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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의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 연구
- 상위언어적 부정 및 부정 아닌 부정을 중심으로 김 송 희
이 논문의 목적은 부정소를 갖추었지만 전형적인 부정문이 담당하는 의미 기능을
하지 않는 일련의 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구성들이 전형적인 부정문과 구별되
는 점을 문법적 특징과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어 연구에서 전형적인 부정문은 부정문을 형성하는 부정소 ‘안, 못’, 부정 서
술어 ‘아니-, 못하-, 말-’등이 개입하여 대응하는 긍정의 명제를 부정하고 문장의
진리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왔다. 그러나 부정소가 사용되었으나 일반적인
부정문의 의미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토가 별로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인 상위언
어적 부정과, 부정 아닌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정 확인 의문문, 잉여적 부정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 기능을 고찰하였다.
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부정과 비전형적인 부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
적 논의를 하였다. 부정은 기본적으로 긍정과의 관계에서 논의되는 개념으로, 긍정
명제에 대한 진리치 변경이 그 주요 특징이다. 부정문이란 부정문을 형성하는 부정
소를 포함하며 부정극성요소와 공기할 수 있는 구성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
에서는 한국어 부정문의 요건을 정리하고, 부정소를 갖추었지만 명제 부정은 하지
않는 한국어의 비전형적인 부정인 상위언어적 부정, 부정 확인 의문문, 잉여적 부정
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상위언어적 부정을 살펴보았다. 상위언어적 부정이란 담화 맥락에서 선
행 발화의 명제 이외의 여러 국면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다. 상위언어적 부정의 문법
적 특징으로는 부정문-정정문 구성, 부정극성요소와의 공기 제약, 양보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 ‘-지만’의 결합 제약이 있었다. 그리고 상위언어적 부정의 의미 기능
으로는 선행 발화의 실현 형식의 부정, 함축의 부정, 전제의 부정이 있었다. 함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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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에서는 특히 고정함축과 Q-함축에 대해 상위언어적 부정이 활발하고, R-함축
에 대해서는 어색함을 확인하였다. 전제의 부정은 ‘못’ 부정으로만 가능하였다.
4장에서는 부정 확인 의문문을 살펴보았다. 부정 확인 의문문이란 부정 의문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화자가 청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용법을 보이는 의문문으로,
한국어에서는 장형 부정 확인 의문문, 수사 의문문, 부가 의문문이 이에 속하였다.
부정 확인 의문문의 문법적 특징으로는 장형 부정 확인 의문문의 ‘-지’가 반말체 종
결어미라서 일반적 장형 부정 의문문과는 과거 시제 요소 등의 선어말어미 결합 양
상이 다르다는 점이 있었다. 또한 부정 확인 의문문에 대한 응답 양상은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에서와 달리 반대로 나타났고, 부정 확인 의문문에서는 부정극성요소가
사용될 수 없었다. 본래 부정 의문문을 형성하지 못하는 인식 양태 요소는 부정 확
인 의문문에서는 사용될 수 있었다. 부정 확인 의문문의 의미 기능으로는 화자의 청
자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요구, 질책과 비난이 있었다.
5장에서는 잉여적 부정이 다루어졌다. 잉여적 부정이란 부정소가 사용된 문장에서
부정소가 부정 기능을 하지 않는 부정문으로, 대개는 종속절에 부정어가 쓰이든 쓰
이지 않든 의미는 같음에도 부정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어에서 잉여적 부
정의 출현 환경은 시간 경과 구문, 사유 술어 구문이 있다. 시간 경과 구문에서는
부사가 포함되면 잉여적 부정이 성립되지 않는 부사 통합 제약과, 동작 동사구와 순
간 동사구만 허가하는 상적 속성에 따른 술어 제약이 있었다. 사유 술어 구문에서는
부정소의 유무에 따른 부정의 잉여성 차이가 나타났으며, 내포문의 ‘부정 확인 의문
문’ 구성이 잉여적 부정 해석에 영향을 주었다. 잉여적 부정은 사건의 미발생 강조,
사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긍정 사태를 전제한 사유 표현 등의 의미 기능을 보
였다. 이러한 잉여적 부정의 출현은 종속절의 비사실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
다.
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하였다.
주요어: 부정, 상위언어적 부정, 부정 아닌 부정, 부정 확인 의문문, 장형 부정 확인
의문문, 수사 의문문, 부가 의문문, 잉여적 부정, 시간 경과 구문, 사유 술어 구문
학번: 2012-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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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본고는 부정소를 갖추었지만 전형적인 부정문이 담당하는 의미 기능을 하지 않는
일련의 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구성들이 전형적인 부정문과 구별되는 점을 문
법적 특징과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어 연구에서 부정문은 부정문을 형성하는 부정소 ‘안, 못’, 부정 서술어 ‘아니
-, 못하-, 말-’1)등이 개입하여 대응하는 긍정의 명제를 부정하고 문장의 진리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이런 부정소가 사용되었으나 일
반적인 부정문의 의미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 구성들이 존재한다. 다음이 그 예이다.

(1)

가. 내 동생 피부는 좋은 게 아니라 백옥이야.
나. 너는 어제 그 연극 봤지 않니?
다. 내일 소풍에 비가 오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1)의 예문들은 형태·통사론적으로 부정문을 구성하는 요소가 쓰였지만 부정의
의미로는 해석되지 않는 문장들이다. (1가)에서는 ‘아니-’가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때 ‘아니-’는 ‘내 동생 피부는 좋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강하게 긍정하
는 의미를 보인다. (1나)에서는 장형 부정 ‘-지 않-’이 사용되었지만, ‘너는 어제
그 연극을 보지 않았다’와 같은 부정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고, 청자가 어제 그 연극
을 보았는지 확인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1다)에서는 ‘걱정이-’의 내포문에 ‘않-’이
쓰였으나, 이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는 내포문에서 부정 서술어가 빠진 ‘내일 소풍에

1) 종래 부정문 연구에서는 ‘안, 못’을 ‘부정소’로, ‘아니-, 못하-, 말-’ 같은 서술어는 ‘부정 서
술어’로 구분하여 지칭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부정소’라는 용어를 ‘부정문을 형성하
는 데 사용되는 요소’라는 넓은 의미로 사용하여, ‘부정소’라는 용어로 부정소와 부정 서술
어를 통칭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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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올까 걱정이다’와 차이가 없다.
이 세 가지 표현에 사용된 부정소들은 다음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반적인
부정문에서는 명제부정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이다.

(2)

가. 이 그림은 우리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 아니다.
나. A: 오늘 그 학생이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B: 네, 오지 않았습니다.

(2가)는 ‘이 그림은 우리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다’라는 명제에 대한 부정문으로
사용되었다. (2나)는 억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오늘 그 학생이 학교에 오다’
라는 명제에 대한 부정 의문문으로 해석된다. (2)에 사용된 부정소들이 기본적인 부
정문 형성에 활발하게 참여하면서도 (1)과 같은 특정 표현에서는 긍정문에 대한 부
정문을 만드는 데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1)의 구성들과 (2)의 전형적인 부정문
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한국어의 부정문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부정문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전형적인 부정문으로 해석되지 않는 구성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검토가 별로 없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의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의 유형과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정문을 만드는 요소가 사용되었으나 부정문으로 해석되지 않는 구성의 종
류를 망라하고, 이 구성들과 전형적인 부정문의 문법적 차이를 기술한다. 이러한 작
업은 부정소가 사용된 구성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점에서 비전형적인 부정 구
성뿐만 아니라 부정문에 대한 체계적 연구에도 밑바탕이 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어
부정문 연구에서 주목해온 것은 명제 부정 위주의 전형적인 부정문이다. 전통적으로
부정이라는 개념은 명제 논리에서 다루어져왔으므로 이것에 집중한 선행 연구는 가
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형적인 부정문에 사용되는 부정소가 명제 부정을 수행
하지 않는 구성에서도 적지 않게 발견되며, 명제 부정 이외에도 담화에서 특별한 기
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은, 그동안 전형적인 부정문만을 형성하는 것으로 취급되어 온
부정소와 부정 서술어의 기능이 명제 차원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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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둘째, 이들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의 의미 기능을 살펴본다. 명제 부정을 수행하지
않는 구성임에도 부정소가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은, 이들 구성
의 발달에 부정소만이 전달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작용했을 것임을 기대하게 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에서 부정소가 문장의 어떤 부분에 작
용을 하는지, 그리고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이 부정소가 없는 대당 긍정문과 비교하
여 어떤 의미 기능과 특성을 획득하였는지 살펴볼 것이다.
부정 표현은 인간의 관념에서도 매우 기본적인 것으로, 유아가 언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도 일찍 습득되는 표현이다.2) 이처럼 인간의 언어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는 부정 표현에 대하여, 전형적인 부정문과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 모두에 걸친 충
분한 연구가 있을 때 비로소 부정의 윤곽 또한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으며, 전형
적 부정과 비전형적인 부정이 각각 가진 고유한 내용도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연구대상으로 부정소가 사용되었으나 의미적으로 부정문을 형성하지
않는 표현들을 추려 내기 위하여 21세기 세종계획 현대문어 및 현대구어 구문·형태
분석 말뭉치에서 부정소인 ‘안(아니), 아니-, 않(아니하)-, 못, 못하-’가 사용된 구
문을 추려내었다. 그 후 이들 표현이 문장 내에서 명제 부정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본 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문형들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안(아니), 아니-, 않(아니하)-, 못, 못하-’만을 살펴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
선, ‘없-’과 ‘모르-’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안(아니), 아니-, 않(아니
하)-, 못, 못하-’는 특정 술어나 의미에 대응하는 부정 표현이 아니라 한국어에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전반에 대한 부정문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
인 부정의 관념을 표현하는 광의(廣義)의 부정소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없-’과
2) 김영주(1997)에 따르면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은 부정 표현 습득 이전에
는 ‘아아(앙), 이이, 으으(응)’와 같은 표현으로 거부나 금지의 뜻을 전달하였으며, 빠른 경우
에는 1년 7개월 정도의 연령대부터 단형 부정을 산출해낼 수 있었다는 결과를 얻었다. 장형
부정은 3년 3개월 정도 이후에 산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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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있-’, ‘알-’과 같은 특정 서술어에 대응하는 부정 표현이라는 점에서 다
른 부정소와 구별된다. ‘모르-’와 ‘없-’이 사용된 문장은 부정극성요소와 함께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서술어가 쓰인 문장들
은 그 의미가 완벽하게 유지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각각 문장 유형에 따라 ‘안(아
니), 아니-, 않(아니하)-, 못, 못하-’등을 이용한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 다음
예문은 ‘없-’과 ‘모르-’가 사용된 문장을 다른 부정소를 이용한 부정문으로 치환해
본 것이다.

(3)

가. 동생이 집에 없어.
가`. 동생이 집에 {안 있어/있지 않아}.
나. 동생이 집에 없어?
나`. 동생이 집에 {안 있어/있지 않아}?
다. 동생은 집에 없구나!
다`. 동생은 집에 {안 있구나/있지 않구나}!
라. *집에 없어라!3)
라`. 집에 있지 마!

(4)

가. 넌 그거 몰라.
가`. 넌 그거 {*못 알아/알지 못해}.
나. 넌 그거 모르니?
나`. 그거 {*못 아니/알지 못하니}?
다. 넌 그거 몰랐구나!
다`. 넌 그거 {*못 알았구나/알지 못했구나}!
라. *몰라라!
라`. ?알지 말아라!

(3) 예문은 ‘없-’이 각각 평서문(3가), 의문문(3나), 감탄문(3다), 명령문(3라)로
쓰인 것이다. ‘없-’이 사용된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은 모두 ‘있-’에 대한 ‘안’ 부정
3) 이것은 ‘없-’이 형용사의 통사적 패러다임을 보이기 때문에 명령문으로 쓰일 때 비문이 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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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대체 가능하다. (3라)의 명령문의 경우에는, 한국어에서 부정 명령문을 만들
때 사용되는 ‘말-’이 결합한 명령문으로 대체된다. (4)는 ‘모르-’가 각각 평서문(4
가), 의문문(4나), 감탄문(4다), 명령문(4라)으로 쓰인 것이다. ‘모르-’가 사용된 평
서문, 의문문, 감탄문 역시 각각 ‘못’ 장형 부정문으로 대체 가능하다. 명령문의 경
우에는 ‘말-’이 결합하여 대체되지만, 이 때는 동사 ‘알-’의 어휘적 의미가 부정 명
령과 어울릴 수 없어서 어색하다. 서술어의 의미에 따라 ‘안’은 주로 단순 부정 및
행동주의 의도 부정, ‘못’은 주로 상태 동사에 쓰여 화자가 선호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능력 부정 및 불급(不及) 부정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차이는 있다. 그러나
‘안(아니), 아니-, 않(아니하)-, 못, 못하-’가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서술어
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은 이들 부정소의 중요한 특징이다.
둘째, ‘-이-’에 대해서만 부정을 할 수 있는 ‘아니-’가 이 기준에 포함된 까닭은,
‘-이-’에 대한 부정이 다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명사 뒤에 결합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이-’는 그 부정을 ‘안(아니)’이나 ‘못’, ‘않-’, ‘못하-’ 등으로 구
성할 수 없다. 다음은 그에 대한 예문이다.

(5)

가. 송연이는 대학생이다.
나. *송연이는 안 대학생이다.
다. ?송연이는 대학생이지 않다.
라. *송연이는 못 대학생이다.
마. ?송연이는 대학생이지 못하다.
바. 송연이는 대학생이 아니다.

(5가)의 ‘-이-’에 대하여 (5나)의 ‘안’ 단형 부정, (5다)의 ‘안’ 장형 부정, (5라)
의 ‘못’ 단형 부정, (5마)의 ‘못’ 장형 부정은 모두 어색하다. ‘-이-’에 대한 부정은
(5마)와 같이 ‘아니-’가 사용되었을 때만 자연스럽다.
셋째, ‘말-’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말-’은 보조 동사로서 사용될 때 명령
문의 문장 유형에서는 다른 서술어를 대체하여 부정 명령의 의미를 표현하는 부정
소이다. 그러나 말뭉치에서 탐색한 결과, ‘말-’이 본동사로서 사용되거나 다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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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와의 결합형으로 쓰여 ‘그만두다’를 의미하거나, ‘말-’이 보조 동사로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끝내 실현됨’(표준국어대사전) 등의 의미를 실현한 경우는 있었으나,
부정 명령문을 만드는 용법의 ‘말-’이 그 기능을 잃어버린 경우는 포함된 목록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안(아니), 아니-, 않(아니하)-, 못, 못
하-’를 연구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삼았다. 본고에서는 부정소 ‘안(아니), 아
니-, 않(아니하)-, 못, 못하-’를 말뭉치에서 검색 후 이들 표현이 문장 내에서 일
반적인 부정 표현으로서 명제 부정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았
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유형의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6)

아 하나씩 하면 내가 그 다음 학기에 용돈 쓰기가 빠듯한 게 아니라
차비만 대도 끝나.

첫째 유형은 ‘아니라’가 사용된 (6)과 같은 유형이다. 이 때 ‘아니라’는 그 앞의
내용인 ‘내가 그 다음 학기에 용돈 쓰기가 빠듯한 것이다’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돈 쓰기가 빠듯한 것은 물론 ‘차비만 대도 끝난다’고 하며 ‘아니라’의 선행
절에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 긍정을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구성을
‘상위언어적 부정’이라고 명명한다. 이에 대한 상론은 3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7)

가. 작업을 할래면 영화관 가야 되지 않겠어?
나. 장사꾼들이 돈을 낼 때는 다 장삿속 아니겠습니까?
다. 걔 정말 괜찮더라, 안 그래?

둘째 유형은 의문문에서 부정소가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을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
되지 않고 화자가 청자에게 ‘확인’을 하는 의미로 해석되는 (7)과 같은 유형이다.
(7가-다)는 각각 화자가 ‘작업을 할래면 영화관 가야 된다’, ‘장사꾼이 돈을 낼 때
는 다 장삿속이다’, ‘걔 정말 괜찮다’라는 것에 대해 화자가 청자에게 그 내용을 확
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구성을 ‘부정 확인 의문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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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명할 것이며, 이에 대한 상론은 4장에서 다루어질 것이다.
(8)

더 나아가서 북한영화를 낮게 평가함으로써 오히려 남북 화해와 협력과 통일에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셋째 유형은 사유 술어 구문에서 부정문을 형성하는 요소가 사용되었으나 일반적
인 부정문으로 해석되지 않는(8)과 같은 유형이다. (8)은 ‘걱정스럽다’의 내포문에
‘않-’이 사용되었으나 실제 의미는 ‘역효과를 내지 않을까봐 걱정스럽다’는 것이 아
니라 ‘역효과를 낼까봐 걱정스럽다’는 것으로 ‘않-’이 잉여적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유형을 가리켜 ‘잉여적 부정’ 표현으로 명명한다. 이에 대한 상론은
5장에서 다룰 것이다.
한편, (6-8) 유형과 마찬가지로 부정소에서 비롯한 것이고, 일반적인 부정의 의
미로 해석되지 않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에서 제외되는 예
들이 있다. 과거에 부정소였지만 현재는 부정소가 아니라 다른 기능을 하는 경우로,
담화표지로 분류되는 ‘아니’가 이에 해당한다. 다음은 이러한 ‘아니’의 예이다.
(9)

가. 아니, 일제는 전후 그 이름을 보란 듯이 고쳤는데 왜 우리는 못하는 겁니까?
나. A: 복직을 안했습니다.
B: 아니, 왜요?

(9)에서 사용된 ‘아니’는 담화표지 ‘아니’다. (9)의 문장은 부정소인 ‘아니’가 사용
되었으나 이것이 일반적인 부정소로서 기능하지 않고, 놀라움이나 의아함 등의 화자
의 태도를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담화표지가 된 ‘아니’는 통사 구조에
서 기능을 하는 요소가 아니며, 부정의 ‘아니’로부터 분리된 요소라는 것이 구현정
(2008) 등의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이 담화표지 ‘아니’는 형태적으로는 부
정문을 형성하는 부정소 ‘아니’와 같지만 그 문법적 지위가 이미 달라져서 더 이상
부정문을 형성하는 데 관여하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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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 부정소가 쓰였지만 부정의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 구성으로 이중 부정이
있다. 다음 예문은 이러한 이중 부정에 대한 예문이다.
(10) 나는 오늘 밥을 안 먹지 않았어.

(10)과 같은 표현은 종래 ‘이중 부정’으로 부정문 연구에서 다루어져 왔다. 이중
부정은 한 문장 안에 부정의 표현이 두 번 나타나 결과적으로 문장의 의미가 긍정
이 되는 문장을 뜻한다. 이 때 이중 부정문의 의미는 긍정문의 의미와 큰 차이가 없
다는 점에서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예문이다.

(11) 가. 나는 오늘 밥을 안 먹지 않았어.
나. 나는 오늘 밥을 먹었어.

(11가)는 부정소가 두 번 사용된 이중 부정문인데, 부정소가 사용되지 않은 긍정
문 (11나)와 의미상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중 부정은 부정소가 두 번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부정문임에도 긍정
문과 같은 의미를 가지지만, 전제된 긍정 명제를 부정한 후에, 그렇게 부정이 된 명
제를 다시 부정하는 ‘부정에 대한 부정’일 뿐, 본고에서 다루는 비전형적인 부정 구
성은 아니다. 이중 부정문에서 나타나는 부정소는 다른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의 부
정소처럼 명제 부정을 수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부정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행하는 명제에 대한 부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음은 그에 관한 예문이다.

(12) 상황: 그 사과는 내가 먹었다.
가. 그 사과는 내가 먹었다. (참)
나. 그 사과는 내가 먹지 않았다}. (거짓) [부정의 대상: 밑줄(=12가)]
다. 그 사과는 내가 안 먹지 않았다. (참) [부정의 대상: 밑줄(=12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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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에서 ‘그 사과는 내가 먹었다.’라는 상황이 주어졌다. 이 상황에 대한 긍정 명
제 (12가)에 대한 부정문인 (12나)의 진리치는 거짓이다. 그리고 그러한 부정문인
(12나)에 대한 부정문 (12다)의 진리치는 다시 참이 된다. 이러한 부정과 이중 부
정문의 진리치는, 이중 부정이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명제 부
정을 수행하는 구성인 증거로 해석되며, 이러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이중 부정은 본
고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1.3. 선행 연구
한국어의 부정문은 국어학에서 196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
였다. 본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한국어 부정문 연구에 대한 통사론적, 의
미·화용론적 선행 연구와 부정소가 사용되었으나 일반적인 부정 표현이 아닌 비전형
적인 부정 구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통사론적 연구
전통문법에 입각한 부정문의 연구로는 박승빈(1935), 최현배(1971) 등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안’이 부사라는 입장을 취하였으며, ‘안’이 문장의 동사를 부정적으
로 수식한 것이 부정문이라고 보았다.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어 부정문 연구에서는 변형생성문법에 근
거한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의 심층구조(深層構造) 설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박순함(1967)에서는 변형생성문법을 도입하여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
정문이 같은 의미를 보이는 경우를 살펴보았고, 두 부정문의 기저 구조가 동일하다
는 동일기저설(同一基底說)을 주장하였다, 이홍배(1970), 오준규(1971)에서도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이 같은 의미를 나타냄을 전제로, 이 두 부정문의 기저 구조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이러한 동일한 기저 구조에서 서로 다른 두 형태의 부정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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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규칙으로 관련된다는 것이 이 연구들의 논지였다. 이후 안희돈(1991), 박갑용
(1992)등에서도 이러한 동일기저설의 입장을 수용하였다.
송석중(1967, 1973, 1977), 임홍빈(1973, 1978)에서는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
문의 기저 구조를 설정함에 있어서 상이기저설(相異基底說)을 주장하였다. 송석중
(1967)에서는 동일기저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의 동의성에 대한 정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을 지적하며 두 부정문은 동의인
경우도 있으나 의미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4)을 지적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어 부정문에 대한 상이기저설로서는 최초의 논의라는 의의가 있다. 임홍빈
(1973, 1978)에서는 부정문의 서술어가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될 때만이 단형부정
문과 장형부정문이 동의라는 사실 등을 근거로 상이기저설을 제시하였는데, 단형 부
정문과 장형 부정문의 구조가 단순히 일치하거나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넘어서 부
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섬세하게 고찰하였다. 이러한
선행 연구에 대해 이기용(1979) 등에서는 상이기저설의 입장을 더욱 체계적으로 의
미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며 보완하였으며, 이후 Han(1987), 최기용(1993) 등에서
상이기저설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하여 부정문 연구를 수행하였다.
초기 한국어 부정문 연구에서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의 심층구조 설정과 동
의성 문제에 천착한 것은 하나의 긍정 표현에 대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한국어 부정문의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의미
차이라는 것이 통사 구조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단형 부정문과 장형 부정문 사이
에서 발생하는 의미 차이에 대한 해답을 의미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통사론적인 부
분에서 구하려고 하였다는 점5), 그리하여 각 부정소 및 부정문의 의미에 대한 고찰
4) 송석중(1977: 46-47)에서는 (a)는 동의라고 보지만 (b)는 동의로 해석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
다.
(a) 가. 남편이 안 돌아왔다.
나.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다.
(b) 가. 남편이 갑자기 안 돌아왔다.
나. 남편이 갑자기 돌아오지 않았다.
5) 의미 차이에 대한 해답을 의미론적인 부붐이 아니라 통사론적인 부분에서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구조적 중의성 같은 경우는 의미 차이가 통사 구조에 기인하는
경우이므로 통사론적 부분 역시 의미 차이 연구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미
의 문제를 통사론적 부분에만 천착하여 살펴보는 것에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아쉬
움이 남는다는 것이다.

