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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보조사 ‘도’의 초점 투사 연구

정 우 헌

  본고는 보조사 ‘도’가 초점사로 사용될 때 어떠한 대상을 초점 대상으로 삼는지를 
‘도’의 통사적 결합관계를 기반으로 초점 투사의 개념을 적용하여 논의한다.
  한국어의 ‘도’는 보조사로서 구를 통사적 결합대상으로 삼으며, 이를 초점화하는 
초점사로서의 의미적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도’는 그것이 통사적으로 직접 결합한 
대상만을 초점화하지 않아서, 형식적으로 동일한 문장이라도 다양한 맥락에서 적절
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때 ‘도’가 직접 결합한 대상이 아닌 것을 초점화하는 것을 
본고에서는 ‘초점 투사’로 분석하며, 초점 투사는 다시 ‘도’가 직접 결합한 성분의 통
사적 하위 성분을 초점화하는 초점의 하향 투사, 직접 결합한 성분의 통사적 상위 
성분을 초점화하는 초점의 상향 투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도’의 초점의 하향 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도’는 그것이 직접 결합
하는 성분의 하위 요소들을 초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다. 먼저 주어부에 ‘도’가 결
합했을 경우, ‘도’가 관형어에 결합하면 관형어의 내부 요소들 혹은 관형어 전체를 
초점화할 수 있었으며, ‘도’가 주어에 결합할 경우 관형어를 포함한 주어부 전체를 
기본적 초점 대상으로 삼아 그 내부 요소들 각각과 주어부 전체를 초점화할 수 있
었다. 술어부에 ‘도’가 결합할 경우, ‘도’는 보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서술어에 
결합할 수 있는데, 특히 서술어의 경우에는 ‘도’가 어미를 후행시킬 수 없는 통사적 
제약으로 인해 ‘-기도 하-’의 형태를 통해 동사구 전체에 결합하며, 각각의 구성요
소들을 ‘도’가 초점화할 수 있었다.

4장에서는 ‘도’의 초점의 상향 투사에 대해 서술하였다. 초점의 상향 투사는 기존
의 논의들에서 다뤄진 좁은 의미의 초점 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본고는 우선 
Selkirk(1984)의 초점 투사 이론을 검토하여 이것이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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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밝힌다. 한국어에서 초점의 상향 투사는 오직 ‘도’가 결합한 성분의 통사적 한 
층위 교점까지만 이뤄질 수 있는데, 이를 ‘도’가 주어부와 술어부에 결합하는 경우로 
나누어 각각 살폈다. ‘도’가 주어부에 결합했을 때, 관형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에는 
초점의 상향 투사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주어에 결합할 경우
에는 문장 전체로, 술어부에 결합했을 경우에는 결합하는 위치에 따라 ‘부사어+서
술어’의 층위, 술어부 전체, 혹은 문장 전체 등으로 초점이 상향 투사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이중 주어문의 문제에서, ‘도’가 주제어 혹은 술어부에 결합하였
을 때에는 문장 전체를 초점화할 수 있지만, 주제어가 아닌 주어에 ‘도’가 결합한 경
우에는 ‘주어+술어부’의 층위까지만 초점이 투사될 수 있으며 문장 전체를 초점 대
상으로 하도록 해석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이며, ‘도’에 의한 초점이 오직 한 층위만 
상향 투사될 수 있음을 다시 보이기도 하였다.

주요어: 초점, 대조초점, 초점 투사, 초점화, 초점 대상, 초점사, 보조사

학  번: 2017-2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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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대상
  한국어의 보조사 ‘도’는 대안집합을 도입하는 기능을 갖는 이른바 초점사 중의 하
나이다. 그러나 ‘도’가 다른 초점사들과 함께 대안집합을 도입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문장에서 어떠한 요소를 초점 
대상(foci)으로 삼아 대안집합을 도입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기제가 무
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어의 보조
사 ‘도’가 문장 내에서 초점화하는 대상이 ‘도’의 결합 위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도’가 포함된 문장은 ‘도’가 문장에서 어떤 요소를 초점화하는지에 따라 여러 의
미로 해석될 수 있다.

