그리 놀랄 일은 아닙니다.
ㄴ. 다행히, 단우가 밥을 먹었습니까?
⟶ 네. 하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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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무례하게도, 단우가 떠났습니까?
⟶ 네. 하지만 무례한 것은 아닙니다.

(18)의 문장을 보면 평가부사가 의문문에 쓰이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질문의 답
은 평가부사를 제외한 사실 영역에 대한 확인만을 해주고 있고, 화자의 평가에 대해
서는 수정이 가해지고 있다. 결국 평가부사를 포괄하여 질문을 하기란 불가능해 보
인다. 한편, 평가부사 ‘잘’은 문두에 나오지 못해 그 분포에서부터 여타 평가부사와
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 단우가 이사를 잘 갔습니까?
⟶ 네. 이사 가기를 잘 한 것입니다.

(19)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의 요점이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화자
의 평가에 관한 것이다. 다른 평가부사라고 할지라도 사실 전제를 초점에서 제외시
키고 평가 그 자체를 청자에게 동의를 구하며 질문을 하기란 가능한 것이다.

(20) ㄱ. 단우가 도착한 것이 놀랍습니까?
ㄴ. 단우가 밥을 먹은 것이 다행입니까?
ㄷ. 단우가 이사를 간 것이 잘한 일입니까?

다른 평가부사의 경우에는 (20ㄱ)이나 (20ㄴ)처럼 부사형이 아닌 환언 구조로 질문
이 되어야하는 반면에 평가부사 ‘잘’은 그 자체로 (20ㄷ)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된다.
물론 이 때에는 화자의 평가에 대해 청자에게 강한 동의를 구하는 질문이 되어 순
수한 판정의문문과는 차이가 있다.

5.3. 평가부사 ‘잘’과 전제
본고에서 평가부사 ‘잘’에 대해 고찰하면서 기본적으로 취하고 있는 입장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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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가 들어 있는 문장은 사실 전제가 되는 부분과 화자가 이에 대해 평가하는 부
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의미론 혹은 화용론의 한 주제
인 전제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다.

(21) 다음과 같은 경우에 문장 S의 발화가 명제 P를 전제한다고 한다.
ㄱ. S가 참이면, P가 참이다.
ㄴ. S가 거짓이면, P가 여전히 참이다.

(Huang 2007: 68)

(21)은 전제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말해주고 있다. 이를 토대로 평가부사 ‘잘’이
들어간 문장을 분석해볼 수 있다.

(22) ㄱ. 단우는 이사를 잘 갔다.
ㄴ. 단우는 이사를 갔다.
ㄷ. 화자는 이를 좋다고 평가한다.

(23) ㄱ. 화자는 단우가 이사를 간 것을 좋다고 평가한다. >> 단우가 이사를 갔다.
ㄴ. 화자는 단우가 이사를 간 것을 나쁘다고 평가한다. >> 단우가 이사를 갔다.
ㄷ. 단우가 이사를 갔다. >> 화자는 이를 좋다고 평가하거나 나쁘다고 평가한다.
ㄹ. 단우가 이사를 가지 않았다. >>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해 화자가 무엇이라
고 평가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진리치공백)