- 10 -

이 충분치 못했던 점은 이러한 한국어 부정문의 통사론적 선행 연구의 한계로 지적
될 수 있다.
한국어 부정문의 통사 구조에 대한 연구에서 함께 논란이 되었던 것은 장형 부정
문의 ‘-지’의 취급에 관한 것이었다. 최현배(1971)에서는 ‘-지’를 부사형 어미로 취
급하였고, ‘-지’를 명사형 어미 ‘-기’의 이형태로 본 송석중(1967)을 비롯하여 이홍
배(1970), 엄정호(1987) 등에서도 ‘-지’와 ‘-기’가 의사분열문 형성시에 서로 교체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지’가 명사화문을 내포하며 ‘-지’가 ‘-기’의 이형태인 명
사형 어미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는 달리 임홍빈(1987)에서는 ‘-기’와 ‘-지’의
통합관계 차이6)를 근거로 ‘-기’와 ‘-지’가 같지 않음을 주장하고, ‘-지’를 종결어미
로 취급하였다. 구종남(1995)에서는 명사화의 개념과 ‘-지’와 ‘-음, -기’의 통사적
차이7)를 근거로 ‘-지’가 명사화소가 아니며, ‘-지’는 선행 서술어와 동사 ‘하-’를
단순히 연결시켜 주는 장치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와 같은 장형부정문의 ‘-지’의
정체에 관한 연구는 부정문의 심층 구조에 관한 논의에 비하여서는 그 수가 많지
않았으나 장형 부정문의 통사 구조를 파악하고, 장형 부정문의 통사적 특징을 다각
도로 검증하는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이런 초기의 한국어 부정문
연구는 통사론적 연구에 매우 편중되어 있었던바, 부정문의 의미 및 부정문을 형성
하는 각 요소들의 의미와 기능 차이에 대한 고찰이 부족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2) 의미·화용론적 연구
한국어 부정문에 대한 의미론적인 연구에서 큰 논제가 되었던 것 중 하나는 부정
6) 임홍빈(1987)에서는 ‘-기’ 뒤에 조사가 출현하는 양상이 ‘-지’ 뒤에서 조사가 출현하는 것보
다 자유롭다는 점, ‘-기 ADVP V’ 구성은 가능한 데 반해 ‘-지 ADVP V’는 어색한 점을 들
어 ‘-기’와 ‘-지’가 같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7) 구종남(1995)에서는 ‘-지’가 명사화소가 아니라는 점을, ‘-음’, ‘-기’와의 비교를 통해 밝힌
다음의 통사적 차이를 근거로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에 이끌리는 구성 성분에 독립
성이 없음, ‘-지’에 이끌리는 성분의 출현 위치의 고정성, ‘-지’의 의사 분열문 형성 불가
능, ‘-지’에 의해 도입되는 성분의 주어가 주어적 속격을 취할 수 없음, ‘-지’의 후행 서술
어 제약, ‘-지’ 구문의 부정극성요소, ‘-지’ 구문에서의 시제 요소 출현 제약, 선어말어미
‘-시’가 ‘-지’와 ‘하-’에 나타날 수 있음, ‘-지’ 구문 제약이 ‘-지’가 명사화소가 아니라는 근
거가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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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보이는 해석상의 중의성이었다. 부정문 해석의 중의성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초기 논의는 임홍빈(1973)이다. 임홍빈(1973)에서는 동일한 부정문이 여러 해석을
가질 수 있는 경우8)를 들어 부정문의 중의성을 논하였고. 이러한 중의성은 부정문
을 이루는 성분들이 각각 부정의 작용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성에서 비롯한다고
보았다. 이기용(1979)에서는 의미론적 층위와 화용론적 층위를 구별하였으며, 부정
문 해석에서 나타나는 중의성은 회화상의 가정(전제)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았다. 송
석중(1981)에서는 수량어(양화사)와 부사가 부정문에서 부정의 작용역 안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부정 해석상의 중의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익
환(1979)에서는 부정의 중의성이 수량어(양화사)에서뿐만 아니라 ‘만, 도 마저’에서
도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임홍빈(1978)의 논의를 보완한 임홍빈(1987)에
서는 양화사와 부사가 포함된 부정문에서 발생하는 중의성을 Jackendoff(1972)의
초점과 전제에 대한 논의를 수용하여 부정문의 담화 전제가 부정적 담화 전제냐 긍
정적 담화 전제냐에 따라, 초점 성분이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다는 해석 원리로 설명해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임홍빈(1987)의 부정문의 해
석 원리에 대하여 박정규(1991)에서는 임홍빈(1987)에서 사용한 해석 원리의 한계
를 지적하며, 전제와 함의에 대한 구분9) 및 의미론적 층위와 화용론적 층위를 구분
한 해석 원리를 보였다. 구종남(1991)에서는 단형 부정문이 수량어(양화사)나 부사
와 함께 쓰일 때만 중의적이라는 입장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단형 부정문
이 중의성을 가지는 것은 언어 내적인 논리, 구조에서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담화
8) 임홍빈(1973: 6)에서는 다음의 예문을 부정문이 보이는 중의적 해석의 예로 들었다.
(c) 나는 그를 권총으로 쏘지 않았다.
(d) 가. 그를 권총으로 쏜 것은 내가 아니다.
나. 내가 권총으로 쏜 것은 그가 아니다.
다. 내가 그를 쏜 것은 권총으로가 아니다.
라. 내가 그에게 권총으로 한 것은 쏘는 것이 아니다.
임홍빈(1973: 6)에서는 (c)에 대하여 나타난 (d가-라)가 (c)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의미 해
석의 총목록이라 하였으며, (c) 문장은 그 의미론적인 상태, 무엇이 강조되어 부정의 영역에
들어가는가에 따라 (d가-라)의 해석을 얻을 수 있으며 그 외의 해석은 얻을 수 없다고 보았
다.
9) 박정규(1991)에서는 임홍빈(1987)에서 제시한 긍정적 담화 전제 개념이 사실상 전제가 아니
라 함의(entailment)라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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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았다.
부정문이 보이는 해석상의 중의성에 관한 이러한 연구들은 초기에는 변형생성문
법과 통사론적 심층구조 연구와 더불어 이루어졌던 것이나 이후 부정문의 의미를
통사론적 분석 일변도가 아닌 의미론과 화용론의 영역에서도 살펴보게 되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부정의 다양한 특성과 각 부정 요소들이 나타낼
수 있는 의미에 대하여서는 고찰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부정문이 나타내는 의미 외에, 부정문을 형성하는 요소들의 의미에 관한 것은 이
전 연구에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 동안은 부정문에 대한 통사·의미론적
논의에 밀려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1990년대 이후에 비로소 활발해졌다.
부정소의 의미에 관한 공시적인 연구 중 우선 전통문법에서는 최현배(1971)에서
‘아니’를 ‘不爲’, ‘못’을 ‘不能’으로 기술하였다. 이후 성광수(1971), 남풍현(1976),
김동식(1980) 등에서 ‘아니’를 가리켜 ‘행위·형용 부정’, ‘순수한 부정사’, ‘객관 부
정, 자의 부정’으로 보고, ‘못’을 가리켜 ‘능력 부정’, ‘타의 부정, 평가 부정’ 등으로
보았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아니’는 행위와 의도 또는 객관적 기술에 대한 부정이
며 ‘못’은 능력과 가능성에 관련한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신원재(1987)에서
는 ‘아니’ 부정과 ‘못’ 부정에 선행하는 연결어미 및 이 부정 표현에 결합하는 서술
어를 고려하여 각 부정 표현의 의미를 세분10)해 놓았으나, 연결어미나 보조사까지
고려한 이 연구의 매우 상세한 의미 분류는 부정소 자체의 의미 분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한편, 선행 연구에서 ‘안, 아니, -지 않-’ 부정에 대하여 ‘의도 부정’
이라는 분석을 많이 내놓았던 것과는 달리 변정민(2006)에서는 ‘아니’가 다른 강조
의미 등이 없는 ‘단순 부정’의 의미만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11) 선행 연구에서 ‘안’
10) 신원재(1987)에서는 ‘안’ 부정문은 상태 동사문에서 ‘아쉬움’을, 과정 동사문에서 ‘상태 변
화가 끝나지 않았음’을, 동작 동사문에서 ‘의도 부정, 진행 부정’을 의미한다고 보았으며, 장
형 부정인 ‘-지 않-’ 부정문은 ‘-지가 않-’이 ‘신정보의 부정’, ‘-지를 않-’은 ‘긍정적 기대
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아쉬움’, ‘-지는 않-’은 ‘주어진 정보 부정’, ‘-지만 않-’은
‘다른 긍정 의미 함축’, ‘-지만은 않-’은 ‘긍정적 태도 강조’, ‘-지도 않-’은 ‘부정 표현 강
조’라고 보았다. ‘못’ 부정문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능력 부정, 외부 원인 부정, 평가 부정,
강한 거부’ 등으로 보았다.
11) 변정민(2006: 75)에서는 문장의 주어나 서술어가 ‘의도성’을 수용하지 못하면 ‘의도 부정’
의 의미를 표현할 수 없고 ‘단순 부정’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장에 사용된 논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의미 변화를 반영한 ‘의도 부정’이라는 것을 ‘아니’ 자체의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변정민(2006)에서는 ‘아니’를 ‘단순 부정’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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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 의미로 꼽은 ‘의도’는 동사의 쓰임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것이 변정민(2006)
의 입장이다. 이러한 ‘아니’ 부정과 ‘못’ 부정의 의미에 대한 선행 연구는 부정 표현
이 문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의미를 살피고 그 요소의 고유 의미를 추적하
기 위하여 서술어와의 결합 양상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말-’에 대하여서는, 이홍배(1974), 이정민(1977), 고영근(1989) 등에서 부정 명
령문에서 보충법으로 사용되는 ‘말-’의 양상에 대하여 고찰한 것이 있다. 그 외 김
성화(1989)에서 ‘말-’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그것이 사용된 다양한 구문, ‘지 말-, -다가 말-’, 보조사 ‘-말고’ 등의 ‘말-’이 쓰인 구문을 통해 연구하여 이
들 구문의 공통된 의미로 ‘말-’의 ‘단절성’을 확인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장호종
(2003)도 어휘적 의미를 가진 ‘말-’이 본용언으로서는 ‘중지’, 보조용언으로서는 ‘부
정’, 어미의 반복구성에서는 열거의 빈자리를 채우는 소극적 부정, 일부 어미 반복구
성에서는 소극적 부정 의미도 약화된 모습을 보임을 밝혀 다양한 구문에서 뚜렷하
거나 약화된 의미를 나타내는 ‘말-’의 다양한 국면을 섬세하게 살핀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에 대한 연구
초기의 부정문 연구는 주로 일반적인 명제 부정을 수행하는 부정문에만 집중되었
으나, 점차 그렇지 않은 부정문의 존재도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의 초기에 관심을 받은 대상은 부정 확인 의문문이다.
한국어 부정문 연구에서 부정소를 가졌지만 의미론적으로 부정문의 기능을 수행
하지 않는 부정 표현 전반에 관해 관심을 둔 초기 연구로는 김동식(1981)이 있다.
김동식(1981)에서는 ‘가부정(假否定)’이라는 술어 아래 본고에서 다루는 부정 확인
의문문을 ‘확인문’,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술어의 내포문에 ‘아니’가 사용된 문장
을 ‘회의문’으로 설정하여 논의하였다. 장석진(1984)에서는 김동식(1981)에서 ‘확인
문’으로 다룬 표현을 가리켜 ‘전형적 부가 의문문’으로 보았으며, 구종남(1992)에서
는 ‘부정 융합의문문’으로 보았는데 이들 사이에는 해당 표현에 대한 통사·의미적인
지위에 대한 치밀한 분석은 없으며 용어상의 차이만 있을 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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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는

Horn(1985)

이래

언어학의

관심사가

된

상위언어적

부정

(metalinguistic negation)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Lee, C.(2005)에서는 한국어에서
‘아니라’가 상위언어적 부정에서 쓰이는 부정 접속사라고 보았으며, 한국어의 상위언
어적 부정 구문이 동반하는 환경에 대하여 논하였다. Lee, H.-K.(2005)에서는
Lee, C.(2005)에서 제시한 ‘아니라’ 외에도 ‘아니고’ 또한 상위언어적 부정, 척도 함
축 부정의 형태로 추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국어의 상위언어적 부정에 대한
연구는 이와 같이 아직 많지 않은 편으로, 사용되는 형태와 출현환경에 대한 확인만
이 다소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 구문에 대하여서는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한국어의 부정문에 대한 선행 연구를 통사론적 연구, 의미·화용론적 연
구,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 연구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그 대략적인 연구 경향과 주
제들을 살펴보았다. 한국어학에서는 전형적인 부정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
다. 선행 연구에서는 부정문 연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정문의 통사 구조 확인
과 부정문을 형성하는 요소들의 의미 확인에 있어서 면밀한 논의가 있어왔다. 그러
나 부정문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및 여러 서술어, 맥락과의 관계에 대하여
서는 향후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한국어의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에 대한 연구
또한, 부정 확인 의문문에 관한 연구는 다소 있었으나, 그 외의 다른 표현에 대해서
는 아직 연구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향후 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이미 연구
가 이루어진 표현들에 대해서도 그 표현 안에 포함된 부정소의 의미 기능과 이들
표현이 명제 부정을 수행하지 않게 된 기제에 대해서는 아직 고찰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1.4. 논의의 구성
이후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2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부정과 비
전형적인 부정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 논의를 한다. 기본적 논의로는 우선 부정과
부정문의 개념을 확인하고 한국어 부정문의 요건을 정리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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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비전형적인 부정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 대상을 확인할 것이다. 3장, 4장, 5
장에서는 한국어의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에 해당하는 상위언어적 부정과, ‘부정 아
닌 부정’에 해당하는 부정 확인 의문문, 잉여적 부정이 각각 논의될 것이다.
3장에서는 상위언어적 부정을 살펴볼 것이다. 상위언어적 부정의 정의와 그 문법
적 특징인 1) 부정문-정정문 구성, 2) 부정극성요소와의 공기 제약, 3) 어미의 결
합 제약이 논의되고, 상위언어적 부정의 의미 기능인 1) 실현 형식의 부정과 2) 함
축의 부정, 3) 전제의 부정이 이 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4장에서는 부정 확인 의문문을 살펴볼 것이다. 부정 확인 의문문의 정의와 그 문
법적 특징으로 1) 선어말어미 결합 양상의 특징, 2) 응답 양상의 특징, 3) 부정극성
요소와의 결합 제약, 4) 인식 양태 요소와의 결합 여부가 논의되고, 부정 확인 의문
문의 의미 기능인 1) 확인 및 동의 요구, 2) 질책과 비난이 이 장에서 논의될 것

이다.
5장에서는 잉여적 부정을 살펴볼 것이다. 잉여적 부정의 정의와, 잉여적 부정의
출현 환경인 시간 경과 구문의 문법적 특징으로 1) 부사 통합 제약, 2) 상적 속성
에 따른 술어 제약이 논의될 것이다. 또 다른 잉여적 부정의 출현 환경인 사유 구문
에서의 문법적 특징으로는 1) 부정소의 유무와 사유 내용, 2) 내포문과 ‘부정 확인
의문문’이 논의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잉여적 부정의 의미 기능인 1) 사건의 미발생
강조, 2) 사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3) 긍정 사태를 전제한 사유가 이 장에서
논의될 것이다.
6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고,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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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논의
2.1. 부정과 부정문
본장은 논의에 앞서 부정과 부정문의 개념을 살피는 자리이다. 부정과 부정문의 개
념을 살펴보기에 앞서 ‘부정’과 ‘부정문’이라는 술어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도록 한다.
부정문 연구에서 ‘부정’은 흔히 부정문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며, 실제로도 부정 연
구와 부정문 연구는 완전히 분리하여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부정의 작용 자
체가 단어, 문장 차원(연구자에 따라서는 담화 차원까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며
(Aristoteles 2005a, 구종남 1992, 박형우 2003 등), 부정 관념이 흔히 부정문으로
대변되기 때문이다.12)
그러나 부정 관념은 꼭 부정문이 아니더라도 표현될 수 있다. 다음 예문은 긍정문
으로도 부정 관념이 표현될 수 있음을 보인 것이다.

(13) A: 너 오늘 아침 안 먹었니?
B: 먹었어.

(13)에서 A의 질문에 대한 B의 대답은 통사적으로는 긍정문이지만, A의 질문에
대한 부정 대답이다. 이처럼 부정 관념과 부정문이라는 형식은 항상 1:1 대응이 되
는 것은 아니며, 부정 관념과 부정이 실현되는 차원은 구별해야 한다.
‘부정(negative)’은 단언된 명제의 진리치와 관련된 의미론적인 개념으로, 전통적
으로 긍정(affirmative)에 대응하는 반대 개념으로 인정되어 왔다. 예컨대 ‘동생이
사과를 먹었다’라는 상황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긍정은 주어진 명제가 참임을 진술
하는 ‘동생이 사과를 먹었다’가 될 것이며, 그 부정은 주어진 단언이 거짓임을 진술
하는 ‘동생이 사과를 {안 먹었다/먹지 않았}다’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앞선 예문에서
12) 연구자에 따라서는 단어 차원에서부터 부정을 논의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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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았듯이 부정 진술은 대개 부정문으로 표현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부정문(negative sentence)’이란 문법적인 개념으로, 부정문에는 영어의 ‘not’, 독
일어의 ‘nicht’, 한국어의 ‘안’, ‘-지 않-’ 등과 같이 형태·통사론적으로 부정문을 형
성하는 요소가 사용된다(임홍빈 1987, Dryer 2011 등). 부정문과 달리 부정문 형성
요소를 갖추지 않고 있는 문장을 가리켜 긍정문(affirmative sentence)이라고 한다.
부정문이 곧 부정의 진술이거나 긍정문이 곧 긍정의 진술인 것은 아니다. 예컨대
‘걔 오늘 운동 안 갔니?’라는 질문에 대하여 청자가 ‘안 갔어’라고 대답을 한다면,
‘안 갔어’는 부정문을 형성하는 ‘안’이 포함된 부정문이지만 그 진술의 내용은 ‘걔 오
늘 운동 안 갔다’는 단언이 참임을 확증(confirm)하는 것이다.
한편, ‘부정(negative)’과 구별되는 ‘부정(negation)’도 있다. 부정(negation)은 의
미론적으로는 긍정에서 부정으로 명제의 진술 내용을 바꾸는 작용으로, 명제의 진리
치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의미론적인 부정의 언어적인 실현이 대개는 부정
소를 이용하여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꾸는 통사론적인 작용 또한 ‘부정(negation)’이라는 술어를 사용하여
논의된다. 정리하자면 ‘부정(negation)’이란 의미론적으로든 통사론적으로든 긍정에
서 부정이 되는 것을 뜻한다.13)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부정과 부정문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은 이 두 개념이 부정문
및 ‘비전형적인 부정(non-typical negation)’에서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부정문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다루는 것은 언어적으로 실현된 부정
(negation)이다. 그러나 언어적으로 실현된 부정이 어떠한 작용을 목적으로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부정(negative)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1.3에서
이미 확인하였듯이 부정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통사론적인 연구만으로는 부정문의
작용과 내용을 충분히 살필 수 없다. 그러한 까닭에 본고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부정(negative)과 부정문(negative sentence)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14)
13) 이처럼 영어의 ‘negative’, ‘negation’이라는 술어를 모두 한국어로는 ‘부정’으로 번역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본고에서는 부정(negative)과 부정문(negative sentence), 부정
(negation)을 구별하여 쓰되,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를 병기하도록 하겠다.
14) 또한 부정과 부정문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은 본고의 연구 주제이자 대상인 ‘비전형적인 부
정(non-typical negation)’이 지시하는 바를 명확히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2.2에서 밝
히겠지만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인 ‘부정소가 사용되었지만 의미론적으로 부정을 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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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부정의 개념
부정 개념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고대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리스
토텔레스는 ‘범주론(Categoriae)’에서 네 가지 종류의 대립에 관해 논하였다. 범주론
에서 부정은 부정 그 자체로 단독으로 논의되기보다는 그것이 긍정과 맺는 관계, 다
시 말해 모순 대립 관계라는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14) 관계 대립(opposita relata): 예) double vs. half
반대 대립(opposita contraria): 예) good vs. bad
소유와 결여(habitus et privatio): 예) sighted vs. blind
모순 대립(oppoosita contradictoria): 예) He sits vs. He does not sit.
(Aristoteles(2005b:11b18-23), Horn(2001: 6) 참조)

(14)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논한 네 종류의 대립 관계의 유형과 그 예를 보인 것이
다. 관계 대립이란 관계 대립을 맺는 대상끼리 서로 관련을 맺는 대립 관념을 가리
키며 영어의 ‘double’, ‘half’와 같은 관계처럼 숫자 ‘2’와 관련하여 그것이 곱절이 되
거나 절반이 되는 대립이다. 반대 대립이란 관계 대립과는 달리 서로에 대한 직접적
인 관계없이 발생하는 개념들이 맺는 관계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반대 관념 사이에
중간적인 개념들이 존재할 수 있는 대립 관념을 가리킨다. 영어의 ‘good’, ‘bad’같은
관계가 이런 반대 대립 관계로, 이 두 개념 사이에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간적
인 개념이 있을 수 있다. 소유와 결여는 관계 대립과는 달리 대립하는 개념들이 서
로 관련을 맺는 것이 아니며, 서로가 아닌 다른 대상에 관해 함께 관련을 맺고 있는
개념이다. 소유와 결여는 반대 대립과 달리 중간 개념을 허용하지 않는다. 영어의
‘sighted’, ‘blind’가 이런 소유와 결여 관계에 있는 단어로, 두 단어는 모두 ‘시력
(eyesight)의 유무’라는 서로가 아닌 대상에 관련을 맺고 있으며, 눈이 보이지도 안
보이지도 않는 중간 개념을 허용하지 않는다. 모순 대립은 ‘긍정과 부정으로 서로
반대되는 진술들’ 사이의 대립을 말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단어(term) 차원

부정 표현들’을 가리켜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으로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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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모순 대립이 성립하지 않고 진술(statements) 차원에서 모순 대립이 성립한
다. 왜냐하면 오직 진술만이 참 또는 거짓의 진리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Aristoteles 2005a:13b). 이러한 진술들이 동시에 참일 수 없다는 모순율(矛盾律,
Law of Contradiction)대로,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거짓인 것이 모순
대립의 특성이다. 이 때 반대 대립과는 달리, 모순 대립을 하는 두 개념 사이에 중
간적인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배중률(排中律), Law of the excluded middle)
이러한 대립 관계 중 모순 대립 관계에서 논의된 긍정과 부정은, 진술의 진리치를
상정하고, 한 가지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거짓인 관계라는 모순 대립의 특성
상 전통적으로 명제 차원에서 다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명제론(De Interpretatione)’에서 긍정과 부정을 ‘모순 관계로 대립되는 명제 쌍
(antiphasis)’이라고 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순 명제 쌍 논의는 양화 표현이 들어간 명제에 관해서까지 적용
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창백하다’와 ‘어떤 사람은 창백하지 않다’와 같
이 보편적인 서술이 아닌 경우에 두 명제는 동시에 참일 수 있다는 점을 아리스토
텔레스는 지적하였으며, 하나의 긍정문은 하나의 부정문과 모순 관계로 대립을 보인
다는 입장 하에, 양화사가 포함된 긍정 명제와 부정 명제들 사이의 대립 관계를 다
음과 같은 도식으로 설명하였다.
(15) 아리스토텔레스 ‘명제론(De Interpretatione)'의 대립의 사각형
반대
A(전칭 긍정)

E(전칭 부정)

A: every man is white
I: some man is white,

모순

some men are white
E: no man is white
O: not every man is white,

I(특칭 긍정)

O(특칭 부정)

some men are not white

하위 반대
(Horn 2001: 10, Aristoteles 2005:1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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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는 전칭 긍정(A)과 특칭 부정(O), 특칭 긍정(I)과 전칭 부정(E)이 어느 하
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부정인 모순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며, 보편적인 주
어에 대해서는 전칭 긍정(A)과 전칭 부정(E)은 동시에 참이지 못한 반대 관계에
있고, 특칭 긍정(I)과 특칭 부정(O)은 동시에 참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도식이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제 양태에서 긍정과 부정은 무조건 모순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주어와 술어가 사용된 명제에서 술어에 대해 긍정과 부정이 있는 경우
에 한하여서만 모순 대립 관계를 이룬다. ‘모든 사람이 희다’와 ‘어떤 사람은 희지
않다(모든 사람이 희지는 않다)’는 같은 주어와 술어가 사용된 명제에서 그 술어가
한 쪽은 긍정이고 한 쪽은 부정이므로 모순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처럼 전통적인
부정의 개념은 긍정과의 모순 대립 관계를 통해서 정의되었다. 부정 개념은 그리하
여 태생적으로 진리치와 명제를 고려하는 의미론적인 논의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에도 부정을 대당 긍정 명제와 모순 대립 관계에 놓인 것으로 정의하고 수용
한 연구가 국내외에 계속 있어 왔다. 국외에서는 jespersen(1933), 국내에서는 김동
식(1980) 등에서 부정과 긍정은 대립하며 하나의 의미체를 형성하며, 서로 모순 관
계에 놓여 있다고 보았으며, 이소영(1990)에서도 부정이 ‘높다’와 ‘낮다’ 같은 단순
한 대립 관계가 아니라, ‘높다’와 ‘높지 않다’와 같이 중간자를 허용하지 않는 ‘극과
비극의 관계’로 모순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보았다.
반면, 모순 관계와 긍정 및 부정의 대립을 동일시하지 않는 연구도 있다. 박정규
(1991)에서는 부정을 꼭 모순 관계와 동일시하지는 않았으며, 긍정과 부정이 상보
적 분포를 보인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긍정과 대당 긍정은 반의(antonym)관계
에 있고, 이 반의 관계에는 동시에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없는 모순·대조관계와, 동
시에 참은 될 수 없지만 거짓은 될 수 있는 반대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변정민
(1995)에서는 모순 관계에 있는 어휘인 ‘있다-없다’, ‘알다-모르다’에서 ‘없다’와
‘모르다’가 한국어에서 부정과 동일한 의미로 취급되는 것에 대하여, 이들 어휘와 그
부정 형태가 자유 교체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모순 관계에 있는 대립하는 어휘
가 곧 부정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고 보았으나 그 근거는 다소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15) 박형우(2003)에서도 근본적인 부정의 의미는 긍정과의 ‘반의’ 내지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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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관계라고 보며, 긍정에 대한 부정의 대립과 모순 관계를 동일시하지 않는 입장
을 취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부정과 대당 긍정이 맺는 대립 관계에 대한 논쟁은 부정이
긍정과 모순 관계에 놓여 있는가, 놓여 있지 않은가의 논쟁이라기보다는, 모순 관계
와 반대 관계를 동일한 층위에 놓인 별개의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모순 관계를
반의 관계의 하위에 놓인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관점의 문제’로
보인다. 또한 이것은 부정을 좁은 의미로 파악할 것인가, 넓은 의미로 파악할 것인
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즉, 부정을 좁은 의미로 파악하여 긍정과의 모순 관계
만으로 부정을 한정지을 것인가 아니면 반의 관계까지 부정 개념으로 넓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 차이가 부정과 대당 긍정의 대립 관계에 대한 입장 차이로 발
전한 것이다.
부정(negative)은 그 기원 자체는 가장 단순한 차원의 부인(denial)에서 출발하였
을 것이다. Pea(1980)에서는 부정 표현이 그 내용이 인지적으로 복잡한 정도에 따
라 ‘거부(rejection)>부재(absence)>부인(denial)’의 순서로 출현한다는 가설을 세
웠다. 이에 김영주(1997)에서는 한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에 있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들이 부정문을 산출하는 단계 및 연령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린이들은 부
정 표현 습득 이전에는 ‘아아(앙), 이이, 으으(응)’와 같은 부정문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으로 거부나 금지의 뜻을 전달하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며, 1년 7개월
15) 그러나 모순 관계를 보이는 어휘와 부정 표현이 자유 교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곧 긍정
과 부정이 보이는 대립 관계를 모순 관계와 동일시할 수 없는 근거로 충분한지는 의문이다.
변정민(1995)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문을 들어 모순 관계에 놓인 어휘와 부정이 자유 교체되
지 않음을 보였다.
(e) 가.
나.
(f) 가.
나.

이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속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다.
진수가 미리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어.
*진수가 미리 몰라서 그런 일이 생겼어.

(변정민 1995: 11)

그러나 모순 대립하는 어휘는 그 대립하는 관념 이외에도 그 어휘가 고유하게 간직한 의미
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한 어휘의 부정이 곧 모순 대립하는 어휘와 완전히 자유로운 교체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며, 이들이 자유 교체되지 않는다는 점은 긍
정과 부정의 대립이 모순 관계와 동일시될 수 없다는 근거로는 불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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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연령대부터 단형 부정을, 3년 3개월 정도의 연령대부터 장형 부정을 산출해
낼 수 있었다. 이처럼 부정(negative)의 원류는 가장 단순한 차원의 부인(denial)일
것이다. 그러나 부인(denial)의 관념을 넘어선 부정(negation)의 작용은 곧 대당 긍
정 명제의 진리치가 바뀐 진술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때 기본적으로 부정은 대당
긍정과 모순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외에 현대 언어학에서 부정에 대하여 진리조건적 의미론의 입장에서 접근한
논의로는 Lyons(1977) 등이 있다. Lyons(1977: 143)에서는 단순 명제 차원에서,
부정이란 주어진 명제의 진리치를 바꾸는 개념인 것이라고 보았다. 명제 p가 있다고
할 때, p가 명제이면 ~p도 명제이다. 그리고 p가 참이면 ~p는 거짓, p가 거짓이면
~p는 참이다. 다음은 명제 P와 그에 대한 부정 ~P가 서로 진리치가 다름을 정리한
것이다.

(16) 부정의 진리치
명제

P

~P

진리치

T

F

F

T

물론 진리치를 가지지 않는 문장들과 중의성을 보이는 문장들에 대해서는 이런
진리조건적인 접근 방법에도 한계가 있다. Strawson(1950)에서 ‘The king of
France is bald’에 대하여 프랑스 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이 문장은 참도 거짓
도 아닌 진리치 공백을 보인다고 한 것은 모든 문장이 참 또는 거짓으로 설명되지
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16) Palmer(1981: 203-206)에서도 언어학적인 문제들
에 대해서 진리조건적 접근이 만능이 아님을 보인 바 있다. 세상 지식과 가능세계
(possible world)까지 고려한 관찰이 필요한 종합적인 진술들(Synthetic statement)
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가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16) Strawson(1950)의 이러한 분석은 Russell(1905)에서 ‘The King of France is bald'라는
문장에 대하여 거짓으로 분석한 것에 대하여 전제가 실패한 경우에는 진리치를 따질 수 없
다는 맥락으로 등장한 것으로, 전통적인 입장을 따르는 연구자라면 모든 문장에 진리치가
있다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그러한 입장을 따르지 않음을 밝
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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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mer(1981)은 예컨대 다음의 예문에 대하여 (17가)는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있
지만 (17나)는 가능세계까지 고려했을 때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17) 가. All bachelors are unmarried.
나. All bachelors are happy.