(1) ㄱ. 소연이는 유급휴가를 쓰기도 했다.
ㄴ. 소연이는 (무급휴가를 쓰기도 했고) 유급휴가를 쓰기도 했다.
ㄷ. 소연이는 (무단으로 결근을 하기도 했고) 유급휴가를 쓰기도 했다.
ㄹ. (한얼이는 병가를 냈고 게다가) 소연이는 유급휴가를 쓰기도 했다.

(1ㄱ)은 담화 맥락에 따라 (1ㄴ~ㄹ)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1ㄴ)은 소연이가 
휴가를 쓴 경우들 중 유급휴가를 쓴 경우도, 무급휴가를 쓴 경우도 있다는 의미이
며, (1ㄷ)은 소연이가 회사에 나오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결근을 한 적도, 유급휴가
를 쓴 적도 있다는 의미이며, (1ㄹ)은 회사 동료인 한얼이가 병가를 내고 회사에 나
오지 않은 상황인데 소연이 역시 유급휴가를 쓰고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는 의미이
다.
  (1ㄱ)이 이처럼 다양한 맥락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도’가 하나의 문
장에서도 다양한 요소를 각각 초점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경우에 ‘도’가 초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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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소에 밑줄을 쳐 나타낸다면 아래와 같다.1)

(2) ㄱ. 소연이는 유급휴가를 쓰기도 했다.
ㄴ. 소연이는 (무급휴가를 쓰기도 했고) 유급휴가를 쓰기도 했다.
ㄷ. 소연이는 (무단으로 결근을 하기도 했고) 유급휴가를 쓰기도 했다.
ㄹ. (한얼이는 병가를 냈고 게다가) 소연이는 유급휴가를 쓰기도 했다.

(2ㄴ)은 ‘유급휴가’를 초점으로 삼아 {무급휴가, 포상휴가, ...}를 대안집합으로 도입
하며, (2ㄷ)은 ‘유급휴가를 썼다’를 초점으로 삼아 {무단으로 결근을 했다, 병가를 
냈다, ...}를 대안집합으로 도입하며, (2ㄹ)은 ‘소연이는 유급휴가를 썼다.’ 전체를 
초점으로 삼아 {한얼이는 병가를 냈다, 정윤이는 출장을 갔다, ...}를 대안집합으로 
도입하고 있다.
  (2)에서 ‘도’는 표면적으로는 ‘-기’가 결합한 명사절에 결합해 있다. 그러나 2.3절
에서 자세히 다루겠으나, 본고는 이때 ‘도’가 의미적으로 동사구에 결합해 있는 것으
로 분석한다. (2ㄷ)에서 동사구가 초점이 된 것과 달리 (2ㄴ)에서는 동사구의 통사
적 하위 요소인 목적어를 초점화하며, (2ㄹ)에서는 동사구의 상위 교점인 문장 전체
를 초점화하고 있다. 본고는 이처럼 ‘도’가 그것이 직접 결합한 것이 아닌 대상을 초
점화하는 현상을 초점 투사(focus projection) 개념을 통해 분석하고,2) (2ㄴ)과 같
이 통사적 하위 요소를 초점화하는 것을 초점의 하향 투사, (2ㄹ)과 같이 통사적 상
위 교점을 초점화하는 것을 초점의 상향 투사라고 부를 것이다.
  위와 같은 초점의 투사는 ‘도’가 주어에 결합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 
 

(3) ㄱ. 선영이도 파티에 갔다.
ㄴ. (지선이 외에) 선영이도 파티에 갔다. 
ㄷ. (진영이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는데) 선영이도 파티에 갔다.

1) 이때의 초점은 2.1절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으나 대조초점에 해당하며, 앞으로의 서술에서도 따로 
언급하지 않는 한 ‘초점’은 대조초점을 가리킨다.