(22ㄱ)처럼 평가부사가 들어있는 문장은 (22ㄴ)과 (22ㄷ)과 같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은 이미 숙지하고 있는 바이다. 전제는 문장의 발화에서 당연히 참
인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추론 내지는 명제이다(Huang 2007: 65). 이를 통해 보자
면 (22ㄱ)은 (22ㄴ)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제의 중요한 특성 중 하
나가 명제를 부정하여도 전제는 살아남는다는 것이고, 이를 부정 하 일관성
(constancy under negation)이라고 한다(Huang 2007: 67). (23ㄱ)과 (23ㄴ)에서
보듯이 화자가 ‘단우가 이사를 간 것’에 대해 좋다고 평가하든, 나쁘다고 평가하든
‘단우가 이사를 간 사실’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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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과 (23)에서 보듯이 전제를 일으키는 요소는 어떤 사실에 대해 화자가 평가
하는 데에서 비롯한다. 이렇게 전제를 일으키는 어휘 항목이나 구문들을 전제 유발
자(presupposition triggers)라 한다(Huang 2007: 65)63). 이 전제 유발자 중에는
어떤 사실에 대한 감정적 태도에 관한 감정적 사실 동사(emotional factive verbs)
가 있다. 평가부사를 환언하여 썼을 때 나오는 구조 ‘-(이)라고 평가하다’는 이러한
감정적 사실 동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믿다, 의심하다, 생각하다, 상상
하다, 원하다’ 등과 같은 ‘명제태도 동사(Verbs of propositional attitude)들은 전제
를 차단한다64). 이로써 우리의 문법 기술에 일관성이 찾아진다. 평가부사는 서실법
을 바탕으로 하는 사실 범주를 작용역으로 삼는다. 사실 동사 역시 사실 범주를 서
술의 대상으로 삼는다. 반면 명제 범주는 서상법을 바탕으로 하고, 명제 태도 동사
역시 이 범주를 서술 대상으로 삼는다. 사실 범주와 명제 범주는 차이는 이러한 점
에서 분명하며 평가부사 역시 양태부사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24) 다행히 단우가 밥을 다 먹을 것 같아요.

(24)의 문장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단우가 밥을 다 먹을 것 같다’는 추측을 나
타내는 종결 어미 ‘-ㄹ 것 같다’가 쓰여서 사실 범주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하
지만 (24)와 같은 경우에 ‘다행이다’라고 화자가 평가하는 것은 ‘단우가 밥을 다 먹
는다’는 것을 사실로 가정한 채로 이루어진다. 만약 ‘단우’가 밥을 다 먹지 않는다면
‘다행이다’라는 평가 자체도 무의미하게 된다. 곧 ‘다행이다’라는 평가는 ‘단우’가 밥
을 다 먹었을 경우, 곧 사실로 드러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우’가 밥을 다 먹지 않
았을 경우에는 화자가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미지수로 남게 된다. (23ㄹ)에서 전
제가 거짓일 때 그 발화의 진리치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
이다.

63) 전제 유발자에 관한 목록 및 자세한 설명에 관하여는 Huang(2007: 64-67)을 참고할 수
있다.
64) 가령 ‘나는 단우가 천재라고 믿는다’는 ‘단우는 천재다’를 보장하지 못한다. ‘나’가 그렇게
믿는 것이 사실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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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요약
본 장에서는 평가부사 ‘잘’과 관련한 언어 현상을 관찰하고 해석 양상을 설명하였
다.
평가부사 ‘잘’의 설명을 위해서 먼저 평가부사라는 문법 범주에 관한 기본적 설명
을 하였다. 평가부사는 보통 통사론 층위에서 문장부사로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문
장부사는 의미·기능 층위에서 보면 화행부사, 평가부사, 양태부사 등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이 때 평가부사는 문장의 의미론적 계층 구조에서 사실 범주를 작용역으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부사 ‘잘’이 쓰인 문장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실 범주
와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양분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
실 범주의 사건의 유형에는 제약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양분화되는 성격 때문에 ‘-기를 잘했다’의 형태로 문장이 재현되기
도 하는데, 여기서 ‘-기’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실 범주이고 ‘-를 잘했다’ 부분이
화자의 평가 부분이 될 것이다. 또한 평가의 대상이 사실 범주이기 때문에 평가부사
‘잘’은 서상법에 해당하는 문형과 공기할 수 없다. 곧 평가부사 ‘잘’은 명령문에서 쓰
일 수 없고, 순수한 의문문에서도 쓰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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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고는 이제까지 한국어 부사 ‘잘’을 세 가지 하위범주, 곧 방식부사, 빈도부사,
평가부사로 나눌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부사라는 큰 틀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했다. 우리는 부사에 대한 점검과 ‘잘’에 대한 논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수
순을 밟았다. 우선 문장이나 발화를 의미론적 관점에서 범주화하였고, 부사를 이렇
게 범주화된 영역을 논항으로 삼는 함수로 취급하였다. 이로써 부사가 어떤 범주를
작용역으로 삼느냐에 따라 그 분포와 기능을 예측하고 분류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잘’은 세 가지 범주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3)