즉, (17가)의 내용과 같이 모든 ‘bachelor’가 미혼인 것은 모든 가능 세계를 고려
해도 참이지만, (17나)와 같이 모든 ‘bachelor’가 행복하다는 것은 모든 가능세계를
고려하면 때 반드시 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복잡한 자연언어에서 진리조건적인 접근은 언어학에서 만능의 열쇠가 아
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자연언어 문장의 진리치를 다룸에 있어, ‘반드시’, ‘필
연적으로’, ‘necessarily’ 같은 단어가 문장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문장의 진
리치를 결정할 때 모든 가능세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
은 문장의 참, 거짓을 가리는 일은 실제 세계에 대한 고려만으로도 충분하다. 예컨
대 모든 가능세계를 고려했을 때 (17나)의 문장이 참이 되지 못하더라도, 실제 세
계에서 모든 ‘bachelor’가 행복하다면 (17나)의 문장이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Palmer(1981)의 종합적인 진술에 대한 참, 거짓 가리기의 문제는 원칙
에 입각한 입장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이다. 비록 언어 현상에 대해 진리조건적인
접근 방법에 이런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부정은 주어진 명제에 대한 진리치 바꿈이
라는 의미론의 기본적인 입장(Lyons 1977, Hand 1999 등)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
부정이 기본적으로 긍정 명제의 진리치를 바꾸는 것이라는 입장은 이후 많은 부
정 연구에서 고수되었다. 부정 개념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지 않고 곧바로 부정문
의 통사적 특성 등을 다룬 연구들(이창용 1990, 이은섭 1996, 박진경 1999 등)을
제외하면 Jespersen(1924)17), Dahl(1979), 김동식(1980), 이소영(1990) 등을 비
롯한 많은 부정 연구에서 부정이란 긍정 명제에 대해 반대의 진리치를 나타내는 것
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부정을 화행 차원에서도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한
17) Jespersen(1924)에서는 부정을 대화적 부정, 수학적 부정, 언어적 부정으로 분류하였는데,
여기서 대화적 부정과 언어적 부정은 부정문 차원의 정의이며, 수학적 부정이 이런 명제 논
리 차원의 부정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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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ón(1978)에서도 부정과 긍정의 차이에 대해서 명제의 진리치 변경이라는 논리
학적 입장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진리조건적인 접근법을 인정하며 그 외에 담화 전
제도 다르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부정 연구에서 오랫동안 논쟁거리로 남았던 또 다른 문제는 부정과 긍정 중 무엇
이 더 우선하는가의 문제였다. 부정이 주어진 명제에 대해 그 진리치가 반대인 것을
상정하는 것은, 명제 차원에서는 부정이 항상 그에 대응하는 긍정을 전제한다는 것
이기도 하다. 긍정 전제가 먼저 있고, 그것에 대한 반대의 진리치를 단언하는 것이
부정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대부분의 부정 연구에서는 부정 이전에 긍
정이 전제됨을 토대로 부정을 연구하였다.(Kempson 1977, 이상화 1989, 이소영
1990, 구종남 1992, 허재영 2002, 박형우 2003 등)
국내에서는 부정이 긍정을 전제한다는 선행 연구들에 대하여 변정민(1995)에서
예외적인 입장을 보였다. 변정민(1995)에서는 부정문과 부정을 논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부정문의 발화를 위해 항상 긍정문이 전제되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
다고 보았다.

(18) 가. 백화점 세일이라 적지 않은 사람이 왔다.
나. 그는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변정민 1995: 15)

(18)의 부정문이 발화되기 위해 다른 긍정문이 전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이 변정민(1995)의 입장이다. 기존 연구에서 부정이 긍정을 전제한다고 보았던 것
은 부정문의 생성 과정을 통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부정문이 사용된
경우를 살펴보면 대당 긍정을 전제하고 발화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변정민(1995: 12)에서는 부정이란 긍정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과 마찬가지인 고유한 판단 작용으로, 어떤 현상의 결여로 인하여
그 작용이나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았다.
부정이 긍정을 전제하는가의 문제는 부정 연구의 역사에서 가장 오랜 논쟁거리인
긍정과 부정의 대칭(symmetry), 비대칭(asymmetry) 논란과도 관련이 있다.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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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정의 지위가 동등하지 않고 긍정이 부정에 우선한다는 ‘비대칭적 입장’은 다음
과 같은 역설적인 상황에서 비롯한다.

(19) [부정 판단]은 현실에 “아님”에 대응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아님”에 대응하는 것이 현실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부정이
라고 할 수 없다.
“[The negative judgment] cannot true if there is nothing in reality
corresponding to its Not, and if there is something corresponding to its
Not the judgment cannot be negative."
(Raju 1942: 585)

부정적인 상황은 그 자체로서 정의되지 못하고, 실재하는 ‘긍정적인 상황’에 기대
어 정의될 수 있다는 이러한 역설은 긍정과 부정이 비대칭적인 지위에 있다는 주장
의 발로가 된다. 이에 Horn(2001: 45)에서는 긍정이 부정에 우선한다는 입장의 연
구자라면 긍정이 부정에 비해 “논리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심리적으
로” 우선하며, 긍정은 “단순하고, 필수적이며, 객관적이며, 세계에 대한 기술을 하는
것이며, 더 정보적”인 반면, 부정은 “복잡하고, 잉여적이며, 긍정에 대한 것을 기술
하며, 덜 정보적”이라는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Miestamo(2005)에
서도 부정이 긍정보다 통사론적으로 유표적인 사례를 언어 유형론적으로 연구한 바
있는데, 이러한 부정의 유표성(Markedness) 또한 긍정과 부정의 비대칭성을 주장하
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부정 개념이 기본적으로 긍정과의 관계에서 정의된다는 점, 부정의 긍정에 대한
상대적 유표성은 부정이 긍정과 별도의 독립적인 개념이 아니며 부정과 긍정의 관
계는 비대칭적이라는 입장의 근거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부정을 논의하기 위해서
는 긍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부정과 긍정은 비대칭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논의를 펼칠 것이다.

2.1.2. 부정문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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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문의 통사적 개념을 논의할 때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기준은 문장
에 부정소가 포함되어 있는가의 여부이다. 부정문에 대한 이러한 통사적 기준 설정
은 매우 타당하다. Dryer(2011)에서는 전 세계 어디에도 부정소 없이 긍정문의 어
순만을 변경하거나 강세만을 변화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해 부정문을 형성하는 언어
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정문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부정소가 단일한 부정어(negative word)인가, 부정 접사(negative affix)인가, 만일
부정어라면 그 부정어의 지위는 동사인가 첨사인가의 여부는 언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부정문을 형성하는 데 부정소(negative morpheme)는 반드시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볼 때, 부정소를 포함하는 문장을 부정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범언어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낯설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부정문 연구에서도 부정문 논의에서 부정문을 형성하는 부정소를 포함한
다는 것을 부정문의 전제로 삼아, 어떤 요소가 부정문을 형성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여 왔다(박순함 1967, 김영근 1983, 임홍빈 1987, 이은섭 1996, 서정수
1996, 임지영 2005 등). ‘부정문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곧 ‘어떤 요소가 부정문
을 형성하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하였다. 물론, 무엇이 부정문을 형성하는 요소인가에
대한 견해들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달랐다. ‘아니, 못’의 경우는 한국어 부정문 연구
에서 공통적으로 부정문을 형성하는 요소로 꼽고 있으나, 그 외의 서술어 ‘아니하
-’, ‘못하-’, ‘말-’, ‘모르-’, ‘없-’ 등, 부정 접두사 ‘非’, ‘不’, ‘未’ 등 중 어떤 것을
부정문을 형성하는 부정소로 삼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다.18)
18) 박순함(1967)에서는 부정문의 구성 방식을 문부정과 성분부정으로 나누어서 ‘아니, 못, 말
-, 모르-, 없-’과 같은 부정소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은 문부정이며, 접사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은 성분부정이라고 분류하였다. 성광수(1971)에서는 ‘부정적 해석을 가하는 요소’인 ‘부정
소(negative elements)’로 ‘아니, 못, 말-’을 취급하였고, 임홍빈(1987)에서는 부정소라는
술어 아래 ‘아니, 못’을, 부정 서술어로 ‘아니하-, 못하-, 말-’을 포함시켰다. 박정규(1996:
32)에서도 ‘아니, 못, 아니하-, 못하-, 말’이 사용된 문장을 부정문으로 포함시켰다. 한편,
김영근(1983)에서는 ‘완전부정소’라는 술어 아래 문장부정소로 ‘안, 못, 말-’을 포함시켰고,
성분부정소로 ‘非, 不, 未’ 등을 포함시켰으며, 잠재적 부정소(covert negative)로 부정함의
동사, 부정반함의동사, 부정부분함의동사를 분류하였으나, 이는 통사적으로 부정문을 이끌어
내는 요소뿐만 아니라 서술어의 기본 기능이 부정문 형성이 아닌 것들까지 포함했다는 점에
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설정으로 생각된다. 김영근(1983)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면 많은 선행
연구에서 부정소로 ‘아니, 못, 아니하-, 못하-, 말-’을 공통적으로 꼽고 있으며, 이는 본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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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종류의 서술어 중에서 어떤 서술어를 부정소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
들 서술어의 부정극성요소와의 공기 가능 여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정극성요소
(NPI, Negative Polarity Item)란 긍정문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오직 부정문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요소로, 한국어에서는 ‘명사구 + 밖에’ 구성, ‘아무 + 명사구 + 도’
나 ‘하나도’, ‘한 + 명사구 + 도’와 같은 구성, ‘결코’, ‘도무지’, ‘전혀’19), ‘절대’와
같은 부사어 등이 부정극성요소에 해당한다고 연구되어 왔다(시정곤 1997, 최규련
2000, 이한규 2001, 서태룡 2005 등).20) 임홍빈(1978, 1987), 신원재(1987), 오
숙화(1994) 등에서는 부정극성요소와의 공기 가능 여부를 부정문을 판단하는 기준
에 포함시켰으며, 이에 ‘없-’, ‘모르-’ 등의 서술어를 부정극성을 띤 성분과의 공기
관계를 보이는 요소라 하여, 이들 서술어가 쓰인 문장 또한 부정문으로 포함시켰다.
그러나 박정규(1991)에서는 부정극성요소와의 공기 가능 여부를 부정문 판단 기준
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오직 ‘아니’, ‘못’, ‘말-’의 출현 여부만을 부정문의 판단 기
준으로 삼았다.
박정규(1991)에서 부정극성요소와의 공기 가능 여부를 부정문 판단 기준에 포함
시키지 않은 것은 부정극성요소가 부정문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정극
성요소가 빠져도 부정문은 문제없이 성립한다. 부정극성요소가 부정문에서 필수적으
로 요구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은 부정극성요소와의 공기 가능 여부를 부정문의
통사적 조건에 포함시킨 오숙화(1994)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정극성요소
1장에서 연구 대상을 선정할 때 고려한 요소들과도 일치한다. 박정규(1991)에서는 부정사
‘아니, 못’, 부정 서술어 ‘아니하-, 못하-, 말-’이 쓰인 문장을 부정문에 포함시켰다.
19) ‘전혀’가 전형적인 부정극성요소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임홍빈(1987: 77)에
서는 다음 문장에 사용된 술어인 ‘손을 떼었다, 다르다, 손방이다’가 부정어로 처리되기에는
어려워 보임에도 ‘전혀’가 사용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부정극성은 어떤 경우 약화될 수
있”으며 이 문장은 “부정의 문제와는 다른 의미론적인 특징”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g)

가. ?그는 그 일에서 전혀 손을 떼었다.
나. 철수의 생각은 나와 전혀 다르다.
다. 철수는 그 일에 전혀 손방이다.
(임홍빈 1987: 77)

20) 구종남(2003)에서는 부정극성어를 품사별로 분류하여 면밀히 분류하였는데, 부정극성을 가
진 명사구로 ‘아무도’, ‘(제시어) + 한 + (최소)단위어 + (도)’형 중 일부를, 부사구로는 ‘전
혀, 아무리, 도저히, 당최, 별달리’, ‘(최소)수량어 + 만큼 + (도)’형 등을, 관형사로 ‘아무,
여간, 아무런’을, 조사로 ‘밖에, 커녕’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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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정문에서 필수요소가 아님에도 다른 여러 연구에서 이것을 부정문의 통사적
조건에 포함시키는 까닭은 부정극성요소가 ‘모르-’, ‘없-’와 같은 어휘적인 부정 서
술어를 일반적인 다른 서술어와 구별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정문 논의에 부정극성요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자연언어의 모든 부
정극성요소가 동일한 환경에 출현하는 것이 아니며, 부정극성요소는 그 출현 환경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부정극성요소가 어떤 환경에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선행 연구가 있어
왔다.

초기의

논의로는

Ladusaw(1979)에서

의미적으로

하향함의(downward

entailment)21)의 환경을 꼽았던 것이 있으며, 이후 Zwarts(1990)에서는 영어와 독
일어, 네덜란드어를 대상으로 하여 부정극정요소를 두 유형으로 분류하여 단조감소
함수표현과 함께 나타나는 약부정극성요소(weak NPIs)와 단조감소 함수보다 좀 더
부정적 의미가 강한 반부가함수(anti-additive functions) 환경에서 허가되는 강부정
극성요소(strong NPIs)를 분류하였다. Kadmon & Landman(1993)22), Krifka(199
5)23) 등에서는 화용론적인 입장에서 부정극성요소의 분포를 설명하였다. 남승호
(1998)에서는 부정극성요소를 단조감소함수에 의해 허가되는 약부정극어(Weak
NPIs), 반부가 함수에 의해 허가되는 강부정극어(Strong NPIs)에 더하여 반형태함
수(anti-morphic function)에 의해 허가되는 최강부정극어(strongest NPIs)까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한국어에서는 그 중 약부정극어를 뺀 두 가지 유형이
발견되었다고 기술한다.24) 최진영(1999)에서는 남승호(1998)에서 강부정극어로 분
21) 하향함의란 X⊆Y일 때, Y에 대한 부정이 X에 대한 부정을 함의함을 말한다. 예컨대 ‘길거
리에 사람이 있었다’의 부정인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다’가 참이라고 한다면, ‘길거리에 경
찰이 없었다’의 참이 동시에 함의된다.
22) Kadmon & Landman(1993)에서는 부정극성요소 ‘any’를 예로 들어 ‘any'의 특징은 의미
론적으로 수식받는 보통명사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인데, 화용론적으로 그 해석이 의미 강화
를 보이는 문맥에서 출현한다고 설명하였다.
23) Krifka(1995)에서는 부정극성요소 'any‘가 그 대안(alternatives)으로 도입될 수 있는 것
중 최소의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부정극성요소는 대안 요소를 도입시킬 수 있는데, 그 도
입될 수 있는 요소들은 정보성(informativity)을 기준으로 척도적 함의가 존재한다고 보았
다.
24) 남승호(1998: 225)에서는 한국어의 강부정극어로는 대표적으로 ‘더 이상’이 있는데, 그것이
출현하는 환경은 ‘-기 전에’, ‘이외에도’, 조건절 ‘-(으)면’, 조건의 의미를 가진 접속어 ‘-어
도, -는데도, -더라도’, 비교 구문을 형성하는 ‘-보다, -느니’, 부정적 의미를 가진 술어 ‘포
기하다, 어렵다, 귀찮다’ 등이 취하는 내포구문이라고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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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한 ‘더 이상’이 부정함축술어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환경을 기술한 점이 흥미롭다.
Horn(2001)에서는 소위 부정극성요소의 출현 허가자(NPI licensor)라고 연구되어
왔던 부정어나 의미론적 함수 환경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부정극성요소가 출현할 수
있는 경우를 논하였으며25) Hoeksema(2012)에서도 영어의 다양한 부정극성요소들
이 출현하는 패턴을 열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부정극성요소가 각기 출현하는
환경이 임의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강부정극성요소(strong NPI)와 약부정극성요
소(weak NPI)의 양가적인 분류에 들만큼 간단한 것도 아님을 밝혔다. 이들 논의를
통해 볼 때 부정극성요소의 출현 환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정문’이라는 문장 유형
에 속하는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부정극성요소를 부정문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부정극성요소
의 출현 환경은 부정문과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으며, 부정문을 형성하는 요소들
을 구별해내기 위해서도 부정극성요소를 통한 통사적 확인법은 필수적이기 때문이
다.
예컨대, 부정극성요소는 부정문의 기준 논의에서 논쟁이 되었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한자어 접두사가 포함된 요소가 쓰인 문장26)을 부정문으로 취급할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된다. 임홍빈(1978) 등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한자어 접두사가 결합한 명사가 사용된 문장은 부정극성을 띤 성분과의 공기
관계를 보이지 않으므로 통사적인 부정에는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27)
박정규(2002: 73)에서도 역시 부정접사가 통합된 경우는 부정문 논의에서 제외하는
데, 그 근거로 부정 접사는 그것이 통합한 명사만을 부정의 범위에 둔다는 점을 들
었다. 부정접사가 통합된 명사가 쓰인 문장에서는 통합된 명사가 문장에서 다시 논
25) Horn(2001)에서는 'It's nice to sit at a table with a candle at all’같은 문장에서 ‘at
all’이 나타나는 경우 등을 예로 들었다.
26) ‘미(未)-, 무(無)-, 비(非)-, 불(不)-, 몰(沒)-’와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가 덧
붙어 결합한 경우가 그에 해당한다.이들 접사가 결합한 명사를 포함한 문장은 (h)와 같다.
(h) 가.
나.
다.
라.
마.

내 아이는 아직 미성숙하다.
그 주스는 무가당이다.
그 행동은 비신사적이었다.
숙제를 안 해오다니 불성실하다.
그건 몰염치한 처사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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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으로 기능하고, 서술어와 관련을 맺으므로, 문장의 전체적인 의미 해석은 ‘긍정문’
의 의미 해석 절차와 동일하게 된다. 그리하여 부정접사가 통합된 명사가 쓰인 문장
은 긍정문과 차이가 없으며 부정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접사가 통합된 명사가 쓰인 문장은 부정문
의 통사적인 특성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데, 그 까닭은 이 문제가 부정적인 의미
를 나타내는 접사가 결합하지 않은 명사와 그러한 접사가 결합한 명사간의 극성 대
립을 보이는 단어의 의미 관계 차원의 문제일 뿐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신사적’의
부정 개념이 ‘비신사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본고는 동의하는 바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과 부정은 단어 의미 차원의 대립 관계에 불과하다. 이들 단어의 관계가 ‘있다
-없다’, ‘알다-모르다’와 다르며, ‘있다-없다’, ‘알다-모르다’의 관계는 단순한 단어
의 의미 관계 차원이 아니라는 근거는 부정극성요소를 이용한 통사적인 검증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한자어 접두사가 포함된 요소가
쓰인 문장에 부정극성요소를 삽입해 본 것이다.

(20) 가. 내 아이는 아직 (*하나도) 미성숙하다.
나. 그 주스는 (*결코) 무가당이다.
다. 그 행동은 (*전혀) 비신사적이었다.
라. 숙제를 안 해오다니 (*전혀) 불성실하다.
마. 그건 (*하나도) 몰염치한 처사였어!

(20가-마)의 문장은 부정적 의미를 가진 한자어 접두사가 포함된 단어 ‘미성숙,
무가당, 비신사적, 불성실, 몰염치’가 쓰인 문장인데, 이 문장들은 모두 부정극성요
소 ‘결코, 전혀, 아무도’와 같은 부정극성요소와 공기하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부정극성요소는 단어 차원의 반의 관계와 문장 차원의
긍정, 부정 대립을 구별해주는 기준으로서도 부정문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다. 다만, 선행 연구에서는 부정극성요소를 사용함에 있어 부정극성요소와 부정문
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논의하지 않고, 그저 부정문 판별을 위한 편의상의
장치로 이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선행 연구들과는 달리 부정극성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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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부정문 형성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으며, 부정문을 형성하는 부
정 서술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우선 남승호(1998)의 기준에서 최강부정극어로 분
류한 ‘아무도’, ‘아무 + (명사) + 도’, ‘명사구 + -밖에’만을 우선 부정문 정의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정극성요소로 받아들인다. ‘아무도’, ‘아무 + (명사) + 도’, ‘명사
구 + -밖에’만을 부정문 정의에서 고려하는 까닭은 선행 연구에서 단순히 ‘부정극
성요소와의 공기 가능 여부’로 간단히 정의해 왔던 부정문 판별 기준을 구체화시키
기 위함이다.

2.1.3. 한국어 부정문의 요건
앞선 절에서 우리는 부정과 부정문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여러 선행 연구와 그에
대한 본고의 입장을 제시하였다. 본절에서는 본고의 입장에서 본 한국어 부정문의
요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이후에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non-typical
negation)’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부정문의 성립 조건으로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서는 ‘안’,
‘못’이 문장에서 사용되거나 부정 서술어 ‘않-’, ‘아니-’, ‘못하-’가 쓰일 것, 명령의
문장유형에 대해서는 ‘말-’이 서술어로 쓰일 것을 삼고자 한다. 한편, 부정극성요소
와의 공기여부에 대하여서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부정극성요소 가운데서도 ‘아무
도’, ‘아무 + (명사) + 도’, ‘명사구 + -밖에’와 같은 최강부정극어(남승호 1998)
와의 공기 가능 여부를 고려하기로 하여, 이것과 공기가 가능한 서술어가 쓰인 문장
또한 부정문으로 취급한다.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한자어 접두사가 결합한 명사
의 경우에는, 이것은 단어 차원의 극성대립을 보이는 의미 관계일 뿐이라고 판단하
므로 이러한 접두사가 사용된 명사가 쓰인 문장은 부정문으로 고려치 않는다. 이러
한 내용을 정리하면 본고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21) 한국어 부정문의 요건
가.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서는 부정소 ‘안’, ‘못’, ‘아니-’, ‘않(아니하)-’,
못하-’가 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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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무도’, ‘아무 + (명사) + 도’, ‘명사구 + -밖에’와 같은 최강부정극어가
쓰일 수 있는 서술어가 쓰일 것.
다. 명령문에서는 ‘말-’이 쓰일 것.

2.2. 한국어의 ‘비전형적인 부정’
지금까지 부정 및 부정문의 개념과 한국어 부정문의 성립 조건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전까지 살펴본 개념과 조건을 토대로 ‘비전형적인 부정’을 정의하고, 한
국어의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의 범위를 확정하도록 하겠다.

2.2.1. ‘비전형적인 부정’의 개념
2.1에서 우리는 의미론적인 관점에서 부정이 주어진 명제에 대한 진리치 변경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부정이 긍정을 전제한다는 것, 부정과
긍정이 모순 관계에 있다는 것도 부정의 의미론적인 특징으로 받아들였다. 형태·통
사론적인 관점에서는 부정문이 부정소의 개입으로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
때 부정극성요소와의 공기 가능 여부는 최강부정극어의 경우만을 받아들이기로 하
였다. 그리하여 본고는 한국어 부정문의 성립 조건으로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서
는 부정소 ‘안, 못, 아니하-, 못하-’가 쓰일 것, 명령문에서는 ‘말-’이 쓰일 것을 삼
았다.
그렇다면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비전형적인 부정(non-typical negation)’은 무엇
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앞서 언급했듯,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이란 부정
소가 사용되었으나 일반적인 부정문과 구별되는 구성을 가리킨다. 다음 절에서 밝히
겠지만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에는 상위언어적 부정과 ‘부정 아닌 부정’이 있다. 본고
에서 일컫는 ‘비전형적인 부정’ 이란 다음의 내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22) ‘비전형적인 부정’의 정의
가. 부정소 ‘안(아니)’, ‘못’, ‘않(아니하)-’, ‘못하-’, ‘아니-’, ‘말-’이 사용

- 33 -

될 것.
나. 부정소가 포함된 구성의 의미가 부정소가 없는 대당 명제의 진리치를
변경하는 작용을 하지 않을 것.

(21)에서 한국어 부정문의 요건에 포함되었던 부정극성요소와 공기가 가능한 ‘없
-’, ‘모르-’ 등의 서술어가 쓰인 문장이 (22)의 ‘비전형적인 부정’에서 고려되지 않
은 까닭은 1.2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서술어들이, 그 의미가 완벽하게 유지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광의의 부정인 ‘안’ 부정과 ‘못’ 부정으로 치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은 상위언어적 부정과 ‘부정 아닌 부
정’으로 나뉜다. 이 중 ‘부정 아닌 부정’ 이라는 표현은 국내에서는 김동식(1981)에
서 먼저 사용한 표현이다. 김동식(1981)에서는 연구의 제목으로 ‘부정 아닌 부정’이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본고의 연구대상에 포함되는 부정 확인 의문문, 잉여적 부
정 중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술어의 내포문에 사용된 ‘아니’를 ‘가부정(假否定)’
이라는 개념 하에 두어 각각의 표현을 ‘확인문’, ‘회의문’으로 칭하여 논하였다.
Espinal(1997) 등의 해외 논의에서도 부정문이지만 부정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표
현들에 대하여 'non-negative negation'이라 칭하고 Catalan어에서 부정 표현이 부
정의 의미론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이나 wh-감탄문과 같은 사례에
대해 연구하였다.
한편, Horn(2001: 362-364, 370-375), Davis(2010)에서는 부정 표현이 사용되
었으나 일반적인 명제에 대한 부정으로서 해석되지 않고 예외적인 해석을 보이는
다음과 같은 부정문들을 가리켜 비정규적(예외적) 해석(irregular(exceptional)
interpretation)을 가지는 비정규적 부정(irregular negation)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다음 예문은 Horn(2001)에서 제시한 상위언어적 부정의 일종인 예문이다.

(23) 가. The sun is not larger than some planets: it is larger than all planets.
나. Vulcan is not hot: it does not exist.

(23가)는 ‘The sun’이 ‘some planets’보다 크다는 것을 그 앞에서 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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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도적인 등급에 놓여 있는 속성들은 아래 단계에 있는 것을 부정했을 때 그보다
척도상 높은 등급에 있는 의미까지도 부정된다. ‘some’과 ‘all’은 수량적인 척도를 이
루는 것이므로 청자는 (23가)의 발화의 앞부분을 들었을 때 ‘some’이 부정되었으므
로 당연히 ‘all’도 부정되었을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23
가)의 후행 발화에서는 그러한 추론이 취소되며. ‘'The sun'이 'some planets'보다
큰 것은 물론이고 'all planets'보다도 크다’는 의미가 되어 선행 발화에 쓰인 부정이
명제를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23나)는 전제 취소(presupposition
cancellation)의 경우이다. (23나)의 'Vulcan is not hot'이라는 발화는 'Vulcan'이 존
재하지 않는다는 후행 발화를 통해서 'Vulcan'에 대한 존재 전제 자체가 취소된다.
이에 (23나)에서는 후행 발화의 존재 전제 취소의 영향으로, 선행 발화에 있던 'not'
이 논리적인 부정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비정규적 해석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정을 지배하는 논리적 규칙들이 유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인 부정의 기능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명
제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것으로, 긍정문의 진리치가 부정문에서는 바뀐다. 그러나 다
음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4가)에서와 같이 대당 긍정 명제가 참인 경우에도
(24가`)처럼 부정문이 참일 수 있거나, (24나`)와 같이 긍정문은 거짓인데28) (24
나)처럼 이중 부정은 참일 수 있어, 그 해석이 ‘비정규적’이라고 할 수 있다.

(24) 가. The sun is larger than some planets (참)
가`. The sun is not larger than some planets. (참)
나. Vulcan is not not hot. (참)
나`. Vulcan is hot (거짓)

Davis(2011)에서

이러한

(Davis 2011: 2549)

부정문들을

가리켜

‘비정규적

해석(irregular

interpretation)’을 가진다고 표현한 것은 이들 표현들이 일반적인 부정의 특징을 보
여주지 않는다는 점을 잘 구별해주는 용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어의 직관에서
‘정규적(regular)’, ‘비정규적(irregular)’이라는 표현은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
28) Strawson(1950)에 따르면 참도 거짓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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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명명하기에는 그 논의 대상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본고에서는
이 용어는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을 가리켜 전형적인 명제 부정이 아닌 ‘비전형적인
부정’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2.2.2. 한국어 ‘비전형적인 부정’의 종류
앞서 ‘비전형적인 부정’의 개념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한국어에서 ‘비전형적인
부정’의 범위에 포함되는 표현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무엇이 비전형적인 부정 구
성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은 1.3절에서 연구대상의 선정 방법을 소개하면서
수행하였는데, 그런 작업을 통해 정리된 한국어의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으로는 상위
언어적 부정 표현, 부정 확인 의문문, 잉여적 부정이 있었다. 본절에서는 이런 한국
어의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들이 어떠한 점에서 비전형적인 부정이라 할 수 있는지
보이도록 하겠다.

1) 상위언어적 부정
(25) 가. 중앙도서관은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아.
나. 오늘 학생회관 식당 메뉴는 새송이덮밥이 아니야!

(25)는 일반적인 부정문이다. 이러한 부정문은 부정소가 없는 대당 긍정 명제에
대한 부정을 한다. (25)가는 ‘중앙도서관은 일요일에 문을 연다’는 명제에 대한 부
정이며, (25나)는 ‘오늘 학생회관 식당 메뉴가 새송이덮밥이다’에 대한 부정이다. 이
러한 부정을 가리켜 다음의 (26)과 구별하기 위해 Horn(1985: 447) ‘기술적 부정
(descriptive negation)’이라 하였다.
상위언어적 부정은 명제 부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25)와 같은 부정과 구별된다.
다음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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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가. 근우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아니야. 걔는 스마트폰이 없거든.
나. 어제 몇 명이 안 온 것이 아니야. 다 안왔어.
다. 그 물건은 노트북이 아니라 넛븍이라고.