2) 초점 투사의 정의에 대해서는 2.4절에서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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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ㄱ)은 담화 맥락에 따라 (3ㄴ)으로도, (3ㄷ)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3ㄴ)은 ‘선
영이’를 초점으로 삼아 {지선, 지민, 선희, ...}를 대안집합으로 도입하며, (3ㄷ)은 
‘가족 구성원들이 집을 비운 이유’를 상위의 담화 맥락으로 설정한다면, 문장 전체인 
‘선영이가 파티에 갔다’를 초점으로 삼아 {진영이가 약속이 있다, 은영이가 여행을 
갔다, ...}를 대안집합으로 도입한다고 볼 수 있다. 즉 (3ㄴ)은 ‘도’가 결합한 명사구
를 초점화하는 것이며, (3ㄷ)은 명사구의 통사적 상위 교점인 문장 전체를 초점화하
는 것이다.
  이환묵(1982)에서 지적하듯 보조사 ‘도’는 척도를 갖기도 한다. 박진호
(2015:406-407)에서는 특히 이처럼 ‘도’의 대안집합에 척도가 있을 경우 양보의 
의미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척도를 갖는 ‘도’의 용법도 대안
집합을 도입한다는 사실에서는 차이가 없기에, 본고에서는 이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연구 대상으로 다룬다.
  보조사 ‘도’는 물론 초점화를 통한 대안집합의 도입 외에도 다른 기능도 수행한다. 
가령 ‘도’는 강조의 의미로 쓰일 수 있다.3) 널리 알려진 자장가의 가사인 ‘우리 아
기 잘도 잔다.’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의 ‘도’가 문장에서 부사인 
‘잘’을 초점화하여 그 대안집합을 도입한다고, 즉 아이가 잘 자기도 하고 못 자기도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도’는 또한 특정 부사들에 결합
하여 문장부사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가령 ‘다행히도 그는 제때 도착했다.’
와 같은 경우에 쓰인 ‘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도’ 역시 대안집합을 도입한
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4) 이와 같이 명시적으로 대안집합을 도입하지 않는 ‘도’의 
3) 박진호(2015:379)에서는 ‘도’의 대안집합의 의미가 모호해지면 역동의 의미가 약해지고 감탄/강

조가 두드러진다고 서술하고 있다. 최재웅(1996)에서는 이러한 강조의 의미 역시 대안집합 도
입으로부터 비롯된 확장된 의미로 보는 관점을 취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더 이상 대안집합을 
규정할 수 없기에, 그것이 대안집합 도입으로부터 비롯된 의미라 할지라도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4) 김태인(2014), 신서인(2014) 등은 문장의 의미론적 계층구조와 담화 구성 요소에 따라 문장부
사를 분류하고 있다. 특히 김태인(2014)의 사실 범주에 작용하는 부사들(다행히, 불행히, 안타
깝게도, 놀랍게 등)에 ‘도’가 결합했을 때 다른 범주에 작용하는 부사들과 달리 문장부사로서의 
기능이 명확해지는 것으로 보이며, 사건 범주에 작용하는 부사들만이 ‘도’가 결합했을 때 대안집
합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사의 분류에 따른 ‘도’의 결합 양상은 상당히 흥미로울 것
으로 기대되나, 본고에서는 논지의 통일성을 위해 직접 다루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서술어가 문
장 성분으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들만을 논의에 포함시킴으로써 사건 범주에 작용하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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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들은 초점화를 하지 않기에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다루지 않는다.

1.2. 선행 연구
한국어의 보조사 ‘도’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우선 ‘도’의 

의미에 대해서, 채 완(1977)에서는 ‘도’를 ‘까지, 조차, 마저’와 함께 ‘역시’의 관계 
의미가 있는 보조사로 분석하였다. 양인석(1973)은 ‘도’가 영어의 ‘also, even’의 의
미를 갖는 것으로 분석한 바가 있는데, 특히 ‘자매항(sister member)의 존재’를 ‘도’
의 세 의미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또한 성광수(1982)는 ‘도’의 의미를 넷으로 분석
하며 그중 ‘동등한 타요소의 존재’를 설정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도’가 대안
집합을 도입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것을 일찍이 밝힌 것으로서, 큰 이견 없이 현재까
지 계승되었다.