ㄱ. 방식부사 ‘잘’은 하위 사건을 작용역으로 삼는다.
ㄴ. 빈도부사 ‘잘’은 전체 사건을 작용역으로 삼는다.
ㄷ. 평가부사 ‘잘’은 사실을 작용역으로 삼는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3장, 4장, 5장은 각각의 ‘잘’에 대한 문법 기술이 이루어
졌다.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면서 각각의 ‘잘’에 대한 문법 기술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3장에서는 방식부사 ‘잘’에 대한 문법을 정리하였다. 우선 방식부사 ‘잘’은 사건의
전개 과정에 작용하기 때문에 사건의 상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사건의 전개 과정에
중점이 있는 동작 사건과 공기할 수 있었다. 한편 방식부사 ‘잘’이 과거 시제로 나타
나는 사건과 공기할 경우 결과 서술어로 기능하는데 이 경우에는 하위 사건 중에서
도 결과 상태에 ‘잘’이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건의 전개 과정이든, 결과 상
태이든 하위 사건 범주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주지할 점이다. 또한 방식부사
‘잘’은 어휘특성문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 방
식부사 ‘잘’이 쓰인 관용 표현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4장에서는 빈도부사 ‘잘’에 대한 문법을 정리하였다. 빈도부사 ‘잘’은 전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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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기 때문에 사건의 상적 특성을 고려해볼 때, 경계성이 있는 사건과 공기할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빈도부사 ‘잘’은 상태 서술어와도 결합할 수 있는데, 다만 개체
의 일시적 속성을 나타내는 장면층위 술어(아프다, 체하다 등)와는 가능하지만, 개
체층위 술어는 불가능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빈도부사 ‘잘’은 상부사로 반복상
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습관상 역시 나타낼 수 있어 총칭문의 일종인 습관문을 형
성함을 보였다.
5장에서는 평가부사 ‘잘’에 대한 문법을 정리하였다. 평가부사 ‘잘’은 사실을 작용
역으로 하기 때문에 사건의 상적 특성과 무관하게 다 결합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
는데, 심지어 개체의 항구적 속성을 나타내는 개체층위 술어(키가 크다, 얼굴이 하
얗다)와도 문맥이 주어지면 결합할 수 있었다. 한편, 평가부사 ‘잘’은 사실 범주를
작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서상법의 영역인 기원이나, 명령, 가정 등과 결합할 수 없
었다.
본고에서는 ‘잘’이 출현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기술하고자 만전을 기울
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역량의 부족함으로 인한 아쉬움이 더 크다. 이제 마
지막으로 부족한 점을 짚어보고 차후 연구를 기약하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 지으
려고 한다.
우선 ‘잘’의 의미 확장 기제 및 경로에 대해 밝히지 못했다. 이것은 공시적 연구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겠다. 한 어휘의 쓰임은 확장되거나 축소되기도 하고 사라지거
나 새롭게 구축되기도 한다. ‘잘’ 역시 애초부터 세 가지 쓰임이 다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중세 문헌을 통해서 꼼꼼하게 살펴본다면 방식부사, 빈도부사, 평가부사 중
에 원형적 쓰임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잘’이 각 부사의 쓰임을
언제부터 가졌는지도 살펴볼 수 있음도 물론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의미 확장 기
제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다른 어휘도 찾아볼 수
있는 노릇이다.
더불어 ‘잘’과 관련한 유형론적 논의가 미진한 것이 못내 아쉽다. [좋다]의 의미를
가진 부사는 그 의미의 무표성 때문에 어느 언어에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가령
영어의 ‘well’이나 일본어의 ‘よく’, 중국어의 ‘好’, 스페인어의 ‘bien’ 등이 그것이다.
다양한 언어에서 ‘잘’에 상응하는 부사들을 찾아보고 한국어와 비교, 대조한 후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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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차이가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보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의미 지도를 그려 비교해보는 것도 유익한 논의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잘’이 보이는 통사적 분포의 유표성에 대해 논하지 못했다. 가령 전형
적인 빈도부사 ‘자주’는 동사구 앞(‘자주 탕수육을 먹다’)에 위치하는데, 빈도부사
*