(26)은 상위언어적 부정의 예이다. (26가)에서는 ‘근우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
다’는 전제가, (26나)에서는 ‘어제 몇 명은 왔다’는 함축이, (26다)에서는 명사의 음
성(형태)적 실현이 부정되고 있다. 이처럼 상위언어적 부정이란 명제 이외의 것들,
즉, 이전 발화의 형태·통사적인 부분, 함축, 음운 등에 대하여 부정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Horn(1985: 362)에서는 (26)과 같은 부정문에서는 명제 외에 전반적으로 이전
발화의 다양한 국면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부정문을 가리켜 ‘상위언
어적 부정(metalinguistic negation)’이라고 명명하였다. (26)에 나타난 이러한 부정
문들은 일반적인 부정문처럼 명제 부정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부정에 적용되는 논
리규칙이 여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에 포함된다.

2) 부정 확인 의문문
형태, 통사적으로는 부정문이지만 화용론적으로 담화상에서 부정이 아닌 문장들
이 있다.

(27) 네가 했니?
(28) 가. 네가 하지 않았니?
나. 네가 했지 않았니?
다. 네가 했잖니?

(27)은 긍정 의문문이고 (28가-다)는 (27)에 대하여 부정소가 포함된 부정 의문
문을 만들어 본 것이다. (85가)는 일반적인 장형 부정 의문문인데, 억양에 따라 부
정 확인 의문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28나)는 (28가)와 마찬가지로 부정문을 이루
는 요소가 들어간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부정의 기능을 담당하기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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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자에게 ‘확인’을 하기 위한 문장으로서의 기능이 더 강해 보인다. (28다)는 현대
국어에서는 더 이상 부정소로 인정되지 않는 ‘-잖-’이 들어간 형태이지만, 그 형태
는 부정의 ‘-지 않-’에서 온 것으로(손세모돌 1999), (28나)와 마찬가지로 부정의
의미보다는 ‘확인’, ‘질책’ 등의 의미를 전한다. 다시 말해, (28나-다)는 (27)에 부
정소가 첨가된 형식이지만 (27)의 진리치가 바뀐 것이 아니며 (27)에서 묻는 내용
이 참인지를 화자가 청자에게 확인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점에서 (28나-다)는 본고
의 ‘부정 아닌 부정’ 표현에 포함된다.
한편 다음의 의문문들 또한 (28)의 경우와 비슷해 보인다.

(29) 가. 장사꾼들이 돈을 낼 때는 다 장삿속 아니겠습니까?
나. 걔 정말 괜찮더라, 안 그래?

(29가)와 (29나)는 앞에서 본 장형 부정 의문문의 형태는 아니지만 ‘아니-’ 및
부가 의문문의 형식인 ‘안 그래?’로 각각 ‘장사꾼들이 돈을 낼 때는 다 장삿속이다’,
‘걔 정말 괜찮다’는 명제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긍정을 전제로 한 확인
등의 다른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이 두 표현 역시 본고의
‘부정 아닌 부정’ 표현에 포함된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확인 용법을 가지고 있는 국어의 부정 의문문을 ‘부정 확인 의
문문’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들 문장들에 대해 ‘확인문’ 또는 ‘확인 의문문’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긍정 의문문이면서 확인 용법을 가진 문장들과 이들 문장들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긍정 의문문과 부정 의문문은 모두 확인의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문’, ‘확인 의문문’으로만 지칭하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표현들을
정확히 짚어낼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앞서 본 세 유형의 부정 의문문을 부정
문을 형성하는 요소를 가졌으나 그 의미 기능은 명제 부정에 있지 않은 ‘부정 확인
의문문’으로 다루고,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에 포함시킬 것이다.

3) 잉여적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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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예문에서 사용된 부정소들은 문장 전체로 보았을 때 의미론적인 부정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0) 가. 너를 못 본 지 벌써 3년이나 되었구나.
나. 혹시나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다. 내일쯤이면 택배가 오지 않을까 예상된다.

(30) 예문들에서 부정소를 제외한 (31)을 확인하면 (30)에 포함된 부정소의 잉
여성을 보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다.

(31) 가. 너를 본 지 벌써 3년이나 되었구나.
나. 혹시나 아이가 감기에 걸릴까 걱정된다.
다. 내일쯤이면 택배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30)의 예문들에는 부정문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부정소들이 종속절에 포함되
었으나, 이들 요소들은 문장에서 전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며, (31)에서처
럼 이러한 부정소들이 쓰이지 않더라도 문장의 뜻은 달라지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부정 표현들을 가리켜 앞으로 잉여적 부정이라 부르고 이것들
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잉여적 부정(redundant negation, van der
Wouden 1997)은 부정소가 사용된 문장에서 부정소가 부정 기능을 하지 않는 부정
문으로, 대개는 종속절에 부정소가 쓰이든 쓰이지 않든 의미는 같음에도 부정소가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Jespersen(1917: 75)에서는 이것을 ‘병렬적 부정’이라 하
였고, 이러한 구문은 허사 부정(expletive negation, Espinal 1997 등) 등으로도 불
린다29). 넓은 의미에서 잉여적 부정은 논리적으로 부정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부정
아닌 부정(non-negative negation)’ 전반을 포함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가리키는
잉여적 부정은 좁은 의미의 잉여적 부정으로, 부정소의 출현 여부가 문장의 의미에

29) 그러나 ‘허사 부정’ 이라는 용어가 듣는 이에 따라서 수용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 본고
에서는 서울대학교 박진호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잉여적 부정’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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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언어유형론적인 잉여적 부정 연구에서는 감탄문 또한 잉여적 부정의 출현 환경으
로 꼽힌다.30) 이와 유사하게 한국어에서도 다음 예문에서와 같이 감탄문에서 부정
소가 부정의 기능을 하지 않으며 출현하는 것이 목격된다.

(32) 가. 와, 여기 바다가 정말 가깝잖아!
나. 아니, 정말 멋지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감탄문에서 사용되는 부정 표현은 잉여적 부정 논의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다. 감탄문에서 사용되는 부정소의 경우, 이 부정소들이 명제
부정이나 진리치 전환과 같은 전형적인 부정의 기능을 하지 않기는 하지만, 화자의
명제적 내용 단언을 넘어서는 특별한 화행을 수행하여 앞서 본 종속절에서 사용된
잉여적 부정과는 기능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32)에서 나타난
표현들은, (32가)는 ‘부정 확인 의문문’에서 다룰 것이며, (32나)는 더 이상 부정문
의 차원에서 논의할 수 없는 담화표지가 된 ‘아니’로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은 상위언어적 부
정과 부정 아닌 부정 표현이며, 부정 아닌 부정에는 부정 확인 의문문, 잉여적 부정
이 포함된다.

30) Espinal(1997: 48)에서는 스페인어의 다음과 같은 예를 감탄문에서 나타나는 잉여적 부정
의 예로 제시하였다.
(i)

¡(No)
se
lo
habré
dicho
have+FUT.1sg
told
not
himDatCL itCL
'I must have told him this so many times!'

veces
times

esto!
this

(i)에서는 부정 요소 ‘no’가 사용되어도 문장의 의미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그리하여 이
감탄문에서 'no'는 잉여적 부정 표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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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위언어적 부정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 기능
3.1. 상위언어적 부정의 정의
본장에서는 상위언어적 부정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 기능을 논할 것이다. 본격적
관찰에 앞서 상위언어적 부정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다시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위언어적 부정’이라는 개념은 Horn(1985)에서 확립한 개념이다. Horn(2001:
363)에서는 상위언어적 부정이란 선행 발화의 고정함축이나 대화함축, 형태, 양식이
나 레지스터, 음성적 실현 등과 같은 다양한 국면을 부정하는 장치라고 하였다.
Horn(1989: 362-364, 370-375), Davis(2010)에서는 부정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일반적인 명제에 대한 부정으로서 해석되지 않고 예외적인 해석을 보이는 부정문들
을 가리켜 비정규적(예외적) 해석(irregular(exceptional) interpretation)을 가지는
비정규적 부정(irregular negation)이라고 하였다. Horn(2001)에서는 Horn(1985)에
서 관찰한 상위언어적 부정 논의를 수정하고 확장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위언
어적 부정의 예문으로 제시하였다.

(33) 가. 성현이는 학부모가 아니야. 걔는 아직 아이가 없거든.
나. 서류가 몇 개 안 온 게 아니야. 다 안 왔어.
다. 그건 온실 효꽈가 아니라 온실 효과야.

(33)은 선행 발화의 다양한 국면에 대한 상위언어적 부정을 보인 것이다. (33가)
에서는 ‘성현이는 학부모다’의 전제인 ‘성현이는 아이가 있다’가, (33나)에서는 ‘서류
가 몇 개는 왔다’는 함축이, (33다)에서는 ‘온실 효꽈’라는 형태/음성적 실현이 부정
되고 있다.
그러나 상위언어적 부정의 부정 대상을 반드시 (33)에서와 같은 부정 표현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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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한 선행 발화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상위언어적 부정은 직전 발화뿐만 아니라
화·청자가 공유하는 담화 맥락에서 선행하는 요소라면 무엇이든 그 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Horn(1985) 외에도 상위언어적 부정과 현상에 대한 관찰과 연구는 있어 왔다.
Jespersen(1933: 300-301)에서는 양화 표현과 함께 사용되는 ‘not’이 후행하는 단
어에 강세를 주고 독특한 억양과 더불어 더욱 엄밀한 표현을 뒤에 이끌고 나올 경
우에 예외적인 해석을 받을 수 있음을 밝혔다.31) Burton-Roberts(1989)에서는 상
위언어적 부정이 선행 발화와 의미론적으로 모순되는 점, 그리하여 청자로 하여금
그러한 표면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청자의 재분석을 상위언어적 부정 표현의
특징으로 꼽았다. 한편 Carston(1996)에서는 Horn(1985), Burton-Roberts(1989)
에서 상위언어적 부정이 명제 외적인 것에만 한정된다고 보았던 것과는 달리, 선행
발화의 명제의 내용도 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Carston(1996)에서는 상위언
어적 부정의 고유한 특징은 ‘not’에 의해 표현된 화자의 태도와 함께 나타나는 메아
리적 용법(echoic use)이라고 보았다. 다시 말해, 선행 발화의 일부가 상위언어적
부정의 정정절에서 메아리처럼 반복되어 사용된다는 것이다. 한편 Chapman(1996)
에서는 언어학 요소에 대해서만이 상위언어적 부정이 적용이 가능하며 초분절적 요
소 등은 상위언어적 부정에서 부정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주
장은 Noh(2001) 등에서 반박되었다.
국내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상위언어적 부정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C. Lee(2005)
에서는 한국어에서 상위언어적 부정에서 쓰이는 부정 접속사로 ‘아니라’를 연구하였
으며,

한국어의

상위언어적

부정

구문이

동반하는

환경을

살폈다.

H.-K.

Lee(2005)에서는 ‘아니고’ 또한 상위언어적 부정, 척도 함축 부정의 형태로 추가되
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최윤희·이정민(2008)에서는 한국어에서 일반적인 부정과 상
위언어적 부정에 사용되는 반대 접속 어미 ‘아니지만’, ‘아니라’와 그것이 출현하는
구문들의 특성을 살핀 연구를 하였다. 한국어의 상위언어적 구문에 대한 연구는 이
처럼 아직 사용되는 형태와 출현환경에 대한 확인만이 다소 이루어졌을 뿐으로, 이
31) ‘[It is] not lukewarm, but really hot.’(Jespersen 1933: 301)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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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에 대하여서는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상위언어적 부정은 그 부정의 대상이 명제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4장과 5장에서
다루어질 부정 확인 의문문, 잉여적 부정 표현과 비슷한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이다.
그러나 부정 확인 의문문과 잉여적 부정은 아예 해당 표현 속에 있는 부정소가 부
정의 대상을 갖지 않는 ‘부정 아닌 부정’인 반면, 상위언어적 부정은 부정소가 담화
맥락 속의 선행 발화에 대한 부정을 하므로, 넓은 의미에서는 부정에 포함될 수 있
다. 그러나 2장의 기본적 논의에서 다루었듯이 ‘부정문’은 기본적으로 명제를 부정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상위언어적 부정을 일반적인 부정
표현으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3.2. 상위언어적 부정의 문법적 특징
3.2.1. 부정문-정정문 구성
상위언어적 부정 표현에는 일반적인 부정문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들이 있다.
우선, 상위언어적 부정은 일반적으로 부정문과 그에 뒤따라오는 앞 내용에 대한 정
정문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상위언어적 부정 표현은 교정을 수행하는 부정과 표면상
구별이 되지 않고 일반적인 부정이든 상위언어적 부정이든 똑같이 C. Lee(2005)에
서 언급한 ‘아니라’가 사용되므로 주어진 문장을 해석한 후에야 독자는 이것을 상위
언어적 부정문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할 수 있다.

(34) 가. 내 동생은 잘 생긴 게 아니라 평범하게 생겼다.
나. 내 동생은 잘 생긴 게 아니라 조각이다.

(34가)는 단순한 교정문으로 선행 내용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것이다. 반면, (34나)
에서는 선행 내용에 대한 명제적인 부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상위언어적 부정에서 핵심적인 것은 선행 발화의 부정 대상이 명제가 아니라 그
이외의 국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후행하는 정정 부분이다. 이 부분이 없으면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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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표현은 그대로 명제 부정으로 이해된다. 다음이 그 예이다.

(35) 가. 환이는 도서관에 간 것이 아니다.
나. 환이는 도서관에 간 것이 아니다. 도서관에 밥 먹으러 간 거다.

(35가)는 일반적인 부정문이다. 그러나 그 뒤에 부정의 작용 대상이 무엇인지 밝
혀주고 정정하는 내용이 등장하면 (35가)가 상위언어적 부정으로 해석된다. (35나)
에서는 ‘아니다’ 뒤에 교정 내용이 등장하면서 ‘아니-’가 작용하는 부정 대상이 명
제 차원이 아니라 선행 발화의 함축 차원임이 밝혀진다.
이처럼 상위언어적 부정은 후행하는 정정문을 통해서 그 의미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은 독자로 하여금 문장을 다시 해석하게 한다. 이러한 상위언어적 부정의
특징은 Horn(1985)에서는 ‘정원 길 효과(garden-path effect)’, Burton-Roberts(1989)
에서는 ‘화용론적 재분석(pragmatic reanalysis)’이라고 일컬어졌다. 상위언어적 부정
문을 접하는 청자 또는 독자는 그 문장에 대하여 최초에는 일반적인 부정과 같은
해석을 한다. 그러나 이렇게 일반적인 부정으로서 문장을 해석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의미론적인 모순은 청자 또는 독자로 하여금 문장을 상위언어적 부정으로 다시금
‘재해석’하도록 유도한다. 그리하여 상위언어적 부정의 처리 과정은 일반적인 부정에
비해 오래 걸리게 되는데, Noh, Koh, & Yoon(2012)에서 상위언어적 부정이 일반
적인 부정에 비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한국어의 부정문을 대상으
로 연구하여 밝힌 바 있다.
상위언어적 부정은 이처럼 선행 문맥에 제시된 내용을 화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른 내용으로 정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화자가 해당 정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음과 정보가 객관적임을 믿는 화자의 태도 등을 전하는 종결어미인 ‘지’와 ‘-단다’ 등을 이용하여 선행절이 생략된 유사 상위언어적 부정도 가능하다.
다음이 그 예이다.

(36) A: 요즘 세우는 유리건물 여름엔 진짜 별로야, 온실효꽈만 생기고.
B: (온실효꽈가 아니라) 온실효과{야/다/지/란다/*네/*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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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은 선행한 화자 A의 발화를 화자 B가 상위언어적으로 부정하면서 종결어미
‘-지’와 ‘-단다’를 이용한 것을 보여준다. (36가)는 A가 실현시킨 단어의 음성적
실현형에 대한 B의 정정을 보인 예문이다. 상위언어적 부정과 같은 의미를 보이는
정정문은 화자의 태도에 대한 특별한 정보를 주지 않는 중립적인 ‘-야(-어)’와 ‘다’와 정보에 대해 화자가 이미 알고 있고 그것이 객관적임을 나타내는 ‘-지’, ‘-란
다’와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 그러나 화자가 정보를 새롭게 획득했음을 보여주는
종결어미 ‘-네’와 ‘-구나’는 정정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아서 상위언어적 부정의 의
미를 전하는 표현에 사용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정정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종결어미가 쓰이면 정정문-부정문 순서
로 상위언어적 부정의 의미를 전할 수도 있으며, 종결어미만으로도 상위언어적 부정
과 비슷한 의미를 전할 수 있다.

(37) 가. 그건 넛븍이지. (노트북이 아니라)
나. 다 안 왔단다. (몇 명 안 온게 아니라)

(37)은 괄호 안의 내용이 생략되어 발화될 경우에는 (36)과 같이 한 문장 안에
정정 전 내용과 정정 후 내용이 포함된 상위언어적 부정문은 아니지만, 그 표현의
기능은 상위언어적 부정이므로 유사 상위언어적 부정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이다.

3.2.2. 부정극성요소와의 공기 제약
또한, 상위언어적 부정문에서는 한국어 상위언어적 부정문의 표지라고 할 수 있는
‘아니라’와 부정극성요소가 호응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은 상위언어적 부정 표현과
일반적인 부정문의 의미가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상위언어적 부
정이 일반적인 부정문으로 다루어질 수 없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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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가. 나는 배가 하나도 {고프지 않다/고픈 게 아니다}.
나. *나는 배가 하나도 고픈 게 아니라, 등에 가죽이 붙을 지경이다.
다. 이 라켓은 하나도 {무겁지 않다/무거운 게 아니다}.
라. *이 라켓은 하나도 무거운 게 아니라 돌덩이다.

(38)은 일반적인 부정문과 상위언어적 부정문에 각각 부정극성요소인 ‘하나도’를
삽입해 본 것이다. 일반적인 부정문인 (38가)와 (38다)는 부정극성요소 ‘하나도’를
삽입했을 때에도 매우 자연스러운 부정문으로서 기능한다. 상위언어적 부정문인
(38나)와 (38라)는 선행절에 부정극성요소 ‘하나도’를 삽입했을 때 문장의 수용성이
매우 떨어진다.
일반적인 부정문은 부정극성요소와 공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위언어적 부정문에
사용되는 ‘아니라’의 경우에는 부정극성요소인 ‘하나도’와 통합되지 못하는데, (38)
예문에서 보이는 이러한 사실은 상위언어적 부정 표현이 일반적인 부정문으로 취급
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3.2.3. 어미의 결합 제약
한국어의 상위언어적 부정문에는 ‘아니라’에서와 같이 어미 ‘-라’의 사용은 자연
스럽지만, 양보적 성격을 가진 어미 ‘-지만’은 상위언어적 부정문과의 결합에서 제
약을 보인다.
상위언어적 부정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부정문과 상위언어적 부
정문에서 사용되는 반대접속사의 유형이 다르다는 점이 주목받아왔다. 반대접속사가
사용된 부정문의 의미가 단일하지 않기에, 여러 연구에서 반대접속사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구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Lakoff(1971)에서는 영어의 ‘but’을 대칭적 의미
와 비대칭적 의미로 구별한 바 있으며,32) Hall(2007)에서는 ‘but’의 의미를 ‘예상
32) Lakoff(1971)에서는 동등한 항목에 대하여 대조를 하고 있는 경우의 ‘but’을 대칭적
(symmetric)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조가 아니라 예상한 내용이 아님을 나타내는
‘but’을 비대칭적(asymmetric)인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별하였다. 이 구별은 일반적
부정과 상위언어적 부정의 구별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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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대조’, ‘수정’, ‘반대’의 네 가지로 구별하였다.33)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일반
적인 기술적 부정문과 상위언어적 부정문을 구별하는 반대접속사에 관한 것은 아니
었다. 일반적인 부정문과 상위언어적 부정문을 구별하는 반대접속사에 대한 연구로
는 Anscombre & Ducrot(1977)에서 양보를 나타내는 반대접속사와 수정을 나타내
는 반대접속사가 언어에 따라 구별되기도 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 있다. 이 연구에서
는 영어의 ‘but’이나 프랑스어의 ‘mais’는 양보와 수정의 접속사에서 모두 같은 형태
가 사용되지만, 스페인어의 ‘pero’, ‘sino’, 독일어의 ‘aber’, ‘sondern’은 양보와 수정
의 접속사가 구별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Horn 2001: 406 재인용).
이 두 유형은 각각 그 철자에 착안하여 PA, SN형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한국어에 대해서도 양보 기능을 하는 요소와 수정 기능을 하는 요소에 관한 연구
가 있다. C. Lee(2005)에서는 한국어의 상위언어적 부정에서 사용되는 ‘아니라’의
출현 환경과 그 구문이 동반하는 환경을 살폈으며, H.-K. Lee(2005)에서는 ‘아니
고’ 또한 상위언어적 부정에 쓰일 수 있음을 밝혔다. 최윤희·이정민(2008)에서는 일
반적인 부정에 사용되는 반대 접속의 ‘아니지만’과 상위언어적 부정에 사용되는 반
대 접속의 ‘아니라’를 구별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아니라’는 상위언어적 부정문과 일반적인 부정문 모두에서 사용될
수 있으나, ‘아니지만’은 상위언어적 부정문에서는 사용될 수 없으며 오직 일반적인
부정문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39)에서와 같이 한국어의 상위언어적 부정은 한 문장 안에 접속 구성으로 출현
할 때는 수정 기능을 하는 ‘아니라’를 동반하여 출현한다.
33) Hall(2007)에서 ‘but’의 의미를 네 가지 유형으로 구별한 것에 대한 각각의 예문을 들면
다음과 같다.
(j)

가.
나.
다.
라.

예상 부인(Denial of expectation): John is a republican but he is honest,
대조(Contrast): John is tall but bill is short.
수정(Correction): She is not happy, but ecstatic/miserable.
반대(Objection): A: John is a Republican.
B: But he’s honest.

(j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선행 발화의 표현에 관한 수정 기능을 하는 but이 쓰인 문장은
그 문장의 의미가 일반적인 기술적인 부정문이든 상위언어적 부정문이든에 관계없이 우선
‘수정’의 범주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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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가. 나는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등에 가죽이 붙을 지경이다.
나. 이 라켓은 무거운 게 아니라 돌덩이다.

(39가), (39나)는 상위언어적 부정문에서 ‘아니라’가 사용된 것을 보여준다.
이 ‘아니라’는 상위언어적 부정문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정문에
서도 많이 사용된다. 한국어 말뭉치 자료에서 ‘아니라’를 검색해 보면 ‘아니라’가 사
용된 구문은 일반적인 부정문에서 더 많이 발견된다. 다음은 일반적인 부정문에서
‘아니라’가 사용된 예이다.

(40) 가. 병은 절망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
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려는 거야.
다. 매표는 실내가 아니라 야외에서 실시되고 있었다.
라.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벌써 40년이나 된 이야기이다.

(40가-라)는 21세기 세종계획 현대국어 말뭉치에서 ‘아니라’가 사용된 문장의 예
들 중 일부를 가져온 것으로, 각각의 예문들은 ‘아니라’가 일반적인 부정문에서도 자
연스럽게 자주 쓰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양보 기능을 하는 ‘-지만’은 다음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부정문
에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상위언어적 부정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
(41) 가. 나는 배가 고픈 게 아니지만 배고픈 척을 했다.
나. 이 라켓은 무거운 건 아니지만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42) 가. 나는 배가 고픈 게 아니지만 등에 가죽이 붙을 지경이다.
나. 이 라켓은 무거운 게 아니지만 돌덩이다.

(41)은 양보의 의미를 가진 ‘아니지만’이 일반적인 부정문 접속에서 사용된 예를
보여준다. 한편, (42)는 ‘아니라’가 사용된다면 상위언어적 부정문이 될 분포에 ‘아
니지만’을 삽입해 본 것인데, 이런 경우에 그 문장의 문법성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

- 48 -

으나 문장이 상위언어적 부정으로 해석되지 않고, 단순한 양보의 의미로 해석된다.
상위언어적 부정 표현에 사용되는 ‘아니라’는, 상위언어적 부정이 아닌 다른 여러
문장에서는 그 선행절에 한정 보조사 ‘만’, ‘뿐’ 등 한정적인 의미를 가진 보조사와
높은 빈도로 함께 사용된다. 말뭉치에서 ‘아니라’가 사용된 문장에 대하여 ‘아니라’에
선행하는 형태소를 두 개로 제한해 두고 ‘아니라’에 선행하는 형태소의 빈도를 조사
했을 때, ‘아니라’가 등장한 총 13438건의 문장에서 주격조사 ‘이/가’를 제외하면 ‘아
니라’의 직전에 분포하는 ‘만’은 2607회, ‘아니라’ 이전 두 번째 형태소에 분포하는
‘만’은 586회 나타났으며, ‘아니라’의 직전에 분포하는 ‘뿐’은 2259회, ‘아니라’ 이전
두 번째 형태소에 분포하는 ‘뿐’은 2584회 나타났다. 이것은 격조사인 ‘이/가’, ‘은/
는’, ‘ㄹ/을/를’과 의존명사 ‘것’을 제외하면 형태소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
는 결과이다.

[표1] ‘아니라’에 선행하는 형태소의 빈도
(‘아니라’가 등장한 총 13483개의 문장 중)

2개 형태소 앞

1개 형태소 앞

(빈도/항목)

(빈도/항목)

3099
2584
586
575
496

것
뿐
만
ㄹ
을

6243
2607
2259
2162
30

이
만
뿐
가
은

아니라

‘아니라’가 주로 한정 보조사 ‘뿐’, ‘만’과 같은 표현과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
하여, 혹자는 한국어의 상위언어적 부정 표현이 본래 ‘뿐만 아니라’, ‘뿐 아니라’, ‘만
아니라’와 같은 구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어의 상위언어적 부정 표현의 선행절에 한정 보조사 ‘뿐’, ‘만’
등을 삽입시켜 본 다음의 예문은 본디 상위언어적 부정 표현이 전하던 의미와는 다
른 의미를 전하며, 상위언어적 부정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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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가. 그 책상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돌덩이다.
나. 그 책상은 무거울 뿐만 아니라 돌덩이다.
(44) 가. 우리 집은 먼 게 아니라 안드로메다다.
나. 우리 집은 멀 뿐만 아니라 안드로메다다.

(43가)의 상위언어적 부정 표현의 선행절의 구성을 변경하여 ‘-ㄹ 뿐만’을 삽입
한 (43나)의 문장은 선행절의 내용 ‘책상이 무겁다’와 후행절의 내용 ‘책상이 돌덩
이다’ 모두를 긍정한다는 점에서는 (43가)와 유사하다. 그러나 (43가)의 ‘아니라’는
선행절의 명제 외적인 국면, 예컨대 ‘무겁다’라는 표현이 함축한 무거움의 정도 등을
부정하는 반면 (43나)의 ‘-ㄹ 뿐만’은 선행절을 모두 긍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44가)와 (44나) 역시 (43)과 같은 경우이다.
이처럼 한국어에서 단순히 ‘아니라’로 이루어진 상위언어적 부정 표현과 ‘뿐’, ‘만’
이 삽입된 문장은 구별되어야 한다. 상위언어적 부정 표현의 ‘아니라’가 ‘뿐’, ‘만’이
포함된 형식의 생략형이라고 보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이와 비슷한 논의가 영어의 상위언어적 부정 구문에 대해서도 이루어졌다. Lehrer
& Lehrer(1982)에서는 상위언어적 부정 표현 같은 구문의 선행절에 ‘not only’의
삽입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근거로 하여 해당 구문을 ‘not only’의 생략형인
‘not’이 사용된 것이라고 볼 것을 제안하였다.

(45) 가. *That’s not only a cat, it’s a dog.
나. That’s not only a car, it’s a Cadillac.
(Lehrer and Lehrer 1982)

이에 Horn(2001: 425)에서는 상위언어적 부정의 ‘not’이 모든 경우에 ‘not only’
로 치환되지는 못하며, 심지어는 척도 함축 부정에서도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가 있
음을 들어 상위언어적 부정 표현에 사용된 ‘not’을 ‘not just’, ‘not only’의 축약형으
로 볼 수는 없고 독립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Horn(2001: 424-425)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Lehrer and Lehrer(198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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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된 not only 가설’을 비판하였다.
(46) 가. The king of France isn’t (#just) bald – he’s doesn’t exist.
나. I did’t (#just) manage to trap two mongeese – I managed to trap two
mongooses.
다. For a pessimist like him, the glass isn’t (#only) half full – it’s half
empty.
라. He’s not only meeting a woman this evening – he’s meeting his wife.
(only가 가능하지만 의미가 달라짐)
(47) ?#Maggie isn’t just patriotic or quixotic – she’s both!