‘도’가 초점화하는 성분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윤재원
(1988), 곽병휴(1998), 김용범(1999), 최규련(2001) 등에서 논의되었다. 또한 ‘도’
가 아닌 ‘만’에 대한 논의이긴 하지만, 최재웅(1996)에서도 이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다. 우선 윤재원(1988:118)은 자매항의 ‘동질’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자매항
의 언명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라기보다는 동질적인 화제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예문을 통해 이러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4) ㄱ. 저렇게 하루 종일 텔레비만 보니…
ㄴ. 순호도 하루 종일 음악만 듣는데요. (윤재원 1988:118)

이때 텔레비만 보는 것이나 음악만 듣는 것은 동일한 어휘적 의미를 갖지 않으나, 
공부 혹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동질적인 화제에 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곽병휴(1998)은 독일어의 불변화사 ‘auch’와 한국어의 조사 ‘도’를 비교하는데, 

와 결합했을 때에 대안집합을 도입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만이 연구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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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문장 성분과도 관계하지만 문장 전체와도 관계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문장 전체를 영향권으로 둘 때에는 ‘(이)+기+도’의 형식으로 실현된다고 분석하였
으나, 본고의 (1ㄷ)의 예와 같이 문장 전체가 아닌 문장 성분만을 초점화할 때에도 
‘(이)+기+도’의 형식이 가능한 것을 보았을 때 완전히 적절한 분석은 될 수 없다.

김용범(1999)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사용되어 온 ‘자매항의 존재’라는 술어가 ‘자
매 명제의 함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도’가 개체만이 아닌 명
제의 존재도 함축할 수 있다는 것에 특히 주목한 것이다. 가령 김용범(1999:88)에
서 제시한 아래와 같은 예문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5) ㄱ. 존도 김치를 좋아한다.
ㄴ. 네 취직 문제로, 내가 어제 김 사장도 만나 보았다. (김용범 1999:88)

김용범(1999)에서는 위의 (5ㄱ)에 대해, 자매항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것은 화용론
적으로 봤을 때 이미 화맥 상에서 대화참여자들이 알고 있는 개체는 항상 주어져 
있는 것이기에 큰 의미가 없고, 개체가 특정 속성을 가진다는 명제적 의미로 해석해
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5ㄴ)은 [구인광고도 주의해보고], [요처에 전화도 해
보는 등]의 노력이 함축된 것으로, [다른 사람도 만나보았다]가 아닌 [다른 노력도 
해 보았다]를 함축하기에 명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는 ‘도’
가 그것이 직접 결합한 개체만이 아니라 더 넓은 요소를 초점으로 삼을 수 있음을 
다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최규련(2001)은 국어의 첨가 초점사로 ‘역시’와 ‘도’를 설정하고 이들을 비교하고 
있다. 최규련(2001)은 기본적으로 König(1991)의 논의를 받아들여 초점사와 초점
구조의 상호작용을 논의하기도 하는데, 최규련(2001:299)에서는 주어, VP, 또는 한 
문장 전체도 초점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역시 초점사가 그것이 직접 결
합한 요소를 넘어 다른 요소들을 초점화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최재웅(1996)은 ‘-만’의 작용역5)이 그것이 붙는 선행요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

5) 김정민(2013)은 이때 최재웅(1996)에서 사용한 ‘작용역 중의성’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작용역 중의성은 시간 부사나 부정 등의 작용역과 초점사의 작용역이 서로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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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보다 상위의 범주를 작용역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최재웅
(1996:677)에서는 ‘-만’이 포함된 문장의 이와 같은 중의성은 담화-화용적 요인에 
따라 발생하는데, 특별한 맥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만’의 의미기능이 선행어로만 
한정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재웅(1996:691)에서도 직접 한계로 지적하
듯, 이때의 ‘상위의 범주’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처럼 상위의 범주를 작
용역으로 삼는 것에는 어떠한 의미·통사적 장치가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초점 투사의 조건에 대해 직접 논의한 것으로는 비록 ‘도’가 아닌 ‘만’에 대한 연
구이지만, 임동훈(2004)와 김정민(2013)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임동훈
(2004:145)에서는 ‘만’의 초점에 대해 논하며 이것이 담화 맥락에 따라 선행어에서 
선행어의 성분통어(c-command)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때 
‘만’은 선행어에도, 선행어의 성분통어 영역 내에 있는 다른 성분 뒤에도, 혹은 성분
통어 영역의 끝에도 부착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황화상(2003)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했듯이, ‘만’ 뒤에 문법격 조사가 오면 초점이 투사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임동
훈(2004:146)에서 제시한 예문을 들어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