‘잘’은 그렇지 못하다(‘ 잘 탕수육을 먹다’). 또한 전형적인 평가부사 ‘다행히’는 문장
앞(‘다행히 단우가 집에 돌아왔다’)에 위치하는데 평가부사 ‘잘’은 그렇지 못하다(‘*
잘 단우가 집에 돌아왔다’). 이것은 ‘잘’의 의미 확장 경로를 밝히고, 말뭉치 기반 자
료 검색을 통해 그 경향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추적하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모든 논의를 정리하면서, 이제까지의 ‘잘’에 대한 논의는 확장되어서 읽혔으면 하
는 바람이 있다. 곧 본고는 ‘잘’만이 아닌 방식부사류, 빈도부사류, 평가부사류 전반
으로 확대 적용한 독해 역시 가능할 수 있도록 문법 양상을 기술하는 데 적지 않은
신경을 썼다. 이로써 나무 그늘 밑에 서 있는 ‘한국어 부사’라는 큰 코끼리의 다리라
도 그려보고자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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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emantics of Korean Adverb 'Jal'
Kim, Tae-i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mainly to explain the meaning of 'jal' a
Korean adverb, and secondly to discuss where the ambiguity of 'jal' is coming
from.
Based on semantic and functional standards,'’jal' can be deemed as any of the
following three different types of an adverb: a manner adverb, a frequency
adverb or an evaluative adverb. 'Jal' can convey different meanings and serve
different functions depending on which type of 'jal' is scoping over. In order to
discuss this unique nature of ‘jal’, it is essential to set up a semantic hierarchy
in a sentence. Through this study, the following semantic hierarchy has been
established: 'Speech-Act (being the highest in the hierarchy) > Fact >
Proposition > Event > Subevent (being the lowest in the hierarchy)'. Based on
the semantic hierarchy, it has been found that a manner adverb 'jal' scopes
over the subevent category, a frequency adverb 'jal' scopes over the entire
event category, and an evaluative adverb 'jal' scopes over the fact category.
In chapter 3 of this paper, a manner adverb 'jal', which scopes over the
subevent category has been explained. A manner adverb 'jal' is usually used
with a 'activity' event that focuses on describing how such event has taken
place. Meanwhile, a manner adverb 'jal' serves the function of a resultative
predicate in the cases where the predicate is used together with past tense
marker '-ess-'. In such case, 'jal' scopes over resulting state of subevent. In
addition, a manner adverb 'jal' can make lexical characterizing sentence.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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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mple, it usually describes agent's ability of achieving an event qualified by
‘jal’ and with respect to events related feeding, ‘jal’ describes agent’s
preference or taste. That is why there are many idiomatic expressions that
include 'jal'.
In chapter 4, a frequency adverb 'jal', which scopes over the entire event
category is explained. A frequency adverb 'jal' can co-occur with events that
have boundedness. A frequency adverb 'jal' can be used to modify a static
predicate as long as the predicate has boundedness. For instance, a frequency
adverb 'jal' can be used with a stage-level predicate such as 'be sick' and
'have a stomach ache', but not with an

individual-level predicate that doesn't

have boundedness. Furthermore, since a frequency adverb ‘jal' can be used to
describe repetitive(iterative) nature as well as habitual nature,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a frequency adverb 'jal' can be categorized as an aspect

adverb.
In chapter 5, an evaluative adverb 'jal', which scopes over the fact category
is explained. An evaluative adverb 'jal' can co-occur with any aspectual types
of an event because an evaluative adverb 'jal' scopes over the fact category.
For this reason, an evaluative adverb 'jal' can co-occur with an even
individual-level predicate such as 'be tall' and 'be white-faced'. Moreover,
since an evaluative adverb 'jal' scopes over the fact category (reallis), an
evaluative adverb 'jal' is not used in irrealis context such as optative,
imperative, and subjunctive.

Key Words: adverb, scope, Semantic hierarchy, manner adverb, frequency
adverb, evaluative adverb, lexical characterizing sentence, habitual
sen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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