(46)의 예문에서는 척도 함축 부정이 아닌 상위언어적 부정 표현에서 선행절에
‘just' 또는 ’only'의 삽입이 어색한 경우를 예로 든 것이다. (46라)의 경우는 'only'
의 삽입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본래 상위언어적 부정이 전하던 의미가
변하여 ‘그’가 두 여자를 만났다는 의미가 된다. (47)의 예문은 심지어 척도 함축을
부정하는 상위언어적 부정 표현에서도 선행절에 ‘just’의 삽입이 어색한 것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예문을 들어 Horn(2001)에서는 Lehrer and Lehrer(1982)의 ‘not’
이 ‘not only, not just'가 생략된 형태라는 주장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양보의 의미를 가진 ‘-지만’은 상위언어적 부정에 사용될
수 없다는 점, 상위언어적 부정에 주로 사용되는 ‘아니라’는 상위언어적 부정의 전용
표지가 아니라는 점, 상위언어적 부정과 유사한 구성을 지닌 ‘한정보조사 + 아니라’
구문은 상위언어적 부정 표현과는 구별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3.3. 상위언어적 부정의 의미 기능
상위언어적 부정은 선행 명제가 아니라 선행 발화의 형태, 통사, 음성적 실현, 전
제, 함축 등 다양한 국면을 부정할 수 있음을 앞서 간단히 언급하였다. 상위언어적
부정의 의미 기능을 그 부정의 작용 대상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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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실현 형식의 부정

상위언어적 부정은 선행 발화의 형태, 통사, 음성적 실현, 표현 방식 등에 대하여
쓰일 수 있다. 이것들은 모두 발화의 표면적 실현 형식에 대한 부정이므로, 통칭하
여 ‘실현 형식의 부정’이라 하겠다. 다음 예문은 선행 발화의 실현 형식을 부정하는
상위언어적 부정을 보인 것이다.

(48) 가. A: 우리 얘가 오늘도 학교에 늦게 갔다.
B: 우리 얘가 아니라 우리 애야.
나. A: 아까 우린 도나쓰 먹었어.
B: 촌스럽긴, 우린 도나쓰가 아니라 도우넛을 먹었다고.
다. A: 와 사자가 얼룩말을 먹었네.
B: 저건 사자가 얼룩말을 먹은 게 아니라 얼룩말이 사자에게 먹힌 거야!

(48가)는 A가 ‘애’를 ‘얘’로 잘못 쓰는 것에 대해서 B가 정정해주는 상위언어적
부정이다. (48나)는 A의 ‘도나쓰’라는 발음을 B가 ‘도넛’으로 고쳐주는 상위언어적
부정이다. (48다)는 A가 ‘사자가 얼룩말을 먹었다’고 표현한 것에 대하여 그 명제는
부정하지 않으면서 다른 어감을 전달하기 위해 ‘얼룩말이 사자에게 먹혔다’는 것으
로 선행 발화의 통사적인 표현 방식을 정정한 상위언어적 부정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도 선행 발화의 화자의 표현 방식 또는 태도에 대한 상위언어적
부정으로 볼 수 있다.

(49) A: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B: 반이나 남은 게 아니라 반 밖에 안 남은 거야.

(49)에서 A는 컵에 물이 반 남은 상황에 대해 ‘반이나 남았다’고 표현하고, B는
이러한 A의 표현에 대하여 ‘컵에 물이 반 남았다’는 내용이 아니라 ‘반이나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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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A의 표현에 대한 부정을 한다. 이러한 경우 역시 선행 발화의 표현 방식(style)
에 대한 상위언어적 부정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3.2. 함축의 부정

상위언어적 부정은 함축을 부정할 수 있다. 함축(implicature)이란 글자 그대로의
실제로 말해진 내용(What is said) 이상의 의미를 넘어서 화용론적 추론에 의해 부
수적으로 나타나는 의미들을 말한다.(Levinson 1983) 함축에는 특정한 어휘나 구문
의 고정적 자질에 의해 발생하는 추론인 고정함축(conventional implicature)과 특정
표현에

의존하지

않고

대화

맥락에서

발생하는

대화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이 있다.(Grice 1961, 1975, 1989) 대화함축에는 맥락에 전적으로 의
존하지 않으며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일반대화함축(general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과

맥락의존적인

특수대화함축(particularized

conversational

implicature)이 있다.

(50) 가. 나는 냉면도 먹었어.
[함축: 나는 냉면만 먹은 것이 아니다]
나. 그 사람은 가끔 결석하곤 했다.
[함축: 그 사람은 항상 결석하지는 않았다]
다. A: 일요일에 영화 같이 볼까?
B: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함축: 일요일에 당신과 영화를 같이 보고 싶지 않다]

(50)의 예문은 각각 고정함축, 일반대화함축, 특수대화함축을 보인 것이다. (50
가)에서는 ‘도’가 갖는 고정적인 힘에 의해 함축이 발생한다. (50나)에서는 등급함
축이 발생한다. 등급함축은 대화함축 중에서도 맥락에 덜 의존적이라서 예측이 가능
한 일반대화함축이다. 빈도부사 ‘가끔’은 ‘가끔, 종종, 자주, 항상’으로 이어지는 빈도
의 등급에서 ‘항상’보다 낮은 등급이며, 등급 가운데서 낮은 것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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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높은 등급이 아니라는 것을 함축한다. 그리하여 (50나)의 문장은 ‘그 사람은 항
상 결석하지는 않았다’는 함축을 갖게 된다. (50다)는 A의 제안에 대해 B가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특수대화함축을 보인 것이다. 특수대화함축은 맥락
의존적이기 때문에 B의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라는 표현이 다른 맥락에
쓰였을 때에는 전혀 다른 함축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함축 중 전적으로 맥락 의존적인 특수대화함축은 제외하고, 고정함축과 일
반대화함축을 상위언어적 부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다음의 예문
은 고정함축에 대한 상위언어적 부정 예문이다.

(51) 가. 그 애는 너에게 관심을 구걸한 게 아니라 요청한 거야.
나. 나는 궁상떠는 게 아니라 알뜰한 거야!

(51가)는 선행절의 ‘구걸하다’가 나타내는 부탁하는 자의 비굴한 태도라는 고정함
축이 부탁하는 자에게 비굴한 태도가 없음을 함축하는 ‘요청하다’와 함께 상위언어
적으로 부정된 것이다. (51나)는 선행절의 ‘궁상맞다’가 나타내는 힘들게 아껴 산다
는 고정함축이 ‘알뜰하다’의 야무지게 아껴 산다는 함축으로 정정되는 상위언어적
부정이다.
함축에 대한 상위언어적 부정은 고정함축 뿐만 아니라 일반대화함축의 Q-함축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일어난다. Horn(2001)의 기준에 따르면 대화함축에는 Q-원리
에서 발생하는 Q-함축과 R-원리에서 발생하는 R-함축이 있다.34)35)36)
34) Horn의 Q-원리(Q[uantity]-principle)와 R-원리(R[elation]-principle)은 다음과 같이 정
리될 수 있다. (Huang 2007(이해윤 역): 46)
(k) 혼의 Q-원리와 R-원리
a. Q-원리
너의 기여가 충분토록 해라;
(R-원리가 주어지면) 할 수 있는 만큼 말해라.
b. R-원리
너의 기여가 필요토록 해라;
(Q-원리가 주어지면) 해야만 하는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Q-원리는 상계적 대화함축인 Q-함축을 발생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다.
35) 협력의 원리 및 네 가지 대화 격률에 대한 준수와 위배에 따라 함축이 발생한다는 G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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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화에서 “너의 기여가 충분토록 하라”는 Q-원리는 청자 중심의 원리로,
‘기껏해야(at most)’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예컨대 “나는 연애를 다섯 번 했어”라는
문장에 대해 ‘연애를 기껏해야 다섯 번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Q-원리에 따른 추론
이다. 이러한 Q-원리는 Q-함축의 배경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척도함축과도 관련
이 깊다. 문장에서 사용된 표현이 어떤 척도상의 등급을 나타내는 표현일 때, 이러
한 등급 요소들의 집합에 속하는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등급에 속하는 다
른 표현들, 특히 의미론적으로 등급상 더욱 강한 표현에 대한 부정을 척도 함축한
다.37)38)
의 대화 함축 이론에 대해서 재해석 및 축소를 시도한 여러 연구가 있어 왔는데(Horn
1984, 2001, Levinson 1987, 1991, 2000, Sperber and Wilson 1986 등) Horn(2001)에
서는 Grice의 질의 격률을 제외한 격률들을 Q-원리와 R-원리로 대치하였으며,
Levinson(1987, 1991, 2000)에서는 Grice의 질의 격률을 제외한 격률들을 Q-원리, I-원
리, M-원리로 축소하였다.
36) Levinson의 Q[uantity]-원리, I[nformativeness]-원리, M[anner]-원리는 각각 화자가 말
할 내용에 대한 화자의 격률, 청자가 추론할 내용에 대한 수용자의 정리로 나뉜다. 각 원리
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Huang 2007(이해윤 역): 50-62)
(l)

가. Q-원리
화자: (I-원리를 염두에 두고서) 필요 이하로 말하지 마라.
청자: 말해지지 않은 것은 해당 사항이 아니다.
나. I-원리
화자: (Q-원리를 염두에 두면서) 요구된 것 이상으로 말하지 마라.
청자: 일반적인 발화내용은 원형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예시화된 것이다.
다. M-원리
화자: 이유없이 유표적 표현을 사용하지 마라.
청자: 유표적인 방식으로 말해진 것은 무표적이지 않다.
37) Q/혼-등급(Q-/Horn-scale)이란 Horn(1972)에서 정의된 것으로, 동일한 의미적 관계에
놓인 의미론적으로 약한 표현 S와 의미론적으로 강한 표현 W가 이루는 등급을 말한다. Q/
혼-등급 원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Huang 2007(이해윤 역): 46)
(m) 원형의 Q/혼-등급들
<S, W>가 Q/혼-등급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i) 임의의 문장 틀 A에 대하여 A(S)가 A(W)를 함의하고,
(ii) S와 W는 동일한 어휘화 정도, 동일한 품사, 그리고 동일한 사용역을 보이며,
(iii) S와 W는 동일한 의미적 관계에 ‘대한’ 것이거나, 또는 동일한 의미장에 속한
다.
예컨대 <차갑다, 미지근하다, 따뜻하다, 뜨겁다>는 온도의 의미에서 Q/혼-등급을 이루고 있다.
38) 화용론적으로 결정된 등급에 대해서는 무엇이든 등급을 이루는 집합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급을 성립시키는 기준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며, Matsumoto(199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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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화에서 “너의 기여가 필요토록 하라”는 R-원리는 화자 중심의 원리로,
‘적어도(at least)’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예컨대, “나는 연애를 다섯 번 했어”라는
문장에 대해 ‘연애를 적어도 다섯 번은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R-원리에 따라 청자
가 화자의 발화를 확대 해석해서 추론한 것이다.
상위언어적 부정은 선행 맥락에 있는 발화의 Q-함축 중에서도 척도 함축을 취소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의미 관계에서 등급을 형성하고 있
는 집합들 중 한 가지를 사용했을 때, 그것보다 의미론적인 강도가 강한 표현은 부
정되는 것이 척도 함축인데, 상위언어적 부정 표현은 이와 같은 함축에 의해 부정된
척도적으로 더 강한 표현을 뒤에 긍정함으로써 척도 함축을 취소시킨다. 다음 예문
은 한국어에서 상위언어적 부정이 선행 발화에서 발생한 척도 함축을 취소시키는
것을 보여 준다.

(52)

가. 걔는 시험을 잘 본 게 아니라, 수석 했어.
나. 환이는 도서관에 자주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살아.
다. 그 친구는 예쁘거나 착한 게 아니라 둘 다야. (예쁘고 착해)

(52가)의 선행절에서 ‘시험을 잘 보았다’는 표현은 ‘수석은 아니다’라는 함축을 발
생시키는데, 이 선행절에서 추론되는 ‘수석은 아니다’라는 함축이 ‘아니라’와 후행절
을 통해 취소된다. (52나)에서도 역시 ‘(도서관에 가는)빈도’의 등급을 가정해본다
면 <하지 않음, 가끔, …, 자주, …, 항상> 정도가 될 것이다. 도서관에 ‘자주 간다’
고 하면 ‘항상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함축이 발생한다. 또한 여기에 ‘아니라’를 결합
하여 ‘자주 가는 게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면 ‘자주’보다 의미론적으로 더 강한 빈도
표현은 자동적으로 부정되는 척도 함축이 발생하는데, 후행절의 ‘거기서 살아’는 선
행 발화에서 발생한 척도 함축을 취소시킨다. (52다)는 ‘p or q’라는 표현을 선택했
을 때 추론되는 ‘not [p and q]’라는 등급함축을 취소시키고, 오히려 ‘p and q’라고
표현함으로써 화자가 말하는 ‘그 친구’가 ‘예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다’는 점을 부
제안한 바와 같이 “같은 등급에 있는 약한 표현 W가 사용된 담화에서 강한 표현 S가 전달
할 수 있는 정보도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는 적합성 조건 또한 충족되어야 한다.(이성범
2001: 243) 이 조건들을 통해 발생한 등급만이 함축으로서 추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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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척도 함축은 상위언어적 부정과 관련을 맺으며, 청자가
추론한 함축을 취소시키면서 제시한 등급보다 높은 표현을 제시하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화자는 맥락에 따라서는 청자에게 추론이 맞지 않다는 의외성과
그에 따른 수사적인 효과를 노릴 수도 있다.
반면 R-함축은 상위언어적 부정으로 취소되는 것이 어색해 보인다. 다음의 예문
은 R-함축을 부정을 통해 취소하는 것이 어색한 것을 보여준다.

(53) A: 어제 손가락이 부러졌어.
B: 아팠겠다. 괜찮니?
A: ?그런데 내 손가락이 아니라, 내 친구 손가락이 부러졌어.

(53)에서 B는 A의 ‘어제 손가락이 부러졌다’는 말에서 ‘어제 부러진 손가락은 A의
손가락’이라는 R-함축을 추론하였다. B의 이러한 추론에 대해 A가 부정하며 ‘어제
부러진 손가락은 내 손가락이 아니라 내 친구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색하다.
R-원리에 따른 R-함축은 청자가 세상 지식과 상충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발화
된 내용을 가능한 한 확대 해석하며 추론되는 함축을 말한다. (53)의 예문에서도
확인했듯이, Horn(2001: 388)에 따르면 이러한 R-원리에 의해 함축된 내용은 상
위언어적 부정으로도 취소가 불가능한데, 이러한 특징은 Q-함축이 상위언어적 부정
에 의해 취소가 되는 것과는 매우 구별된다.
이러한 함축과 부정의 관계에 대하여 Koenig and Benndorf(1998)에서는 R-함축
은 독일어의 ‘aber’를 통해서 부정되고, Q-함축은 ‘sondern’을 통해서 부정된다는
주장을 하였다.39) 한국어에서도 R-함축을 부정하는 부정문과 Q-함축을 부정하는
상위언어적 부정문에서 각각 다른 어미인 ‘-지만’과 ‘-라’가 사용되며, 이 둘은 바
39) 다음 각각의 예문은 'aber'가 R-함축을 취소하고 'sondern'이 Q-함축을 취소하는 예문이
다. 각각의 경우에 사용된 반대 접속사는 서로 바뀌어 쓰일 수 없다. (예문 해석은 필자)
(n) 가. Jana ist
'Jana는
나. Jana ist
'Jana는

nicht groß, aber eine gute Basketballspielerin.
키가 크지 않지만, 좋은 여자 농구 선수이다.‘
nicht groß, sondern klein.
키가 큰 게 아니라 작다.‘
(Koenig and Benndorf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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뀌어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H.-K. Lee(2005)에서 지적되었다. 이에 최윤희·이정
민(2008)에서는 한국어의 경우에는 ‘-지만’ 또한 Q-함축을 하는 구문과 관련이 깊
다는 반대 견해를 내놓았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면 한국어의 ‘-지만’은
R-함축을, ‘-라’는 Q-함축을 부정하는 데 사용되며 이것은 교체되어 사용되지 않
는다.

(54) 가. 책을 한 권 {샀지만/*산 것이 아니라} 내 책은 아니다.
나. 책을 세 권 {*샀지만/산 것이 아니라} 네 권 샀다.
(Hye-kyung Lee 2005: 816 수정 참조)

(54가)는 R-함축 ‘내가 책을 샀다’가 ‘-지만’에 의해 부정될 수 있지만 ‘-라’와
는 쓰일 수 없음을 보인 것이다. (54나)는 ‘책을 세 권 미만으로 샀다’는 Q-함축이
‘아니라’로 부정이 되지만 ‘-지만’으로는 부정되지 않음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한국
어의 ‘-지만’과 ‘-라’는 Q-함축과 R-함축에 각각 부정 작용을 할 수 있으며 서로
바뀌어서 사용되기는 어렵다. 최윤희·이정민(2008)에서는 ‘-지만’이 ‘책을 세 권은
못 샀지만 두 권은 샀다’와 같은 문장에서 Q-함축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한국어의 ‘-지만’이 Q-함축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Q-함축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
으로 H.-K. Lee(2005)를 반박하였다. 그러나 이 때 사용되는 ‘-지만’은 (54나)에
서 볼 수 있듯이 상위언어적 부정을 통해 Q-함축을 취소할 수 없다.

3.3.3. 전제의 부정
상위언어적 부정을 통해 전제도 취소될 수 있다. 전제란 화청자 사이에 이미 주어
져 당연하게 여겨지는 정보를 말한다. 다음은 전제의 예다.

(55) 가. 요환이가 다시 왔다.
[전제: 요환이가 전에 왔었다.]
나. 진호는 운동을 그만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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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 진호는 운동을 한 적이 있다.]

(55가)의 문장은 ‘요환이가 전에 왔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며, (55나)의 문장
은 ‘진호는 전에 운동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제는

전제를

유발하는

표현(presupposition

trigger)들을

통해

나타난다.

Levinson(1983: 181)에서는 사실동사, 한정 표현, 상태 변화 동사(change of state
verbs), 반복 표현, 분열문, 비교 표현 등을 전제 유발 표현의 유형으로 보았다. (55
가)에서는 반복 부사 ‘다시’가 ‘요환이가 전에 왔다’라는 전제를 유발하였으며, (55
나)에서는 상태 변화 동사인 ‘그만두다’가 ‘진호는 운동을 한 적이 있다’는 전제를
유발하였다.
이러한 전제들은 상위언어적 부정을 통해서 취소될 수 있다. 다음의 예는 상위언
어적 부정을 통해 전제가 취소됨을 보여준다.

(56) 가. A: 근우는 스마트폰 중독자야.
[전제: 근우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B: 근우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아니야. 걔는 스마트폰이 없거든.
나. A: 요환이가 다시 왔어.
[전제: 요환이가 전에 왔었다.]
B: 다시 온 거 아니야, 처음 왔어.
다. A: 진호는 운동을 그만뒀어.
[전제: 진호는 운동을 한 적이 있다]
B: 진호는 운동을 그만둔 게 아냐, 한 적도 없어.

(56가)에서는 A의 발화의 전제인 ‘근우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가 B에게 취소
되는 것을, (56나)에서는 ‘요환이가 전에 왔었다’는 전제가 B에게 취소되는 것을,
(56다)에서는 ‘진호는 운동을 한 적이 있다’는 전제가 B에게 취소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전제는 이후에 부정 표현으로 취소가 가능하며, 이러한 모습은 부정이
선행 발화의 명제 외적인 부분에 작용하는 상위언어적 부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상위언어적 부정의 또 다른 특징은 전제 부정에 관해서만 ‘못’ 부정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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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는 것이다.

(57) 가. 근우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못 돼. 걔는 스마트폰이 없거든.
나. ?그 물건은 노트북이 못 되고, 넛븍이야.
다. ?내 동생은 잘 생기지 못하고 조각이야.

(57가)에서는 ‘근우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취소되고 있지만, (57
나)에서는 선행 발화의 음성적 실현이 부정되지 못하며, (57다)에서는 내 동생이
잘 생기지 못하고 ‘못생겼다’는 함축이 취소되는 것이 어색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못’ 부정과 상위언어적 부정이 보이는 특징이 ‘못’ 부정의 의
미인 ‘못 미침(不及)’에 비롯하는 것이라고 본다. ‘아니’ 부정의 경우 부정되는 대상
이 구체적인 지시물이 되든지 동작이 되든지에 관계없이 그 부정되는 대상에 결합
함으로써 그 기술된 상태를 부정한다. 반면, ‘못’ 부정의 의미인 ‘미치지 못함’이란
어떤 기준점을 전제하는 것이다. ‘못’ 계열의 부정은 그것이 부정하는 대상에 결합하
면 그것이 없는 상태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그러한 대상을 기준으로 상정하
며 이 전제된 것이 도달하지 못하는 기준점으로 기능하도록 만든다. 다음 (58)과
(59)는 이러한 ‘아니’ 부정과 ‘못’ 부정의 특징을 보여준다.

(58) 가. 강민이는 숙제를 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잤다. [(나), (다) 전제 가능)
나. 강민이는 숙제가 없다.
다. 강민이는 숙제가 있다.
(59) 가. 강민이는 숙제를 하지 못하고 잠을 잤다. [(나)만 전제 가능)
나. 강민이는 숙제가 있다.
다. ?강민이는 숙제가 없다. (‘사실 강민이는 숙제가 없다’로 전제 취소는 가능)

(58가-다)는 ‘안’ 부정이 사용된 문장이다. (58가)에서는 숙제의 존재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숙제가 있는 경우 및 숙제가 없는 경우에 이 문장은
발화될 수 있다. 그리하여 (58가)는 (58나)를 전제할 수도 있고 (58다)를 전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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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다. 반면, ‘못’ 부정이 사용된 (59가-다)의 문장에서는 사정이 다르다. (59
가)에서는 숙제의 존재 가능성을 우선 상정한다. 그리고 ‘미치지 못함’의 의미를 갖
는 ‘-지 못하고’의 특성상, 우선 ‘숙제를 완성함’이라는 행위가 전제되고, 그 전제된
내용인 어떤 것이 도달하지 못하는 기준으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59
가)의 전제는 오직 (59나)일 수밖에 없으며, (59다)는 (59가)의 전제가 될 수 없
다. 물론 ‘사실 강민이는 숙제가 없다’는 상위언어적인 전제 취소는 가능한데, 이것
역시 우선 ‘숙제가 있다’는 내용이 전제된 후에 취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아니’ 부정과 ‘못’ 부정의 차이점에 대하여서는 변정민(2006: 76)에서도
정리한 바 있다. ‘단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아니’는 “그 행위나 상태가 존재하
지 않음”을 나타내는 데 반해 ‘미치지 못함’의 의미를 가진 ‘못’은 “어떤 행위나 상태
를 전제로 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상위언어적 부정이란 선행 발화―함축, 전제, 함의, 음운, 형
태 등―를 부정하는 것이다. ‘아니’ 부정은 이러한 것을 부정하기에 적합하다. ‘아니’
부정의 의미가 ‘부정’이라는 개념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반면 ‘못’ 부정의 경우는
‘아니’ 부정과는 상황이 다르다. 기술된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못’ 부정은 틀림없이 부정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대상이 무엇이든 다 부
정이 가능한 ‘아니’에 비해 ‘못’ 부정은 ‘미치지 못함’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져서 부정하는 대상에 대하여서도 반드시 척도상의 등급을 가질 것, 높은 등급의
상태를 전제한 후 그것에 미치지 못함을 표현할 것이라는 제약을 가한다.
그리하여 ‘못’ 부정은 (58나)에서와 같이 선행 발화의 음성적 실현에 대해서나
(58다)에서와 같이 선행 발화의 함축(특히 Q-함축)에 대해서는 부정이 불가능하
다. 다만 (58가)에서와 같이 ‘못’ 부정이 전제 취소를 상위언어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까닭은,‘근우는 스마트폰 중독자가 못 돼’라는 표현에서 ‘못’ 부정이 ‘가장 심한
스마트폰 중독 상태’부터, 그러한 기준점에 가장 부합할 수 없는 상태인 ‘근우에게는
아예 스마트폰이 없음’까지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못’ 부정이
존재 전제에 대해서 전제된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상황부터 아주 못 미치는 상태
인 ‘없음’까지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이 ‘못’ 부정이 상위언어적 부정에서 존재 전제
취소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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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상위언어적 부정 표현은 엄밀한 의미에서 ‘부정의 대상이 없는’ 부정 아
닌 부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상위언어적 부정이 명제를 부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명제 외적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논의될 부정 확인 의문문과 잉여적 부정과는 다소 다른 상위어어적 부정 표
현만의 독특한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상위언어적 부정에서 부정의 대상은 선행 발화의 실
현 형식, 함축, 전제 등 명제 외의 다양한 국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상위언어적부정의

고유한

특징은

‘메아리적

용법(echoic

use)’이라고

보는

Carston(1996)에서는 Horn(1985), Burton-Roberts(1989)와는 달리 선행 발화의
명제 내용에 관하여서도 상위언어적 부정이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며 다음과 같은 예
를 들어 상위언어적 부정이 명제 내용에 대해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60) A: Mary is sometimes late.
B1: She isn’t ever late; she’s always punctual.
B2: She isn’t sometimes late; She’s always punctual.
(Carston 1996: 24)

(60)에서 B1은 영어의 부정극성요소인 ‘ever’를 포함하여 해당 문장이 일반적인
부정문으로 사용된 것을 보여주며, B2는 영어의 긍정극성요소인 ‘sometimes’를 포
함하여 A의 발화를 메아리처럼 반복해서 사용한 것이라는 것이 Carston(1996)의
의견이다. 실제로 (60)의 B2는 내용상으로는 그 부정의 대상을 선행 발화의 명제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위언어적 부정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상위언어적 부정이 명제를 명제의 진리조건적인 내용에 대해
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보기보다는, 상위언어적 부정이 진리조건적인 부정에 비해
더 원형적인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 작용 대상에 대하여 더
폭 넓은 선정이 가능하여 (60)과 같은 경우가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본고에서는 상위언어적 부정이 선행 발화의 명제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가,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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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가의 여부는 일반적인 부정과 상위언어적 부정을 같은 층위에서 상보적 분
포를 보이는 동등한 관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위언어적 부정과 일반적인 부정을
상하관계에 놓인 다른 것으로 볼 것인가의 입장 차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
다. 상위언어적 부정이 선행 발화의 명제 내용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것은 상위언
어적 부정이 일반적인 부정에 비해 더 ‘원형적’이고 근본적인 부정 작용에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일반적인 부정이 의미론적인 영역에만 간섭하는 것
과는 달리 더 넓은 영역, 심지어는 초분절적 요소까지, 앞서 등장한 것이라면 무엇
이든 부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상위언어적 부정은 진정한
의미에서 ‘상위언어적’이다.
인간이 최초에 표현하기 시작한 부정의 의미가 의미론적으로 명제의 내용을 부정
하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 명제 내용에 대한 부정이라는 구체적이고 섬세한 작
업보다는 더 상위 개념의 부정, 마주한 대상에 대하여 어떤 국면에서든지 부인과 거
절을 하는 것이 부정의 원형적인 의미였을 것을 확률이 높다. 앞서 언급했듯이,
Pea(1980)에서는 금지나 부인, 거절 등의 의사를 표하는 부정 표현이 어린 아이들
에게 더 먼저 습득되어 사용되며, 명제에 대한 진리 조건적인 부정의 사용은 더 늦
은 시기에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를 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정
의 원형적 관념이 명제 부정보다는 부인, 거절에 가까울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
다.
따라서 상위언어적 부정은 이러한 원형적인 부정의 관념이 인간 언어의 고유한
특징인, 자기 자신을 지시, 언급할 수 있는 ‘재귀성(reflexivity)’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부정의 원형적 의미와 언어의 재귀성의 합작품이 곧 상위언어적 부정이라는
말이다. 선행 발화에 대한 언어의 재귀적인 사용, 즉 ‘언급(mention, Lyons 1977)’
이 상위언어적 부정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상위언어적 부정이
정말 진리조건적인 부정에 비해 더 근본적이고 원형적인, 기초적인 개념인지를 밝히
는 문제는 향후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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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정 확인 의문문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 기능
4.1. 부정 확인 의문문의 정의
본장은 앞선 장에서 ‘부정 아닌 부정’ 표현으로 포함시켰던 부정 확인 의문문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 기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부정 확인 의문문의 존재 및 그 특성에 대해서는 한국어학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있어 왔다. 부정 확인 의문문 연구의 주요 쟁점으로는 장형 부정 확인 의문문에 나
타나는 ‘-지’의 범주 확인, ‘-지’ 앞의 시제 실현 양상과 같이 구문의 형태·통사론적
특성에 관한 것이 있었고, ‘확인’과 같은 이 구문의 의미, 용법에 관한 것이 있었다.
먼저 부정 확인 의문문의 형태·통사론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 김동식
(1981)과 장석진(1984)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김동식(1981)에서는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의 형식에서 ‘-지’ 앞의 시제 실현 및 억양이 달라졌을 때 생기는 확인
의문문을 가리켜 ‘확인문’으로 명명하고, 이것이 부정 아닌 부정, 즉 ‘가부정(假否
定)’이라고 보고 일반적인 부정과는 구별하였다. 장석진(1984)에서도 본고의 장형
부정 확인 의문문에 해당하는 부가 의문문과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의 통사적 특징
을 ‘-지’ 앞에서의 시제 실현 여부로 구별하고, 김동식(1981)에서 ‘확인문’으로 취
급한 것을 국어의 ‘전형적 부가 의문문’으로 명명하였다. 다음의 두 예문은 두 연구
에서 ‘확인문’과 ‘전형적 부가 의문문’으로 불린 것으로, 둘 다 확인의 의미를 갖고
있는 국어의 부정 확인 의문문이다.