(6) ㄱ. 빌이 김치만 잘 먹더라.
ㄴ. 빌이 김치를 잘만 먹더라. / 김치를 잘 먹기만 하더라.
ㄷ. 빌이 김치만을 잘 먹더라. (임동훈 2004:146)

(6ㄱ)은 ‘만’이 선행어에 직접 부착한 경우이고, (6ㄴ)은 선행어의 성분통어 영역에 
있는 다른 성분 뒤에 부착되거나 성분통어 영역의 끝에 부착된 경우이다. (6ㄷ)은 
‘만’ 뒤에 문법격 조사인 ‘을’이 와서 초점이 투사되지 못한 경우이다. 김정민(2013)
은 기본적으로 임동훈(2004)에서 제시한 성분통어 영역을 기반으로 한 초점의 투사
를 받아들이되, 추가적으로 단순문과 복합문의 경우, 주어·목적어·부사어 각각에 ‘만’
이 결합하는 경우, 서술어가 성질을 나타내는 경우와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 등을 나

중의성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대한 용어로 한정하고, 초점이 상위 범주로 확장되는 것은 초점 확
장 혹은 초점 투사로 명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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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보다 세부적으로 초점 투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6ㄱ)과 (6ㄴ)이 모든 맥락에서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식당에 
갔는데 빌이 다른 음식은 못 먹고 오직 김치만을 잘 먹고 있다는 의미로 (6ㄱ)이 
사용된다면, 이는 (6ㄴ)을 통해 나타낼 수 없다. 본고는 이와 같이 예문들이 사용될 
수 있는 맥락의 차이에 집중할 것이다. 위의 세 예문이 맥락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의미를 모두 보이면 아래와 같다.
  

(7) ㄱ. 빌이 김치만 잘 먹더라.
  ① 빌이 (삼겹살, 냉면은 못 먹었는데) 김치를 잘 먹더라.
  ② 빌이 (김치를 못 먹을 줄 알았는데) 김치를 잘 먹더라.
ㄴ. 빌이 김치를 잘만 먹더라. 
  ① 빌이 김치를 (미적지근하게, 억지로는 아니고) 잘 먹더라.
  ② 빌이 (김치를 못 먹을 줄 알았는데) 김치를 잘 먹더라.
ㄷ. 빌이 김치를 잘 먹기만 하더라.
  ① 빌이 (삼겹살, 냉면은 못 먹었는데) 김치를 잘 먹더라.
  ② 빌이 김치를 (미적지근하게, 억지로는 아니고) 잘 먹더라.
  ③ 빌이 (김치를 못 먹을 줄 알았는데) 김치를 잘 먹더라.
  ④ (유학생 친구들이 한국 음식을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빌이 김치를 잘 먹

더라.

(7ㄱ, ㄴ, ㄷ)은 위에서 보듯이 각각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의미가 
모든 경우에 겹치지는 않는다. 가령 (7ㄴ)을 통해 (7ㄱ)의 ①의미를 담을 수는 없
으며, (7ㄱ)을 통해 (7ㄴ)의 ①의미를 담을 수도 없다. (7ㄱ)과 (7ㄴ)의 ② 의미에
만 주목한다면 (7ㄱ)과 (7ㄴ)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맞고, 이것이 (7ㄷ)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도 맞으나, 역으로 (7ㄷ)이 (7ㄱ)과 (7ㄴ)의 초점이 투
사되지 않은 경우의 의미를, 즉 (7ㄱ)의 ①의미와 (7ㄴ)의 ①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방식만을 통해서는 설명할 수 없다. 
  이처럼 초점사가 어떤 대상을 초점화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문장이 어떠한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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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는지를 철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위의 (7)은 ‘만’이 
포함된 문장이지만, ‘도’가 포함된 문장 역시 비슷한 양상을 갖고 있음을 1.1절에서 
간단히 보인 바가 있다. ‘만’과 ‘도’가 보이는 초점 투사의 양상은 거의 유사할 것으
로 기대된다. 그러나 3장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이 영어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논의
에서 첨가의 의미를 가진 ‘even’은 ‘only’ 혹은 ‘just’와는 다른 초점화의 양상을 가
지고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 본고는 이에 우선 첨가의 의미를 가진 ‘도’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며, ‘만’을 비롯한 다른 한국어의 초점사들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다루기로 하겠다.