(61) 가. 영이가 갔지 않니? (김동식 1981:99)
나. 비가 왔지 않습니까? (장석진 1984: 25)

반면, 장경기(1986)에서는 앞선 논의를 비판하고, 확인의 기능을 갖는 이 표현이
통사적으로는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과 차이가 없지만, 의미·화용론적으로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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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의문문과 구별이 되는 문장이라고 보았다. 즉, 장경기(1986)에 따르면 한국어
의 판정의문문은, 의문문의 발화자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사전 지식 없이 묻는 ‘비
전제용법’과 발화자가 알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지식을 이미 갖고 있는 ‘전제용법’으
로 나뉘는데, 이 연구는 부정 확인 의문문 같은 문장은 이러한 한국어 판정의문문의
전제 용법 중에서도, 항상 부정문의 구조를 가지면서 긍정의 전제를 가지는 ‘이차전
제용법’을 보인다고 분석하였다.40) 그리고 ‘-잖니’의 경우는 이차전제용법으로만 사
용되는 이차전제용법의 전용표지라고 보았다.
부정 확인 의문문의 의미와 용법에 관한 연구로 손세모돌(1999)에서는 ‘-잖-’의
의미, 전제, 함축에 대하여 연구하여, ‘-잖-’이 대화 참여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에 대한 확인 기능을 갖고 있으며, 이런 의미를 바탕으로 ‘내가 말했잖아!’와 같이
비난, 책임 추궁 등의 부정적인 함축이 파생되는 경우와, ‘예쁘잖아!’와 같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을 때 긍정적인 함축이 파생되는 경우가 있음을 밝혔다. 김미희(2010)
에서는 부정 확인 의문문의 유형으로 부정형 부가 의문문 ‘안 그래?’, 부정 의문문
‘-거 아니-’, 부정형 부가 의문문 ‘아이가’를 추가로 연구한 바 있다. 이 표현들은
모두 부정문을 형성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형적인 부정문의 명제 부정 기
능을 담당하지 않고 청자에 대한 확인의 기능을 보인다.
그리하여 확인의 의미를 가지는 의문 형식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62) 가. 어제 시험 봤지 않니?
나. 어제 시험 봤잖니?
다. 어제 시험 본 거 아니니?
라. 어제 시험 봤지. 안 그래?

(62가)는 장형 부정 의문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확인 의문문이다. (62나)는
(62가) 형식이 축약된 것으로, 현재는 부정문을 형성하는 요소로 기능하지 않는 것
이다. (62다)는 ‘아니-’가 사용된 수사 의문문이다. (62라)는 완성된 문장에 후행하
는 부정문의 형식을 가진 부가 의문문이다.
40) 더 자세한 논의는 장경기(19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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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고에서는 이처럼 확인 용법을 가지고 있는 국어의 장형 부정 확인 의문
문, 수사 의문문, 부가 의문문을 통칭하여 ‘부정 확인 의문문’에 포함시켜 연구대상
으로 삼았다. 이러한 부정 확인 의문문의 유형에는 (62)에서 제시한 유형 외에도
김미희(2010)에서 연구한 ‘아이가’ 등의 파생형이 있을 수 있다.

4.2. 부정 확인 의문문의 문법적 특징
4.2.1. 선어말어미 결합 양상의 특징
부정 확인 의문문 중 장형 부정 확인 의문문(‘-지 않-’ 확인 의문문)과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에서는 ‘-지’와 여러 문법 요소의 통합 양상이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통합 양상의 차이 중 하나는, 두 표현에서 ‘-지’ 앞에 과거 시제 요소가 통합되는
양상이 보이는 차이다. 장형 부정 확인 의문문의 경우 ‘-지’ 앞에 ‘-었-’이 통합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의 경우에는 ‘-지’ 앞에 ‘-었-’ 통합될 수 없다.

(63) 혜진이가 책을 읽지 않니?

(63)은 장형 부정 의문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다. (63)에 대해 가능한 첫 번째
해석은 화자가 청자에게 ‘혜진이가 책을 읽지 않는지’의 여부를 모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청자에게 묻는 문장으로서의 해석이다. 이 경우에 (63)은 일반적인 부정 의
문문으로 해석된다. 둘째로, (63)은 화자가 ‘혜진이가 책을 읽고 있는가’에 대하여
청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묻는 문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63)을
부정 확인 의문문으로 보았을 때의 해석으로, 그 중에서도 ‘확인 요청’ 용법으로 사
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64)와 같이 장형 부정 의문문의 ‘-지’ 앞에 과거 시제 요소를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문장이 확인의 의미를 가졌을 경우뿐이다.

(64)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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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혜진이가 책을 읽지 않니?
나. 혜진이가 책을 읽지 않았니?
다. *혜진이가 책을 읽었지 않니?
(65) 부정 확인 의문문
가. 혜진이가 책을 읽지 않니?
나. 혜진이가 책을 읽지 않았니?
다. 혜진이가 책을 읽었지 않니?

(64)는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을 보인 것이다.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은 (64가)에
서와 같이 과거 시제 요소 없이도 성립할 수 있고, (64나)에서와 같이 ‘않-’에 과거
시제 요소가 결합할 수도 있다. 그러나 (64다)에서와 같이 ‘-지’ 앞에 과거 시제 요
소가 결합할 수는 없다. 반면, 장형 부정 확인 의문문인 (65)는 (64)와 차이를 보인
다. 부정 확인 의문문은 과거 시제 요소가 없는 (65가), ‘않-’에 과거 시제 요소가
결합한 (65나)뿐만 아니라 ‘-지’ 앞에 과거 시제 요소가 결합한 (65다)와 같은 경
우에도 성립한다.
이영민(2001), 김미희(2010) 등에서 밝혔듯 부정 의문문과 장형 부정 확인 의문
문은 주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와의 결합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두 표현에서
‘-시-’의 통합관계 차이는 ‘-지’와의 결합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후행하는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므로 ‘-지’ 성격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그러나 이
특성 또한 두 표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므로 함께 기술한다. 일반적인 부정 의문
문에서는 ‘-시-’가 모든 가능한 위치에 허용되는 반면, 부정 확인 의문문에서는 ‘시-’가 ‘-지’ 앞에서만 허용되며 ‘않-’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66) 가. 교수님께서 미국에 {가지 않으셨니/가시지 않았니/가시지 않으셨니}?
나. 교수님께서 미국에 {?갔지 않으셨니/*가셨지 않으셨니/가셨지 않니}?

(66가)는 일반적인 장형 부정 의문문이다. 이 문장에서는 ‘-시-’가 ‘-지’에 선행
한 요소와 후행하는 요소 모두에 결합할 수 있다. (66나)는 부정 확인 의문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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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에서는 화자에 따라서 수용성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지’ 앞에서 ‘시-’가 결합한 경우만이 가장 자연스러우며 다른 경우는 다소 수용성이 떨어지는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장형 부정 의문문과 부정 확인 의문문은 계사 ‘-이-’와 ‘-지’의 통합
관계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일반적인 장형 부정 의문문에서는 ‘-이-’가 ‘지’와 통합할 수 없다. 그러나 부정 확인 의문문에서는 ‘-이-’와 ‘-지’의 통합이 자
연스럽다.

(67) 가. 장형 부정 의문문
*너는 8반이지 않았어?
나. 부정 확인 의문문
너는 8반이지 않았어?

(67가)는 일반적인 장형 부정 의문문인데, ‘-지’ 앞에 계사 ‘-이-’가 통합될 수
없다. 화자가 ‘너는 8반이다’라는 내용에 대한 부정 의문문을 발화하고 싶을 경우에
는, ‘너는 8반이 아니야?’와 같이 다른 부정 의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반면 부정
확인 의문문인 (67나)에서는 ‘-지’ 앞에 ‘-이-’가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다.
장형 부정 의문문과 부정 확인 의문문 사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지’와 여러 문
법 요소의 통합 관계 차이는, 이 두 의문문에서의 ‘-지’가 다른 것일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장형 부정 확인 의문문의 ‘-지’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것을 부사형 어미로
보는 입장(장경기 1986)41)과 종결어미로 보는 입장(김동식 198142), 장석진 198

41) 장형 부정 확인 의문문은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이 화용론적으로 긍정 전제를 확인하기 위
하여 묻는 ‘이차전제용법’으로 사용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의 장경기(1986)에서는 장형 부정
의문문의 ‘-지’를 단순한 부사형 어미로 본다. 다만 시제의 ‘-었-’이 ‘-지’에 결합할 수 있
는 까닭은 부정소 ‘-지 않-’이 시제 요소의 뒤로 이동하는 부정소 이동 규칙을 따른 것이라
고 보았다.
42) 김동식(1981)에서는 장형 부정 확인 의문문의 ‘않-’ 뒤에는 ‘-었-’이나 ‘-겠-’이 결합하여
서술문이 될 수 없고 언제나 의문문으로만 실현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하여 ‘-지’ 그 자체
로 종결이 되는 것 같은 형식을 취한다는 것, 그리고 종결어미의 ‘-지’가 긍정 전제를 가지
고 동의를 구하는 의문문으로 쓰이는데, 이러한 ‘-지’의 의미가 장형 부정 의문문과도 상통
한다는 점에 근거하여 장형 부정 의문문의 ‘-지’가 종결어미라는 입장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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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구종남 199244), 이영민 200145))이 있다.
현대국어에서 ‘-지’ 형태를 가진 요소는 두 문장을 종속적으로 연결해주는 종속적
연결어미, 장형 부정문에 사용되는 보조적 연결어미, 반말체 종결어미 세 종류가 있
다.(박재연 1998 참조) 다음은 그러한 ‘-지’가 보이는 세 가지 용법이 나타난 예문
이다.

(68) 가. 너는 밥이나 먹지, 거기서 뭐 하는 거니?
나. 친구가 오지 않는다.
다. 내일 알 수 있겠지.

(68가)에서 ‘-지’는 종속적 연결어미로 사용되었으며, (68나)에서는 장형 부정문
을 만드는데 사용되었고, (68다)에서는 반말체 종결어미로 사용되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장형 부정문을 만드는 ‘-지’의 통사적 특성은 부정 확
인 의문문을 만드는 데 사용된 ‘-지’의 특성과는 구별된다. 위에서 확인했듯이, 장
형 부정문에서는 ‘-지’가 과거 시제 ‘-었-’, 계사 ‘-이-’와 결합하는 것이 어색했
으며, 반면 부정 확인 의문문에서는 ‘-지’가 ‘-었-’, ‘-이-’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현대국어에서 사용되는 세 종류의 ‘-지’ 중에
서 ‘-었-’, ‘-이-’와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종속적 연결어미와 반말체 종결어미 ‘43) 장석진(1984)에서는 장형 부정 의문문에서 ‘-지’ 뒤에 오는 ‘않니’가 시제 요소를 취하지
않는 꼬리(tenseless tag)라고 보고, ‘-지’까지가 본문으로 종결되는 것, 이후는 부가 의문
문이라고 보았다.
44) 구종남(1992)에서는 장형의 부가 의문문 ‘그렇지 않니?’에서 ‘그렇지’가 탈락하고 ‘-지 않
-’이 ‘-잖-’으로 융합하면서 확인문이 발생하였다고 보며 장형 부정 의문문의 기원이 종결
어미의 ‘-지’라고 보았다.
45) 이영민(2001)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부사형어미설을 비판하고, ‘-지’가 종결어미임
을 주장하였다. 1) ‘-지 않-’의 축약에서 온 ‘-잖-’이 단순한 음운론적 축약이 아니며 화자의
전제를 강조하는 의미를 가져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과 의미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 2) 일반
적인 장형 부정 의문문은 동사 ‘알-’ 계사 ‘-이-’의 통합을 허용하지 않으나 확인문에서는
가능하다는 점. 3) 경어법의 선어말어미 ‘-시-’가 일반적인 장형 부정 의문문에서 ‘-지’ 앞에
결합한 동사와 ‘않-’에 모두 통합될 수 있으나 확인문에서는 ‘않-’과 ‘-시-’의 결합이 어색한
점. 4) 형용사 + ‘-지 않-’의 구성에서는 ‘않-’ 뒤에 ‘-은-’만이 통합될 수 있는데, 확인의
의미를 가졌을 경우에는 ‘-는-’의 통합이 가능하다는 점. 5) 경상도 방언의 부가 의문문 ‘아
이가, 아인교’가 전형적 부가 의문문 구조라고 한다면, 종결어미 ‘-지’와 ‘않-’이 결합한 구성
또한 그와 다르지 않아 부가 의문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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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뿐이며 장형 부정의 ‘-지’는 그러지 못한다는 점이다.

(69) 가. 너는 사과를 먹었지, 배는 안 먹었다.
나. *너는 사과를 먹었지 않았다.
다. 너는 사과를 먹었지.
(70) 가. 이것은 책상이지, 의자가 아니다.
나. *이것은 책상이지 않다.
다. 이것은 책상이지.

(69)의 예문은 ‘-었-’이 종속적 연결어미로 사용된 (69가)의 ‘-지’ 및 반말체 종
결어미인 (69다)의 ‘-지’와는 결합할 수 있지만 장형 부정문을 만드는 (69나)의 ‘지’와는 결합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 준다. (70)의 예문에서도 계사 ‘-이-’에 대하
여 종속적 연결어미인 (70가)의 ‘-지’와 반말체 종결어미 (70다)의 ‘-지’는 결합할
수 있으나 장형 부정의 ‘-지’는 그러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선어말어미 ‘-겠-’의 경우, 세 종류의 ‘-지’ 중 반말체 종결어미 ‘-지’와만 결합
이 가능한데, 부정 확인 의문문의 ‘-지’ 또한 ‘-겠-’과의 결합이 자연스럽다.

(71) 가. ?네가 사과를 먹었겠지, 배는 안 먹었겠다.
나. *네가 사과를 먹겠지 않았다.
다. 네가 사과를 먹었겠지.
(72) 가. 장형 부정 의문문
*네가 사과를 먹겠지 않니?
나. 부정 확인 의문문
네가 사과를 먹겠지 않니?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장형 부정 의문문의 ‘-지’와 부정 확인 의문문의 ‘-지’
는 통사적으로 구별되며, 부정 확인 의문문에서 사용되는 ‘-지’는 부사형 어미의 성
격보다는 종결어미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 70 -

4.2.2. 응답 양상의 특징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과 부정 확인 의문문은 그것이 표현하는 명제와의 관계에서
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부정 의문문의 발화자는 표현하는 사태의 부정에 대한 의
문을 청자에게 전한다. 반면 부정 확인 의문문의 발화자는 표현하는 사태의 긍정 명
제를 염두에 두고 청자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그리하여 부정 의문문과 부정 확인 의
문문에 대한 각각의 응답은 ‘예’, ‘아니요’가 바뀌어서 나타나게 된다. 다음 예문은
서술어의 품사에 관계없이 부정 의문문과 부정 확인 의문문의 응답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는 양상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73) 부정 의문문
A: 이 옷 안 예뻐?
B: 응, 안 예뻐.
B': 아니, 예뻐.

(73)에서 A의 문장은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이다. 이 ‘안 예뻐?’라는 부정 의문문
에 대한 B의 대답은 A 문장에 대한 긍정, 즉 ‘옷이 안 예쁘다’의 긍정에 대해서는
긍정의 대답인 ‘응’이 된다. 반대로 A 문장에 대한 부정, 즉 ‘옷이 안 예쁘다’를 부
정할 경우에는 그 대답은 ‘아니’가 된다.
반면, 부정 확인 의문문에서는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과는 그 대답 양상이 반대로
나타난다. (74)는 장형 부정 확인 의문문, (75)는 ‘아니-’ 수사 의문문, (76)은 부
가 의문문으로, 모두 부정 확인 의문문과 그에 대한 대답을 예로 든 것이다.
(74) 장형 부정 확인 의문문
A: 이 옷 예쁘지 않니?
B: 응, 예쁘다.
B': 아니, 안 예뻐.
(75) ‘아니-’ 의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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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거 예쁜 옷 아니니?
B: 응, 예쁘다.
B': 아니, 안 예뻐.
(76) 부가 의문문
A: 이 옷 예쁘다, 안 그러니?
B: 응, 예쁘다.
B': 아니, 안 예뻐.

부정 확인 의문문 (74-76)에서는 옷이 예쁜 경우와 예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각
각의 답변이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 (73)에서와 상반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에서는 청자가 명제에 대하여 대답을 하고, 부정 확인 의문문에서는 명
제가 아닌 전제에 대하여 대답을 한다. 즉,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에 대해서는 청자
가 부정소가 포함된 의문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반면, 부정 확인 의문문에 대해서는
청자가 부정소가 제외된 긍정 명제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된다.

4.2.3. 부정극성요소와의 결합 제약

부정 확인 의문문은 부정극성요소와도 공기할 수 없다. 부정 의문문으로서의 해석
과 부정 확인 의문문으로서의 해석이 모두 가능하여 중의적으로 해석되는 문장의
경우에도 그 내부에 부정극성요소가 사용될 경우 중의성이 해소되어 부정 의문문으
로 해석이 된다.

(77) 장형 부정 의문문에 부정극성요소가 없는 경우
가. A: 그 과자 먹지 않니?
B: 응, 안 먹어.
B': 아니, 먹어.
나. A: 그 과자 먹지 않니?
B: 응, 먹어.
B': 아니, 안 먹어.

- 72 -

(77)의 예문은 장형 부정 의문문에 부정극성요소가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 장형
부정 의문문은 (77가)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
(77나)에서와 같이 부정 확인 의문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청자 A
의 의문문에 대한 B의 답변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장형 부정 의문문에 부정극성요소를 삽입하면 양상이 달라진다.
(78) 장형 부정 의문문에 부정극성요소가 있는 경우
가. A: 그 과자 아무도 먹지 않니?
B: 응, 안 먹어.
B': 아니, 먹어.
나. A: 그 과자 아무도 먹지 않니?
B: *응, 먹어.
B': *아니, 안 먹어.
다. *그 과자 아무도 먹잖니?

(78)의 예문은 장형 부정 의문문에 부정극성요소를 포함시킨 것이다. 이 때 A의
의문문을 일반적인 의문문으로 받아들인 (78가)는 성립이 가능하지만, (78나)에서
와 같이 A의 의문문을 확인 의문문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리고 부정 확인 의
문문에서만 사용되는 ‘-잖-’이 쓰인 의문문에 경우에는 (78다)에서 볼 수 있듯이
부정극성요소와의 결합 자체가 어색하다.
부정 확인 의문문의 부정극성요소와의 공기 제약은 ‘아니-’ 의문문에 대해서도 동
일하게 나타난다.
(79) ‘아니-’ 의문문에 부정극성요소가 없는 경우
가. A: 그 과자 먹는 거 아니니?
B: 응, 먹는 거 아니야.
B': 아니, 먹는 거야.
나. A: 그 과자 먹는 거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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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응, 먹는 거야
B': 아니, 먹는 거 아니야.

(79)는 ‘아니-’ 의문문에 부정극성요소가 없는 경우를 보여주는 예문이다. 부정극
성요소가 없는 A의 '아니-‘ 의문문에 대해 B는 (79가)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으로 받아들이고 대답하거나, (79나)에서와 같이 부정 확인 의문문으로 받아
들이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아니-’ 의문문에 부정극성요소가 포함되면, 이 문장은 부정 확인 의문문
이 될 수 없다.
(80) ‘아니-’ 의문문에 부정극성요소가 있는 경우
가. A: 그 음식 아무도 손댄 거 아니야?
B: 응, 아무도 손댄 거 아냐.
B': 아니, 몇 명 먹었어.
나. A: 그 음식 아무도 손댄 거 아니야?
B: *응, 몇 명 먹었어.
B': *아니, 아무도 손댄 거 아냐.

(80)의 예문은 ‘아니-’ 의문문에 부정극성요소가 있는 경우를 보인 것이다. 이 때
일반적인 의문문으로 사용된 (80가)는 성립이 가능하지만, (80나)에서 볼 수 있듯
이 A의 의문문을 확인 의문문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즉, 부정 확인 의문문에는
부정극성요소가 통합되지 못한다.
다만, 부정극성요소와의 통합에서 예외를 보이는 서술어로 ‘없-’, ‘아니-’ 등의 경
우를 들 수 있다. 이들 서술어들은 부정극성요소와 함께 사용되면, 앞서 살펴본 문
장들과는 반대로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부정 확인 의문문으
로만 해석된다.

(81) ‘없-’이 쓰인 장형 부정 의문문에 부정극성요소가 포함된 경우
가. A: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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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응, 없지 않아.
B': *아니, 없어.
나. A: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니?
B: 응, 없어.
B': 아니, 있어.
(82) ‘아니-’가 쓰인 장형 부정 의문문에 부정극성요소가 포함된 경우
가. A: 오늘 그 사람은 미남이 전혀 아니지 않니?
B: *응, 아니지 않아(괜찮았어)
B': *아니, 아냐.
나. A: 오늘 그 사람은 미남이 전혀 아니지 않니?
B: 응, 아냐.
B': 아니, 괜찮았어.

(81-82) 예문은 ‘없-’과 ‘아니-’가 쓰인 장형 부정 의문문이다. 이 두 의문문은
(81가), (82가)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부정극성요
소와의 공기가 어색하다. 반면, 두 문장이 (81나), (82나)에서와 같이 부정 확인 의
문문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부정극성요소가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 이러한 특
성은 앞서 다른 서술어들이 사용된 부정 확인 의문문에서 보인 부정극성요소와의
공기 제약 양상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없-’과 ‘아니-’가 사용된 ‘아니-’ 부정 의문문 또한 같은 양상을 보인다.

(83) ‘없-’이 쓰인 ‘아니-’ 의문문에 부정극성요소가 포함된 경우
가. A: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아니니?
B: *응, 없는 거 아니야(있어).
B': *아니, 없어.
나. A: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아니니?
B: 응, 없어.
B': 아니, 있어.
(84) ‘아니-’가 쓰인 ‘아니-’ 의문문에 부정극성요소가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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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 오늘 그 사람은 미남이 전혀 아닌 거 아니니?
B: *응, 아니지 않아(괜찮았어).
B': *아니, 아냐.
나. A: 오늘 그 사람은 미남이 전혀 아닌 거 아니니?
B: 응, 아냐.
B': 아니, 괜찮았어.

(83-84) 예문은 ‘없-’과 ‘아니-’가 쓰인 ‘아니-’ 부정 의문문이다. 이 두 의문문
역시 (83가), (84가)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으로 쓰였을 경우에는 부정
극성요소와의 공기가 어색하지만, (83나), (84나)에서와 같이 부정 확인 의문문으
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부정극성요소가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
‘없-’ 및 ‘아니-’가 사용된 문장이 이처럼 예외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이들
서술어 자체가 이미 한국어에서 부정문을 형성하는 부정 서술어인 까닭에 후행하는
요소와 함께 의문문을 형성하기 이전에 먼저 이들 부정 서술어와 부정극성요소가
호응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 아니니?’라는 문장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에 대하여 다시 부정 의문문을 형성한다. 그리하여 이들 문장이 확인
의문문으로 사용되더라도 부정극성요소는 후행하는 확인 의문문 서술어가 아니라
안긴 문장 내 부정 서술어와 호응할 수 있어 비문이 아니게 된다.

4.2.4. 인식 양태 요소와의 결합 여부
부정 확인 의문문은 인식 양태 요소와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과 차이가 난다. 본디 한국어의 인식 양태는 부정문을 통해 부정되지 못한다.
박재연(2003)에서는 한국어의 인식 양태 표현 ‘-겠-’, ‘-을 것이-’, ‘-을 모양이
-’, ‘-은/을 것 같-’ 등에 대해서 이 표현들의 인식 양태 의미가 부정되지 못함을
보였다.

(85) 나는 유학을 {안 가겠다, 가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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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영희는 미국에 {*갈 것이 아니다, *갈 것이지 않다}.
(87) 영희는 미국에 {*갈 모양이 아니다, *갈 모양이지 않다}.
(88) 영희는 집에 {*갈 것 안 같다, 갈 것 같지 않다}
(박재연 2003: 208-210)

(85-88)의 예문은 한국어의 양태 표현인 ‘-겠-’, ‘-을 것이-’, ‘-을 모양이-’,
‘-은/을 것 같-’의 의미가 부정문에서 부정되지 못함을 보인 것이다. 예문에서 확인
한 각각의 표현은 ‘안’ 부정, ‘-지 않-’ 부정과의 결합이 불가능하거나, 결합이 가능
하더라도 그 인식 양태 의미는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박재연
(2003)에서는 한국어의 인식 양태 표현은 부정의 작용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보았
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정문과는 달리 부정 확인 의문문은 부정의 작용역이 미치지
못하는 인식 양태 표현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89) A: ?너는 유학을 가겠지 않니?
B: 응, 아마 가겠지.
(90) A: 영희는 미국에 갈 게 아니니?
B: 응, 간댔지.
(91) A: 영희는 미국에 갈 모양이지 않니?
B: 응, 갈 모양이야. 요즘 항공권 알아보더라.
(92) A: 아무래도 영희는 집에 갈 것 같지 않니?
B: 응, 갈 것 같네.

(89-92)의 예문은 부정의 작용역에 포함되지 못하며, 부정문 형성 자체도 어색
한 한국어의 인식 양태 표현 ‘-겠-’, ‘-을 것이(게)-’, ‘-을 모양이-’, ‘-은/을 것
같-’으로 부정 확인 의문문을 만들어 본 것이다. 이 중 (89)의 ‘-겠-’이 부정 확인
의문문으로 나타난 것은 청자에 따라 수용성에 차이가 날 수 있겠으나, 다른 우언적
인 인식 양태 구성이 부정 확인 의문문을 형성한 것은 적절한 문맥이 주어질 경우
부정 확인 의문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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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본디 부정문을 형성하지 못하는 한국어의 우언적 인식 양태 표현이 부정
확인 의문문으로는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부정 확인 의문문이 일반적인 부정 의문
문과는 통사·의미적으로 분명히 구별되는 구성임을 보여준다.

4.3 부정 확인 의문문의 의미 기능
4.3.1. 확인 및 동의 요구
선행 연구에서 부정 확인 의문문을 가리켜 ‘확인문’(김동식 1981)으로 지칭했을
만큼, 이들 부정 의문문에서 가장 두드러진 의미는 ‘확인’이다. 부정 확인 의문문은
담화에서 화자가 청자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확인을 주 기능
으로 한다.
다음 예문은 부정 확인 의문문이 사용될 때, 화자가 청자가 해당 내용을 모를 것
이라고 가정할 수는 없음을 ‘너는 금시초문이겠지만’, ‘너는 전혀 모르는 일이겠지만’
이라는 표현을 삽입함으로써 확인해본 것이다.

(93) 가. *너는 금시초문이겠지만, 어제 연구실 정전됐었지 않아?
나. *너는 금시초문이겠지만, 어제 연구실 정전됐었잖아?
(94) *너는 전혀 모르는 일이겠지만, 어제 연구실 정전이었던 거 아니니?
(95) *너는 전혀 모르는 일이겠지만, 어제 학교 축제 재밌었어, 안 그래?

(93-95) 예문은 청자가 발화되는 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가정한 채로 화자가 부
정 확인 의문문을 발화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부정 확인 의문문인 ‘어제 연구실
정전됐었지 않아?’, ‘어제 연구실 정전됐었잖아?’, ‘어제 연구실 정전이었던 거 아니
니?’, ‘어제 학교 축제 재밌었어, 안 그래?’는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 앞
에 청자가 내용에 대해 모름을 가정하는 표현을 삽입하면 의미상 어색한 문장이 된
다. 이를 통해 장형 부정 확인 의문문과 ‘-잖-’이 포함된 확인 의문문, ‘아니-’ 수
사 의문문, 부가 의문문에서 모두 청자의 미지 가정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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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외에 부정 확인 의문문이 또 표현할 수 있는 의미는 화자가 발화 내용에 대
해 청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사실, 확인과 동의 요구라는 기능은 매우 유사
하여 크게 구별되지는 않는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정 확인 의문문은 동의를 요구
하는 의미가 된다.

(96) 가. A: 내 머리 색이 너무 밝은가?
B: 그러게, 언제 염색했어? 원래 검정색이었지 않아?
나. A: 야, 나 전화 좀 빌려줘.
B: 너 폰 있잖아?
(97) A: 내 머리 색이 너무 밝은가?
B: 그러게, 언제 염색했어? 원래 검정색이었던 거 아니니?
(98) A: 야, 나 전화 좀 빌려줘.
B: 너 폰 있어, 안 그래?

(96-98)은 화자가 청자에 대해 동의를 요구하기 위해 부정 확인 의문문을 사용
하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 예문이다. (96)에서는 장형 부정 확인 의문문과 ‘-잖-’
이 사용된 의문문으로 ‘네 머리는 원래 검정색이었다’, ‘너는 폰을 가지고 있다’느 ㄴ
사실에 대해 화자가 청자의 확인과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97)에서는 ‘아니-’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화자가 청자에게 ‘네 머리는 원래 검정색이었다’는 내용에 대한 확
인 및 동의를 구하고 있다. (98)은 부가 의문문을 통해서 화자가 청자에게 ‘너는 폰
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과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장형 부정 의문문의 ‘확인’ 기능과 ‘동의 요구’ 라는 담화 기능은, 부정 확인 의문
문의 발화 전제가 ‘화자와 청자가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 공유 전제’의 의미가 ‘확인’도 가능케 하였고 청자에 대한 동의 요구라는 기능
으로도 파생된 것이라고 본다. 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기에 화자가 동의를 구
하기 쉬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두 경우 모두 부정소가 본래 가지고 있던 ‘부정’의
의미는 매우 약화되어 있는 상태다.
부정 의문문의 형태를 가진 문장이 확인의 의미 기능을 보여주는 부정 확인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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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으로 사용되는 것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언어에서도 많이 발견되는 현
상이다. 다음의 예문은 영어에서 부정 의문문 및 부정 부가 의문문 용법이 긍정문보
다 더 높은 화자의 확신을 나타냄을 보여 준다.

(99) 부가 의문문에서 부정이 강할수록 화자의 확신이 높아지는 영어의 예
가. John didn't come, did he?

긍정 부가 의문문

태도: 낮은 확신

나. Did John come?

긍정 의문문

태도: 가능성 있음

다. Didn't John come?

부정 의문문

태도: 가능성 높음

라. John came, didn't he?

부정 부가 의문문

태도: 높은 확신

(Brown 1994: 177)

부정 의문문은 영어 외에도 중국어, 독일어, 크레시어(Kresh)46), 베르비세 네덜란
드어(Berbice Dutch), 와얌피어(Wayampi)47) 등 범언어적으로 확인 용법으로 사용
된다.
그렇다면 부정의 의미가 곧 ‘확인 용법’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일까? 범
언어적으로 부정 의문문의 형식을 가진 문장이 확인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앞서
확인하였고, 한국어에서도 부정 의문문의 형식이 부정 확인 의문문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이 의문문의 부정 의미 혹은 부정소가 곧 확인 기능을 수행
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박재연(2005: 114)에서는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기를 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의문문의 화자는
청자가 해당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고 하였다. 박재연(2005:
105-106)에서는 의문문이 ‘화자의 청자에 대한 정보의 요청(Jespersen 1924)’이라
는 입장과 ‘화자의 무지 표현(Lyons 1977)’이라는 선행 연구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이러한 입장 차이는 의문문이라는 문장 형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통보적 해석
46) 크레시(Kresh)어는 수단의 서 바르 엘 가잘(Western Bahr el Ghazal) 지역에서 사용되는
중부 수단의 나일사하라 어족(Nilo-Saharan language)에 속하는 언어로, 크레시족이 사용
하는 언어다.(Brown 1994: 163)
47) 북부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투피과라니 어족(Tupi-Guarani language)의 언어이다.(Jensen
1994: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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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ve interpretation)에 있느냐 양태적 해석(modal interpretation)에 있
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보았으며, 인식 양태의 의미 영역과 의문문의 의미 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인식 양태 중에서도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의 의미를 의문문의 문장 형식이 어느 정도 담당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여
러 언어 표현 중에서 ‘정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가장 손쉽고 기본적
인 방법이 바로 의문문 발화이기 때문이다. 화자가 청자가 자신과 같은 정보를 공유
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확인’을 하려는 의미 기능은 ‘부정’과 직접적인 연관
성이 있다기보다는 일차적으로는 의문문의 문장 형식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
그러나 본장에서 살펴본 부정 확인 의문문이 보여주는 청자의 정보 공유에 대한
가정과 확인 용법, 곧 살펴 볼 비난과 질책 같은 의미는 부정소와 완전히 무관하지
는 않다. 확인의 의미를 가진 부정 확인 의문문에서 부정소를 제외했을 경우에는 확
인의 의미가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100) 가. 날씨가 오락가락 {안 해/하지 않아}?
나. 날씨가 오락가락해?

부정소가 포함된 (100가)가 전하는 청자에 대해 확인 또는 동의를 구하는 의미는
부정소를 제외한 (100나)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며, (100나)는 단순한 질문으로 해석
된다.
부정소가 포함된 구성에서 ‘확인’이나 ‘동의 구함’의 의미가 나타나는 배경은 부정
판단이 긍정 판단에 비해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더욱 요구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
을 것으로 보인다. 2장의 기본적 논의에서도 확인했듯이, 전통적인 의미론적 부정
논의에서 긍정과 부정의 비대칭적인 지위를 주장하는 연구에서는 부정이 긍정에 비
해 주관적이라고 보았다. 예컨대 ‘책상 위에 물병이 있다’는 표현보다는 ‘책상 위에
물병이 없다’라는 표현이 더욱 주관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전자는 보이는 상황
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로 이해될 수 있으나, 후자는 ‘(물병이 있어야 하는데) 물병
이 없다’는 모종의 판단이 개입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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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의 사태를 전제한 뒤에 그것에 대한 화자의 시점 내지는 견해가 반영된 표현
이 부정이라는 점에서 부정이 긍정보다 주관적인 태도와 관련이 깊다는 것은 납득
할 만한 일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더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정
보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는 의문문의 문장 형식에 부정이 갖고 있는 화자
의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속성이 더해진 것이, 단순한 부정 의문문을 부정 확인 의문
문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변모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4.3.2. 질책과 비난
부정 확인 의문문은 앞에서 살펴본 ‘확인’ 및 ‘동의 요구’의 기능 외에도, ‘질책’,
‘비난’과 같은 의미를 보이기도 한다.

(101) 가. 너 지금 학교 갈 시간이지 않니?
나. 너 지금 학교 갈 시간이잖아?
다. 너 지금 학교 갈 시간 아니니?
라. 너 지금 학교 갈 시간이지. 안 그래?

(101)의 예문은 모두 부정 확인 의문문이다. 그러나 이 때 화자의 의도가 오로지
확인, 동의 요구에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01가-라)의 의문문은 ‘학교 갈 시간
인데 왜 안 가고 있느냐’는 등의 질책, 비난 등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
이 중 (101나)에서 확인 할 수 있듯, ‘-지 않-’에 비해 ‘-잖-’은 더욱 부정의 의
미가 약화된 것이 눈에 띈다. 손세모돌(1999) 및 구현정(2008)에서 밝혔듯 ‘-잖-’
은 장형 부정의 형태가 그 기원이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이미 부정의 의미를 잃고 문
법화가 된 요소이다. 강현화(2009: 16)에서도, ‘-잖-’이 ‘부정’의 의미로 쓰이기보
다는 ‘확인, 동의 요구, 강조, 비난’ 등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말뭉치에서 확인하였
다.48)
48) 강현화(2009)에서는 의문문에서 사용된 ‘-지 않-’이 ‘부정 의문’, ‘확인 의문’, ‘동조 구함’,
‘확인을 통한 강조’, ‘못마땅함, 비난’을 표현하며, 의문문에서 사용된 ‘-잖-’은 ‘확인의문’
‘동조 구함’, ‘확인을 통한 강조’, ‘못마땅함, 비난’을 표현한다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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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동의 요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던 부정 확인 의문문이 ‘비난’, ‘질책’의 기
능을 수행하기도 하는 이러한 양상은, 부정 확인 의문문이 발화되는 환경인 ‘청자가
내용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음을 화자가 가정함’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청자
가 내용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음’이라는 가정은 화자로 하여금 청자로부터 확인과 동
의를 구하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알고 있음에도 왜 그러는가’에 대한 질책, 비
난까지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때 비난의 표현은 평탄조의 강한 억양과 함께 문
어에서는 느낌표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102) 가. 내가 말했지 않니! (그 그림 아직 안 말랐으니까 만지지 말라고!)
나. 망했잖아! 건들지 말랬지!
(103) 내가 아까 말한 거 아니니! (그 그림 아직 안 말랐으니까 만지지 말라고!)
(104) 내가 아까 건들지 말라고 했어. 안 그래!

(102-104)의 예문들은 각각 장형 부정 확인 의문문, ‘-잖-’ 확인 의문문, ‘아니
-’ 수사 의문문, 부가 의문문이 모두 느낌표와 함께 강한 억양을 동반하며 청자에
대해 화자가 질책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됨을 보인 것이다. 이 때 해당 문장들은 더
이상 의문문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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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잉여적 부정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 기능
5.1. 잉여적 부정의 정의
본장에서는 잉여적 부정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 기능을 논할 것이다. 본격적 논의
에 앞서 잉여적 부정의 선행 연구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잉여적 부정(redundant negation, Van der Wouden
1997)은 부정소가 사용된 문장에서 부정소가 부정 기능을 하지 않는 부정문으로,
대개는 종속절에 부정소가 쓰이든 쓰이지 않든 의미는 같음에도 부정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Jespersen(1917: 75)에서도 고대 영어와 중세 영어에서 금지나 두
려움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종속절에 쓰인 부정소를 가리켜 ‘병렬적 부정(paratactic
negation)’이라 하였다. 이러한 구문은 전통적으로 허사 부정(expletive negation)
등으로도 불려 왔다. 넓은 의미에서 잉여적 부정은 논리적으로 부정 의미를 나타내
지 않는 ‘부정 아닌 부정(non-negative negation)’ 전반을 포함할 수 있으나, 본고
에서는 사용하는 잉여적 부정의 개념은 좁은 의미의 잉여적 부정으로, 부정소의 출
현 여부가 문장의 의미에 전혀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기로 한다.
한국어의 잉여적 부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장윤희
(2008)에서는 현대국어의 잉여적 부정은 아니지만, 현대국어에서는 사라진 ‘전(前)’
의 내포문에 등장하는 잉여적 부정에 대해 문법사적인 관점에서 연구를 한 바 있으
며, Yoon(2008)에서 근세 한국어와 일본어의 상호 대역 문헌에서 의미상 'before'에
해당하는 절에 잉여적 부정이 출현하는 양상이 나타남을 관찰한 것이 있다. 박진호
(2011)에서는 언어유형론적인 관점에서 잉여적 부정이 출현하는 환경을 정리하였는
데, 이것은 한국어의 잉여적 부정 연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들이 현대 한국어 잉여적 부정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105) 가. 너를 안 본 지 벌써 3년이나 되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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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혹시나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다. 내일쯤이면 택배가 오지 않을까 예상된다.
(106) 가. 너를 본 지 벌써 3년이나 되었구나.
나. 혹시나 아이가 감기에 걸릴까 걱정된다.
다. 내일쯤이면 택배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105)의 예문들에는 부정문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부정소들이 종속절에 포함되
었으나, 이들 요소들은 문장에서 전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며, (106)에서처
럼 이러한 부정소들이 쓰이지 않더라도 문장의 의미는 달라지지 않는다.
범언어적으로도 이러한 잉여적 부정의 사용이 여러 구문에서 발견된다. 의미상
‘before(~하기 전에)’나 ‘until(~할 때까지)’을 뜻하는 접속사가 사용된 종속절, 한
국어의 ‘-은 지 ~되다’와 같은 시간 경과 구문49), 비교 구문의 비교 기준이 되는
절, 비사실적(non-factive)인 상황을 나타내는 술어의 내포절, 자유선택의 의미를
가진 관계절, ‘almost(거의)’와 같은 의미를 가진 부사와 함께 쓰여 실현될 뻔한 사
태를 나타내는 문장, 감탄문 등이 잉여적 부정의 출현 환경이다.(Abels 2005,
Donati 2000, Stassen 1985, Pons Borderian & Schwenteer 2005, Xavier 2004
등 참조)
한국어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5가)의 시간 경과 구문, (105나),
(105다)의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는 술어 및 사유 술어의 내포절 등에서 잉여적 부
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부정적 인식을 표현하는 술어 및 사유 술어의
내포문은 모두 사유를 표현하는 구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사유 구
문이라 할 것이다. 본장에서는 한국어의 이러한 시간 경과 구문 및 사유 구문에서
나타나는 잉여적 부정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 기능이 논의될 것이다.

49) 시간 경과 구문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다면 구문의 구성 요소를 바꾸더라도 구문에 잉여적
부정이 출현한다.
(o)

가. 너를 안 본 지 벌써 3년이나 되었구나.
나. 너를 안 본 지 벌써 3년이나 흘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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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잉여적 부정의 문법적 특징
5.2.1. 시간 경과 구문에서의 특징

5.2.1.1. 부사 통합 제약
시간 경과 구문에서 동사구를 수식하는 부사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정소가 잉여
적이지 않고, 부정의 의미를 수행하게 된다. 다음 (107-109)의 예문은 한국어의
시간 경과 구문에서 동사구를 수식하는 부사를 넣어 보고 해당 표현들이 잉여적 부
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것이다.

(107) 가. 내가 치마를 안 입은 지 벌써 한 달이 됐구나.
나. 내가 치마를 입은 지 벌써 한 달이 됐구나. [=(가)]

(107가)는 시간 경과 구문의 동사구를 부사가 수식하지 않은 예문이다. 이 경우
는 시간 경과 구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정소를 (107나)와 같이 제거한 것과 같은
해석을 가질 수 있어 잉여적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108) 가. 내가 치마를 일부러 안 입은 지 벌써 한 달이 됐구나.
나. 내가 치마를 일부러 입은 지 벌써 한 달이 됐구나. [≠(가)]

(108가)는 시간 경과 구문의 동사구를 ‘일부러’가 수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에는 (108나)와 같이 시간 경과 구문의 부정소를 제거할 경우와 해석이 같지 않다.

(109) 가. 내가 치마를 때때로 안 입은 지 벌써 한 달이 됐구나.
나. 내가 치마를 때때로 입은 지 벌써 한 달이 됐구나. [≠(가)]

(109가) 또한 시간 경과 구문의 동사구를 ‘때때로’가 수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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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109나)와 같이 시간 경과 구문 속 부정소를 제거할 경우와
해석이 같지 않아 더 이상 잉여적 부정이라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시간 경과 구문에서는 부사 통합 제약이 있어, 구문에 부사가 통합될 경우
구문의 종속절이 갖고 있던 잉여적 부정으로서의 특징이 사라지게 된다.

5.2.1.2. 상적 속성에 따른 술어 제약
시간 경과 구문에서 잉여적 부정이 출현하는 것은 사용된 ‘~은 지’와 결합하는 술
어의 상적 속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한국어의 시간 경과
구문을 각각 상태 동사구(형용사), 동작 동사구, 달성 동사구, 순간 동사구, 완성 동
사구와 함께 사용해 본 것이다.50) 그 결과 동사 중에서도 동작 동사구와 순간 동사
구만이 시간 경과 구문에서 잉여적 부정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예문
은 각각 상태 동사구, 동작 동사구, 달성 동사구, 순간 동사구, 완성 동사구를 시간
경과 구문의 종속절에 사용해본 것이다.

(110) 상태 동사구(형용사)
가. *네가 {안 예쁜 지/예쁘지 않은 지} 벌써 10년이 되었어.
나. *네가 예쁜 지 벌써 10년이 되었어.

(110)은 형용사 ‘예쁘다’를 시간 경과 구문에 사용해 본 것이다. 형용사가 시간
50) 술어의 상적 속성 분류는 Smith(1997)을 따른 것이다. Smith(1997)에서는 문장의 상황 유
형이 동사구의 사태의 시간적인 윤곽이 균질한가 아닌가를 가르는 역동성(↔상태
성)[±Dynamic], 상황이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는가를 나타내는 지속성(↔순간
성)[±Durative], 표현하는 상황에 끝점이 있는가의 여부를 나타내는 종결성[±telic] 자질에
따라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
(p) 상태(states): [-역동성], [+지속성]
동작(activity):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
달성(achievement):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
순간(semelfactives): [+역동성], [-지속성], [-종결성]
완성(accomplishment): [+역동성], [+지속적], [+종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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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구문에 사용된 (110)은 부정소의 개입 여부에 상관없이 비문법적이다.

(111) 동작 동사구
가. 고기를 {안 먹은 지/먹지 않은 지} 한 시간이 되었다.
나. 고기를 먹은 지 한 시간이 되었다.

(111)은 동작 동사구 ‘고기를 먹다’가 시간 경과 구문에 사용된 것으로 부정소의
개입 여부에 상관없이 문법적이다. 그리고 부정소가 포함된 (111가)의 해석이 부정
소가 포함되지 않은 (111나)와 같을 수 있어 잉여적 부정이다.
(112) 달성 동사구
가. 대장이 산 정상에 {안 도착한 지/도착하지 않은 지} 하루가 되었다.
나. 대장이 산 정상에 도착한 지 하루가 되었다.

(112)는 달성 동사구 ‘대장이 산 정상에 도착하다’가 시간 경과 구문에 사용된 것
이다. (112가), (112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 달성 동사구는 시간 경과 구문을 형성
할 수 있다. 그러나 (112가)와 (112나)가 전달하는 의미가 일치하지 않아 (112가)
는 잉여적 부정이 아니다.

(113) 순간 동사구
가. 불빛이 {안 깜빡인 지/깜빡이지 않은 지} 30분이 되었다.
나. 불빛이 깜빡인 지 30분이 되었다.

(113)은 순간 동사구 ‘불빛이 깜빡이다’가 시간 경과 구문에 사용된 것으로 부정
소의 개입 여부에 관계없이 문법적이며, 부정소를 포함한 (113가)는 잉여적 부정으
로 해석될 수 있다.
(114) 완성 동사구
가. *성당에 벽화를 {안 다 그린 지/다 그리지 않은 지} 10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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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당에 벽화를 다 그린 지 10분이 되었다.

(114)는 완성 동사구 ‘성당에 벽화를 다 그리다’가 시간 경과 구문에 사용된 것으
로, 부정소가 개입한 (114가)는 어색한 표현이 되며, (114나)와 (114가)의 해석도
같을 수 없어 잉여적 부정으로서의 해석도 불가능해 보인다.
시간 경과 구문에서 사용되어 잉여적 부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동작 동사구와 순
간 동사구의 공통점은 그것이 표현하는 사건 유형의 자질에 종결성이 없다는 것, 반
복 표현과의 공기가 비교적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종결성](telic)이란 해당 동사
구가 나타내는 사건에 결과나 종결점이 있다는 것이다. 종결점에 도달하면 상태 변
화가 일어나며 사건은 완결된다(Garey 1957: 106). 그리하여 [+종결성]의 자질을
가진 동사구가 표현하는 사건은 전체적으로 단 한 번이다. 반면 [-종결성]의 가진
동작 동사구와 순간 동사구는 사건이 휴지를 두고 연거푸 일어날 수 있다.
동사구가 나타내는 사건의 반복 가능성은 반복 부사구 ‘자꾸’와의 공기 가능 여부
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이 그 예문이다.

(115) 가. *너는 자꾸 못생겼다. (형용사)
나. 동생이 밥을 자꾸 먹는다. (동작 동사구)
다. *대장이 산 정상에 자꾸 도착한다. (달성 동사구)
라. 불빛이 자꾸 깜빡인다. (순간 동사구)
마. *성당에 벽화를 자꾸 다 그린다. (완성 동사구)

위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15나)의 동작 동사구와 (115라)의 순간 동사구
만이 반복 부사 ‘자꾸’와 공기할 수 있다. (115다)의 달성 동사구의 경우 주어가 복
수라면 ‘사람들이 자꾸 죽는다’, ‘학생들이 자꾸 도착한다’ 등의 표현이 가능하며,
(115마) 완성 동사구의 경우, 동작주가 벽화를 그리는 성당이 여러 개라는 문맥이
주어진다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동작 동사구와 순간 동사구가 반복
표현과 자연스럽게 어울린다고 할 수 있다.
시간 경과 구문의 잉여적 부정 해석에서 ‘반복성’이 중요한 까닭은, 부정소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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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시간 경과 구문이 나타내는 의미가 ‘사건이 한 번 끝났고 그 다음 다시 일어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됨’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건이 반복될 수
있는 동작 동사구와 순간 동사구만이 부정소와 함께 시간 경과 구문에서 잉여적 부
정이 될 수 있다.

5.2.2. 사유 구문에서의 특징

5.2.2.1. 부정소의 유무와 사유 내용
사유 구문에서도 잉여적 부정이 나타난다. 우선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
타내는 술어의 보문에서 나타나는 잉여적 부정을 살피도록 한다.51) 다음 (116)과
(117)은 이 구문이 보문이 긍정문이든 부정문이든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을 보이
는 잉여적 부정임을 보여 준다.

(116) 가.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나. 이번 달 카드 값이 월급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다.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 의심하는 중이다.
(117) 가.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릴까 걱정이다.
나. 이번 달 카드 값이 월급보다 많이 나올까 두려워하고 있다.
다. 그 친구가 거짓말을 했을까 의심하는 중이다.

(116)은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술어의 내포문에 부정소가 사용
된 문장인데, 부정소가 없는 (117)의 경우에도 같은 (116)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
51)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술어를 따로 구분한 까닭은 언어 유형론적인 잉여
적 부정 출현 환경에 따른 것이다. 사실 본장에서 밝혀지겠지만, 한국어에서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술어와 사유 술어가 잉여적 부정을 이끄는 원인은 특별히 다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모두 ‘부정 확인 의문문’, 그리고 비사실성과 관련이 깊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언어 유형론적인 잉여적 부정의 출현 환경에 기대어 우선 이 술어들을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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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116)의 문장들은 잉여적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다음 예문에서 보듯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술어가 쓰인 문장은 잉여적 부
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18) 가. ?우리 아이가 이번에 1등을 하지 {않을까/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나. 우리 아이가 이번에 1등을 {?할까/할 것으로} 기대한다.

(118가)는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술어 ‘기대하다’의 내포문에 부정소가 사용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부정소가 포함된 (118가)는 부정소가 포함되지 않은 (118나)
와 다른 해석을 보여 잉여적 부정이라 할 수 없다.
사유 술어의 내포문의 경우에도 잉여적 부정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러나 사유 술
어의 내포절에 나타난 잉여적 부정이 앞서 살펴 본 잉여적 부정의 사례들과 다른
점은 내포문을 긍정문으로 바꾸었을 때 사유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
예문은 사유 술어의 내포문에 부정소가 포함된 경우이다.

(119) 가. 내일쯤이면 택배가 오지 않을까 예상된다.
나. 이 떡볶이는 내 동생한테 맵지 않을까 싶다.
다. 그는 친구가 겁을 먹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부정소가 포함된 사유 술어의 내포문이 보여주는 사유 내용은 (119가)에서는 ‘내
일쯤이면 택배가 올 것 같다’, (119나)에서는 ‘이 떡볶이는 내 동생한테 매울 것 같
다’, (119다)에서는 ‘친구가 겁을 먹었을 것 같다’이다. 그러나 내포문을 긍정문으로
바꾼 다음 (120)의 예문에서는 사유 내용 해석상의 중의성이 보인다.

(120) 가. 내일쯤이면 택배가 올까 예상된다.
나. 이 떡볶이는 내 동생한테 매울까 싶다.
다. 그는 친구가 겁을 먹었을까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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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하다’가 사용된 (120가) 문장의 사유 내용은 ‘내일쯤이면 택배가 올 것 같다’
이다. 그러나 (120나)의 사유 내용은 ‘이 떡볶이는 내 동생한테 매울 것 같다’ 또는
‘이 떡볶이는 내 동생한테 맵지 않을 것 같다’이며, (120다)의 사유 내용은 ‘친구가
겁을 먹었을 것 같다’ 또는 ‘친구가 겁을 먹지 않았을 것 같다’이다. 다시 말해 (120
나), (120다)에서는 오히려 종속절에 부정소가 포함되었을 때와는 반대의 사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중의성이 보인다.

5.2.2.2. 내포문과 ‘부정 확인 의문문’
사유 술어 중 ‘예상하-’를 제외한 추측의 의미를 가진 ‘싶-’52)과 ‘생각하-’는 종
결어미로 끝나는 내포문, 그 중에서도 의문문의 종결어미로 끝나는 내포문을 취할
경우에만 부정소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잉여적인 기능을 한다는 점이 흥
미롭다.53) 다음 예문들은 부정소가 포함된 여러 문장 유형의 내포문을 각각 ‘싶-’
과 ‘생각하-’가 취하도록 해 본 것이다.

(121) 가. {날씨가 안 좋다/날씨가 좋지 않다} 싶다.
나. {날씨가 안 좋다/날씨가 좋지 않다} 생각한다.
(122) 가. {날씨가 안 좋구나/좋지 않구나} 싶다.
나. {날씨가 안 좋구나/날씨가 좋지 않구나} 생각한다.

(121)과 (122)는 각각 서술문과 감탄문 유형의 내포문을 취한 문장이다. 그러나
52) ‘싶-’은 서술문, 의문문, 감탄문 등 여러 가지 문장 유형을 보문으로 취할 수 있지만(명령
형과 청유형은 제외) 추측의 의미를 보이는 ‘싶-’은 의문형 종결어미를 가진 보문을 취할
때로 한정된다.
53) 이 때 ‘싶-’ 등이 취하는 내포문이 종결어미로 끝나므로, 혹시 이것이 직접 인용문을 취하
는 구성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술어는 (q가)와 같이 직접 인용문
을 취할 수도 있으나. (q나)와 같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 가능성은 배제된다.
(q) 가. 영희는 “내가 그 일을 해도 되나?” 싶었다.
나. 영희는 자기가 그 일을 해도 되나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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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 2009: 70)

이 문장들의 사유 내용은 ‘날씨가 좋지 않다’로 부정소의 의미가 그대로 남아 있어
잉여적 부정이 아니다.
한편, 명령형과 청유형의 경우에는 아예 내포문으로 취해질 수 없다.
(123) 가. *날씨가 좋지 말아라 싶다.
나. *날씨가 좋지 말아라 생각한다.
(124) 가. *날씨가 좋지 말자 싶다.
나. *날씨가 좋지 말자 생각한다.

(123)과 (124)의 명령형과 청유형 문장 유형은 두 술어가 내포문으로 취하지 못
하였다. 그러나 (125)의 의문문 문장 유형의 내포문은 사정이 다르다.
(125) 가. {날씨가 안 좋은가/날씨가 좋지 않은가} 싶다.
나. {날씨가 안 좋은가/날씨가 좋지 않은가} 생각한다.
[사유 내용: 날씨가 좋다 (경우에 따라서 ‘좋지 않다’)]

오직 (125)와 같이 의문문 문장 유형의 내포문을 취한 문장만이 긍정문의 사유
내용을 보여 주는 잉여적 부정이 되었다.
그렇다면 정말 ‘싶-’과 ‘생각하-’라는 ‘사유 술어’의 특성 때문에 그 내포문에 잉
여적 부정이 동반 되는 것일까? ‘싶-’과 ‘생각하-’가 의문문의 문장 형식을 가진 내
포문을 취할 때만이 그 내포문에 속한 부정소가 잉여적 부정의 의미를 보여준다면,
이것은 그 내포문의 ‘부정 확인 의문문’과 관련이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변정민(2008)에서는 직접적으로 잉여적 부정과의 관련성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싶-’과 같은 술어가 장형 부정 내포문을 취할 경우에는 긍정의 의
미를 전달하지만, 비슷한 추측의 의미를 가진 보조용언인 ‘보-’의 경우에는 장형 부
정 내포문을 취하더라도 긍정의 의미를 전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지
적은 장형 부정 의문문 형식을 내포문으로 취하는 사유 술어이더라도 잉여적 부정
이 표현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반증이 될 수 있는데, 변정민(2008)에서 제시한 예
문 중 내포문이 장형 부정 의문문의 형식인 경우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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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가. 좀 더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
나. 내겐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변정민 2008: 234-235)

‘싶-’이 쓰인 (126가)의 경우에는 내포문이 부정임에도 긍정의 의미가 전달되지
만 ‘보-’가 사용된 (126나)의 경우에는 내포문이 부정인 것이 그대로 전달된다.
‘보-’의 이러한 특성에 대해서 변정민(2008: 235)에서는 “‘보-’는 어떤 감각 경
험이나 사실을 근거로 화자의 판단을 전달하기 때문에 [...] 부정 판단을 내렸다면
그대로 그 의미가 전달될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판단을 전달하는 의미의 술
어인 ‘판단하-’ 같은 경우도 부정 확인 의문문을 내포문으로 취할 경우에는 잉여적
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7) 가. 그 옷이 너무 칙칙하지 않은가 판단했다.
나. 그 옷이 너무 칙칙하다고 판단했다.

(127가)에서 ‘판단하-’는 내포문으로 부정 확인 의문문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그
해석은 내포문에 부정소가 없는 (127나)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싶-’ 등의 술어와
‘보-’가 잉여적 부정의 측면에서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이유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의 의미 외의 다른 부분을 더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는 통사적인 부분에서 다른 술어들과 차이를 보인다. (128)에서는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술어인 ‘걱정하-’와 사유 술어인 ‘싶-’, ‘생각하-’,
‘판단하-’와 ‘보-’를 각각 부정 확인 의문문의 형식을 내포문으로 취하도록 해 본
후, 내포문과 술어 사이에 휴지와 보조사를 두어 본 것이다. (V는 휴지)

(128) 가. [떡볶이가 맵지 않은가]{만/도/V} 걱정했다.
나. [떡볶이가 맵지 않은가]{?만/도/V} 싶다.
다. [떡볶이가 맵지 않은가]{만/도/V} 생각했다.
라. [떡볶이가 맵지 않은가]{*만/*도/*V}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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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떡볶이가 맵지 않은가]{만/도/V} 판단했다.

부정적인 인식의 술어와 사유 술어 및 ‘보-’를 장형 부정 확인 의문문 형식의 내
포문을 취하게 한 후 내포문과 술어의 사이에 휴지, 보조사 ‘만’, 보조사 ‘도’를 삽입
해 본 결과 ‘보-’만이 어색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점은 ‘보-’는 다른 술어와 동
등한 구조를 갖는 술어가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보-’가 잉여적 부
정을 이끌지 못하는 것은 부정 확인 의문문 형식의 내포문과 술어의 관계가 잉여적
부정과 관련이 깊다는 것의 반례가 되지는 못한다. ‘보-’는 상기한 술어들과는 다른
층위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논의를 부정 확인 의문문과 술어의 관계로 돌려 보자. 이처럼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술어의 내포문과 사유 술어의 내포문의 모습이 4장에서
본 부정 확인 의문문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김동식(1981)에서도 본
고에서 다루는 부정 확인 의문문에 해당하는 ‘확인문’과,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을 나타내는 술어가 쓰인 ‘회의문’의 유사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김동식(1981)에서
는 확인문과 회의문을 함께 다루면서 두 구문의 공통점인 ‘-지’ 앞에서의 시제와 상
표지의 결합 양상54) 동사 ‘알-’과 계사 ‘-이-’의 통합관계 차이 등을 근거로 두 구
문이 매우 유사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술어의 보문이 곧 부정 확인 의문
문과 같은 것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이르다. 부정 확인 의문문과 사태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을 나타내는 술어의 보문은 ‘-지’와 ‘않-’ 사이에 보조사가 결합할 수 있는
가의 여부에서 차이를 보인다.

(129) 가. A: 이 그릇 멋지지 않니?
B: 응, {멋져(부정 확인 의문문)/멋지지 않아(부정 의문문)}.
B': 아니, {멋지지 않아(부정 확인 의문문)/멋져(부정 의문문)}
나. A: 이 그릇 멋지지는 않니?

54) 그러나 완전 일치하지는 않으며, 회의문에서는 회의문의 의미 기능상 추정의 ‘-겠-’의 출
현이 원천적으로 막힌다는 점이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김동식 1981)

- 95 -

B: 응, {*멋져(부정 확인 의문문)/멋지지(는) 않아(부정 의문문)}
B': 아니, {*멋지지(는) 않아(부정 확인 의문문)/ 멋져(부정 의문문)}
(130) 가.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나. 우리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129)는 부정 의문문의 예다. (129가)는 ‘-지’와 ‘않-’ 사이에 보조사가 개입하
지 않은 부정 의문문이다. 이 부정 의문문은 B의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정
확인 의문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부정 의문문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반
면 (129나)는 ‘-지’와 ‘않-’ 사이에 보조사 ‘는’을 개입해 본 부정 의문문이다. 이
부정 의문문은 부정 확인 의문문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B는 A의 발화를 오직 일반
적인 부정 의문문으로만 해석할 수 있다. (130)은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
타내는 술어가 나타내는 잉여적 부정 예문이다. (130가)에는 ‘-지’와 ‘않-’ 사이에
보조사가 개입하지 않았고, (130나)는 보조사 ‘는’이 사용되었는데, 두 경우 모두 잉
여적 부정으로 해석이 된다. 이러한 보조사의 결합 가능 여부의 차이는 부정 확인
의문문과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술어의 보문을 같은 성질을 가진
것으로 처리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장형 부정 확인 의문문의 형식을 가진 내포문이 잉여적 부정에 매우 밀접
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며, 이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후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5.3. 잉여적 부정의 의미 기능
5.3.1. 사건의 미발생 강조
잉여적 부정은 다른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들과 마찬가지로 부정소가 명제 부정
을 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문과 의미상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잉
여적 부정에 있는 부정소가 아무런 의미 기능을 가지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잉
여적 부정을 이루는 문장에서 부정소가 있는 문장과 없는 문장은 청자에게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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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자의 태도 표출에서 섬세한 차이가 있다.
먼저, 시간 경과 구문에서 잉여적인 부정소가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부정소를 사
용하지 않은 표현에서보다 특정 기간 동안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그 사실을 강조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131) 가. 우리가 안 본 지 삼 년이나 되었다.
나. 우리가 본 지 삼 년이나 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비록 시간 경과 구문에서 사용된 부정소가 잉여적이라 하더라도
부정문의 형태가 긍정문에 비해 지니는 유표성, 부정소가 없는 문장이 가지는 중의
성을 부정소가 해소시켜 준다는 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후자에 대해 설명
하자면, 시간 경과 구문에 부정소가 사용된 (131가)에서는 ‘삼 년’이 가리키는 것이
‘우리가 안 본 기간’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시간 경과 구문에 부정소가 사용
되지 않은 (131나)에서는 ‘삼 년’이 ‘우리가 안 본 기간’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우
리가 본 기간’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러한 (131나)의 중의성을 (131가)의 부정
소가 해소해줄 수 있기 때문에, (131가)의 문장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에만
청자가 집중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화자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에 강세
를 둘 수도 있지만, 기간에만 강세를 두는 것으로는 아직 중의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기에 부정소에 강세를 둘 수도 있다.

(132) 가. 우리가 안 본 지 삼 년이나 되었다.
나. 우리가 안 본 지 삼 년이나 되었다.
다. 우리가 본 지 삼 년이나 되었다.

(밑줄: 강세)

(132가)와 (132나)는 같은 문장이지만 ‘안’에 놓인 강세의 유무에서 차이를 보인
다. 이 경우 (132나)에서보다 (132가)에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기간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화자의 태도가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한편 시간 경과 구문에 부정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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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지 않은 (132다)의 경우는 앞의 두 예문과는 달리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기
간에 대한 강조가 일어나지 않는다.

5.3.2. 사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표현하는 술어의 보문에서 표현된 잉여적 부정에서
는, 잉여적 부정이 쓰이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화자의 사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더욱
강하게 드러난다.

(133) [상황: 화자의 아이가 실종되어서 며칠째 연락이 안 되고 있다]
가. 얘가 어디 가서 길을 잃은 건 아닐까, 어디 못된 사람 만나 다치지는
않았을까, 못 돌아와 어디서 울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느라 잠을 못
이룹니다.
나. 얘가 어디 가서 길을 잃은 걸까, 어디 못된 사람 만나 다친 걸까, 못 돌아와
어디서 울고 있는 걸까 걱정하느라 잠을 못 이룹니다.

(133)은 화자의 아이가 실종되어서 며칠째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자가
누군가에게 자신의 걱정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133가)에는 ‘걱정하-’의 보문에
잉여적 부정이 사용되었고, (133나)에는 잉여적 부정이 사용되지 않아 보문이 긍정
문이다. 물론 (133)에서 주어진 상황이 일반적으로 큰 걱정을 일으키는 상황이며,
(133가)와 (133나)에 ‘걱정하-’라는 술어가 사용되었다는 점, 각 문장은 화자가 걱
정하는 상황이라는 분명한 문맥에서 발화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부정소 ‘않-’이 보
문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화자의 걱정이 덜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나 억양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부정소가 보문에 사용되지 않은
(133나)가 매우 담담하게 걱정을 이야기하는 어감을 전달하는 데 비해 (133가)가
전달하는 어감은 담담함과는 거리가 멀어 청자로 하여금 화자의 걱정이 더 강조되
는 느낌을 받게 한다.
또한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술어의 내포문에서는 잉여적 부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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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되었을 때 복수의 걱정의 내용에 대한 다중 선택이 가능하며, 이러한 선택지
가 더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러한 특성 역시 이 구문에서 부정소가 사용되
었을 때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키는 원인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예문은 ‘걱정하-’ 술어의 보문으로 부정소가 사용된 경우를 보인 것
이다.

(134) 가. 우리 반 철수가 영희를 좋아하지 않을까, 수진이를 좋아하지 않을까,
슬기를 좋아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나. 그 친구가 요즘 한다는 일이 도둑질이 아닐까, 사기가 아닐까, 다단계가
아닐까 걱정이다.

(134가, 134나)는 ‘걱정하-’의 보문에 잉여적으로 사용된 부정소가 포함된 것이
다. (134가)에서는 화자의 걱정 내용이 ‘철수가 영희나 수진이나 슬기 중 한 명 이
상을 좋아하는 것’ 또는 문맥일 주어질 경우 드물게 ‘철수가 영희나 수진이나 슬기
모두를 좋아하지 않는 것’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철수가 그 셋
중 누군가가 아니더라도 좋아하는 애가 있는 것’까지도 걱정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
다. (134나)에서도 또한 화자의 걱정 내용이 ‘그 친구가 요즘 한다는 일이 도둑질이
나 사기나 다단계 중 한 가지 이상인 것’ 또는 ‘그 친구가 요즘 한다는 일이 도둑질
이나 사기나 다단계 모두가 아닌 것’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그
친구가 그 세 가지가 아니더라도 안 좋은 일을 하는 것’도 걱정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다음 예문은 ‘걱정하-’의 보문에 부정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다.
(135) 가. 우리 반 철수가 영희를 좋아할까, 수진이를 좋아할까, 슬기를 좋아할까
걱정이다.
나. 그 친구가 요즘 한다는 일이 도둑질일까, 사기일까, 다단계일까 걱정이다.

보문에 부정소가 포함되었던 (134)예문에 비해 (135가)와 (135나)에서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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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추론함에 있어 중의성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135가)에서 화자의 걱정
내용은 ‘철수가 영희나 수진이나 슬기를 좋아할까봐 걱정이다’이며 (135나)에서 화
자의 걱정 내용은 ‘그 친구가 한다는 일이 도둑질이나 사기나 다단계일까봐 걱정이
다’이다.
이처럼 ‘걱정하-’와 같은 술어의 보문에 부정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화자가 걱정하는 내용들이 특정적이지 않고 다중 선택될 수 있으며 표
현된 것 이외에도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잠재적인 해석까지 가능하다. 반면 보문
에 부정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자가 걱정하는 내용들이 표현된 것 가운데
한 가지로 특정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되며, 직관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잉
여적 부정이 사용된 표현에 비해 그 이외의 가능성에 대한 잠재적인 걱정 내용까지
선택의 여지가 곧 확장되지는 않는다.
한국어의 위 구문에서 자유 선택의 여지가 보이는 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잉
여적 부정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에서 잉여적 부정의 출현 환경으로 언급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유 관계절(free relative clause)이기 때문이다. 자유 관계절이란 영
어의 ‘-ever’와 같이 특정의 대상 한 가지가 아니라 무엇이든 자유롭게 선택 가능
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종속절을 말한다.
한국어의 경우에는 자유 관계절에서 잉여적 부정이 나타나지 않으며, 본장에서 살
펴본 자유 선택의 의미가 나타는 예문 역시 자유 관계절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 선택과 잉여적 부정 사이에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포착된다는 점은 흥
미로운 것이라 하겠다.

5.3.3. 긍정 사태를 전제한 사유
사유 술어가 사용된 잉여적 부정의 특징은 부정소가 들어간 경우와 들어가지 않
은 경우에 전하는 의미가 꼭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들 술어의 내포문이 ‘부정 확인 의문문’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포문이 부정 확인 의문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마치 직접 인용을 하
듯이 발화하기 때문에, 이들 술어가 이끄는 문장의 효과는 결과적으로 부정 확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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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에서 전하는 의미인 화자의 사태에 대한 전제가 포함된 의미이다. 이 내포문에
서 부정소가 빠질 경우에는 내포문의 형식이 더 이상 부정 확인 의문문이 아니라
단순한 의문문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확인 의문문’의 부정소와 함께 ‘확
인 의문문’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내포문이 나타내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
등의 의미가 달라진다.

(136) 가. 짐이 많지 않은가 싶다.
나. 짐이 많은가 싶다.
(137) 가. 음식이 짜지 않은가 생각했다.
나. 음식이 짠가 생각했다.
(138) 가.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나. 아이가 감기에 걸릴까 걱정이다.

(136)과 (137)에서는 사유 술어인 ‘싶-’과 ‘생각하-’가 그 내포문에 부정소가 있
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나타내는 화자의 사유가 다소 다르다. 내포문에 부정소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내용이 ‘짐이 많은 것 같다’, ‘음식이 짠 것 같다’는 긍정 전
제를 가진 내용이지만, 내포문에 부정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의 내용이 긍정 전
제가 될 수도 있고, 단순한 의문에 그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한편, (138)의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술어가 사용된 잉여적 부정 역시 앞서 살펴
보았듯이 그 내포문의 형식이 부정 확인 의문문이라는 점에서는 사유 술어와 다름
이 없지만, 이 경우에는 술어가 이미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장이 전
하는 내용이 변하지 않고 어느 정도 유지된다.
이러한 잉여적 부정이 나타나는 배경은 이들 구문에서 표현하는 내용이 실제 일
어난 일이기보다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비사실적’
것이라는 점과 관련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Fillenbaum(1974)의 실험에 따르면 비사실적 조건문(counterfactual conditional)
을 읽은 독자들은 자신들이 대당 부정문을 읽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
대 (139가)를 읽은 독자들은 (139나)와 (139다)와 같은 내용의 문장을 읽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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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139) 가. If Mark had left home early he would have caught the train'
나. Mark did not leave home early.
다. Mark did not catch the train.
(Fillenbaum 1974)

반면, Santamaria, Espino, and Byrne(2005: 1155)에 따르면, 직설법 조건문에
대해서는 실험 참여자들이 같은 착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본고에서 살펴본 잉여적 부정 구문들은 시간 경과 구문을 제외하면 비사실성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다. 시간 경과 구문에서는 그 문법적 특징에서 살펴보았듯이 술
어가 나타내는 사건의 반복 가능성이 가장 중요했다. 그러나 사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술어 및 사유 술어의 내포문은 모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비사
실적인 사건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다.
(140) 가. 아이가 감기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나. 내일쯤이면 택배가 오지 않을까 예상된다.
다. 이 떡볶이는 내 동생한테 맵지 않을까 싶다.
라. 그는 친구가 겁을 먹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140가)의 내포문에서 나타내는 사건인 ‘아이가 감기에 걸리다’, (140나)의 내포
문에서 나타내는 사건인 ‘내일쯤이면 택배가 온다’, (140다)의 내포문에서 나타내는
사건인 ‘이 떡볶이는 동생한테 맵다’, (140라)의 내포문에서 나타내는 사건인 ‘친구
가 겁을 먹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이다. 비사실적인 내용이 나타나
는 종속절에 잉여적 부정이 쓰이는 것은 여러 언어에서 발견된다.55) 장윤희(2008)
에서 연구한 ‘前’ 내포문의 잉여적 부정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55)

Espinal(1991)에서는 카탈로니아어의 잉여적 부정을, Bordería, Salvador and
Schwenter(2005)에서는 스페인어의 잉여적 부정을, Krifka(2010)에서 독일어의 잉여적 부
정을 다룬 등의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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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지금까지 한국어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 기능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 동안 국어학에서는 한국어 부정문에 관한 통사론적 논의가 심도 있게 진
전되어 왔고, 한국어 부정문의 의미‧화용론적 특징 또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왔
다. 그러나 부정문 연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부정 및 부정문의 개념, 부정문의
요건 등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자의 관심이 적었다. 한국어의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에 대한 연구는 부정과 부정문에 대한 치밀한 연구의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있
는 것이기에, 본고에서는 부정과 부정문 및 개념과 정의를 먼저 논의한 후. 이를 토
대로 한국어의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 기능을 살펴보았다.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을 연구하기 위한 기본적 논의인 부정과 부정문의 개념, 한
국어 부정문의 요건, 한국어 비전형적인 부정의 개념 및 그 종류의 확인은 2장에서
수행하였다. 부정 개념의 정의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은 긍정과 부정은 모순 대립인
가 반대 대립인가, 부정이 반드시 명제에 대한 진리치 변경을 하는 것인가, 부정은
항상 긍정을 전제하는가 등의 문제였다. 본고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대립 관계 문제
는 어느 범위까지 부정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관점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으며, 긍정
과 부정을 극과 비극의 관계에 놓인 모순 대립의 관계로 파악하였다. 또한 부정 작
용은 주어진 명제에 대한 진리치 변경을 의미한다고 보고, 부정 개념 자체가 기본적
으로 긍정과의 관계에서 정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은 긍정을 전제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부정문의 개념 정리에서는 부정소 ‘안, 못’, ‘아니하-, 아니-, 못하-, 말
-’을 고려하고, 부정극성요소의 출현 환경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남승호
(1998)의 최강부정극어 개념을 받아들여 부정 서술어를 구별하고, 부정적 의미를
가진 한자어 접두사를 배제하여 한국어 부정문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21) 한국어 부정문의 요건
가.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서는 부정소 ‘안’, ‘못’, ‘아니-’, ‘않(아니하)-’,
못하-’가 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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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무도’, ‘아무 + (명사) + 도’, ‘명사구 + -밖에’와 같은 최강부정극어가
쓰일 수 있는 서술어가 쓰일 것.
다. 명령문에서는 ‘말-’이 쓰일 것.

그리고 이를 토대로 부정소가 사용되었으나 일반적인 부정문과 구별되는 ‘비전형
적인 부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22) ‘비전형적인 부정’의 정의
가. 부정소 ‘안(아니)’, ‘못’, ‘않(아니하)-’, ‘못하-’, ‘아니-’, ‘말-’이 사용
될 것.
나. 부정소가 포함된 구성의 의미가 부정소가 없는 대당 명제의 진리치를
변경하는 작용을 하지 않을 것.

본고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으로 상위언
어적 부정, 부정 확인 의문문, 잉여적 부정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상위언어적 부정을 살펴보았다. 상위언어적 부정이란 담화 맥락에서 선
행 발화의 명제 이외의 여러 국면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다. 상위언어적 부정의 문법
적 특징으로는 ‘부정문-정정문’ 구성, 부정극성요소와의 공기 제약, 양보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 ‘-지만’의 결합 제약이 있었다. 그리고 상위언어적 부정의 의미 기능
으로는 선행 발화의 실현 형식의 부정, 함축의 부정, 전제의 부정이 있었다. 함축의
부정에서는 특히 고정함축과 Q-함축에 대해 상위언어적 부정이 활발하고, R-함축
에 대해서는 어색함을 확인하였다. 전제의 부정은 ‘못’ 부정으로만 가능하였다.
4장에서는 부정 확인 의문문을 살펴보았다. 부정 확인 의문문이란 부정 의문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화자가 청자로부터 확인을 요청하는 용법을 가진 의문문으로,
한국어에서는 장형 부정 확인 의문문, ‘아니-’ 수사 의문문, 부가 의문문이 이에 속
하였다. 부정 확인 의문문의 문법적 특징으로는 먼저 장형 부정 의문문과의 차이로
확인 의문문의 ‘-지’가 반말체 종결어미라서 ‘-었-’ 등의 선어말어미 결합 양상이
일반적 부정 의문문과는 다르다는 점이 있었다. 또한 부정 확인 의문문에서는 일반
적인 부정 의문문에서와 그 응답 양상이 뒤바뀌어 나타났으며, 부정극성요소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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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었다. 본래 부정 의문문을 형성하지 못하는 인식 양태 요소는 부정 확인 의
문문에서는 사용될 수 있었다. 부정 확인 의문문의 의미 기능으로는 화자의 청자에
대한 확인 및 동의 요구, 질책과 비난이 있었다.
5장에서는 잉여적 부정이 다루어졌다. 잉여적 부정이란 부정소가 사용된 문장에서
부정소가 부정 기능을 하지 않는 부정문으로, 대개는 종속절에 부정어가 쓰이든 쓰
이지 않든 의미는 같음에도 부정이 사용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어에서 잉여적 부
정의 출현 환경은 시간 경과 구문, 사유 술어 구문이 있다. 시간 경과 구문에서는
부사가 포함되면 잉여적 부정이 성립되지 않는 부사 통합 제약과, 동작 동사구와 순
간 동사구만 허가하는 상적 속성에 따른 술어 제약이 있었다. 사유 술어 구문에서는
부정소의 유무에 따른 부정의 잉여성 차이가 나타났으며, 내포된 ‘부정 확인 의문문’
구성이 잉여적 부정 해석에 영향을 주었다. 잉여적 부정은 사건의 미발생 강조, 사
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강화, 긍정 사태를 전제한 사유 표현 등의 의미 기능을 보였
다. 이러한 잉여적 부정의 출현은 종속절의 비사실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의 문법적 특징과 의미 기능을 다각도
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관용어로 굳어져 존재하는 비전형적인 부정 표현, 통
사적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담화표지어가 되어 버린 부정 표현의 존재까지 충실
히 확인하지 못하고, 한국어의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의 제 유형론을 확립하지 못했다
는 점은 이 연구의 부족함으로 지적될 수 있다. 현대 한국어에 존재하는 모든 가능한
유형의 부정소가 사용된 표현을 그러모아 한국어의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의 제 유형
과 그 특징을 철저하게 분석하였다면 이 연구의 의의가 더 깊어졌을 것이다.
한국에서 부정소가 사용되는 구문은 이 연구에서 살펴본 것보다 더 다양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문법적 특성과 의미‧화용론적 국면 또한 매우 다채로울 것으
로 예상된다. 연구자의 역량과 지면의 부족함으로 한국어의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의
제 유형과 그 다양한 국면에 대해서는 더욱 치밀한 고찰을 하지 못한 것은 이 연구
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한국어의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에 대한 연구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었을 뿐이다. 부정 개념과 부정문, 비전형적인 부정 구성이 그리는 지
도를 한 발자국씩 그려 나가다 보면 부정과 언어, 궁극적으로는 인간과 인지의 지도
가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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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Non-typical Negation in Korean
- Focusing on Metalinguistic Negation and Non-negative Negation Kim, Songhe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and examine the morphosyntactic
feature and the semantic function of the 'non-typical negation' in korean.
There

are

many

previous

researches

on

typical

negation

in

korean.

'Non-typical negation' in korean, however, is rarely studied. Thus this paper
concentrates on the metalinguistic negation(MN), the confirmative negative
questions(CNQ) and the redundant negation(RN). CNQ and RN are called as
'non-negative negation' here.
In Chapter 2, the concept of negation, negative sentence and 'non-typical
negation' are discussed. The main function of the negation is to convert the
truth-value of a given proposition. A negative sentence contains a negative
morpheme. It is compatible with negative polarity item(NPI). In contrast,
'non-typical negation' contains a negative morpheme, but doesn't change the
truth-value of a given proposition.
In Chapter 3, the morphosyntactic feature and the semantic function of
korean metalinguistic negation(MN) are inquired. MN is used to object to the
various aspects of a previous utterance in the context. In MN, the correcting
clause comes after the negative clause. NPIs and concessive connective ending
'-jiman' are restricted in MN. MN is used to negate the realized form,
implicature(especially conventional implicature and Q-based implicat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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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upposition of the previous utterance. MN can not apply to R-based
implicature. MN on a presupposition is only available for 'mot’ negation.
In Chapter 4, confirmative negative question(CNQ) is researched. The long
form confirmative negative questions, rhetorical question and tag question
belong to the CNQ in korean. The long form confirmative negative question
permits the prefinal ending ‘-eot-’ before ‘-ji’ and prohibits ‘-si-’ after ‘-ji’.
The opposite response, restriction on NPIs and the available combination with
the epistemic modality are the properties of CNQ, which distinguish it from the
ordinary negative question. CNQ is employed in requesting a confirmation and
agreement or expressing scolding and blame.
In Chapter 5, the redundant negation(RN) is discussed. In RN, the negative
morpheme loses its negative function. RN appears in the construction ‘~ji
~doeda’ and 'thinking predicate construction'. Adverb and situation types like
states, accomplishment, achievement are restricted in RN under the construction
‘~ji ~doeda’. Thought contents of ‘thinking predicate construction’ depend on
the presence of the negative morpheme and CNQ form in the subordinate
clause affects on them as well. RN is utilized to emphasize the non-occurrence
of an event, to intensify the negative perception on an event and to express
thought based on presupposed positive events. The occurrence of RN may be
related to the counterfactual conditional clause.
Conclusions and residual matters are presented in Chapter 6.

Keywords: negation. metalinguistic negation, confirmative negative question, long
form confirmative negative question, rhetorical question, tag question, redundant
n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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