1.3. 논의의 구성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초점사 ‘도’의 가능한 초점 대상들을 설명

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도’의 초점 대상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으나 용어가 정리되지 않아 여러 용어가 혼재해 있으며 서로 다른 개념
을 같은 용어를 통해 지칭하기도 했다. 따라서 우선 2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초점 개념이 어떠한 외연을 가진 것인지를 밝히고, 작용역과 초점 대상, 초점 
투사 등 본고와 관련된 여러 용어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또한 3, 4장에서의 논의를 
위해 ‘도’의 통사적 결합관계와 초점 대상을 명확히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
해 3, 4장에서의 ‘도’의 초점 투사에 대한 연구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3장은 ‘도’의 초점 하향 투사를 살핀다. 초점의 하향 투사는 ‘도’가 통사적으로 직
접 결합한 성분의 통사적 하위 요소들을 ‘도’가 초점화하는 경우이다. 내부 요소들에
는 ‘도’가 통사적으로 직접 결합해 있지는 않으나 ‘도’의 초점 영역 안에 있어 그 내
부의 요소들도 초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보다 자세히 살피기 위하여 초
점 하향 투사를 주어부에 ‘도’가 결합한 경우와 술어부에 ‘도’가 결합한 경우로 나누
어 연구한다.

4장은 ‘도’의 초점 상향 투사를 살핀다. 초점의 상향 투사는 ‘도’가 직접 결합한 
성분의 통사적 한 층위 상위의 교점을 ‘도’가 초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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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다 자세히 살피기 위하여 3장과 마찬가지로 주어부에 ‘도’가 결합한 경우와 
술어부에 ‘도’가 결합한 경우를 나누어 살핀다. 특히 ‘도’의 초점 상향 투사의 양상을 
살피는 데 있어서는 이중 주어문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있어, 이를 통
해서도 일부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고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한계점들을 살펴보고 논의의 
의의를 제시하며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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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 논의

2장에서는 ‘도’가 초점화할 수 있는 대상들을 3장과 4장에서 각각 하향 투사와 상
향 투사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2.1절에서 초점의 분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여 본고에서 논의되는 초점
이라는 용어의 영역을 한정짓고, 대조초점과 대안집합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 
본고에서 다루는 ‘도’의 기능을 정리한다. 2.2절에서는 초점사에 의한 중의성의 경우
를 의미적 연산자에 의한 영역의 중의성과 초점 성분 결정에 의한 중의성으로 나누
어 비교하며 앞으로의 논의에 있어 용어의 혼동을 피하고 연구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한다. 2.3절에서는 보조사 ‘도’의 통사적 결합관계와 초점 대상에 대해 살펴본다. 
2.4절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일부 참조하여 본고의 초점 투사를 정의하고 초점의 하
향 투사와 상향 투사를 구분한다. 이를 통해 3장과 4장에서 각각 초점의 하향 투사
와 상향 투사의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2.1. 초점과 대안집합
2.1.1. 초점의 분류

‘초점’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학문적 맥
락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곤 한다. 본고는 초점을 세부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고 있지는 않기에, 여기서는 초점에 대해 행해진 기존의 연구
들을 간략히 살피며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보조사 ‘도’의 기능이 어떠한 개념의 
초점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피도록 하겠다.

최윤지(2016:45-46)은 초점을 아래와 같이 넷으로 분류한 바 있다.

(1) 최윤지(2016)의 초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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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운율적 돋들림
ㄴ. 화·청자의 관심의 중심
ㄷ. 대조
ㄹ. 관계적 신정보

운율적 돋들림으로서의 초점은 악센트 등의 수단을 통해 운율적으로 두드러지게 표
현되는 성분을 일컬으며, 화·청자의 관심의 중심으로서의 초점은 담화에서 논의의 
중심이 되는 대상을 일컫는다. 대조는 같은 집합에 속하는 자매항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즉 대안집합을 도입하는 초점 민감사(focus-sensitive particles)들의 의미 분
석과 관련되는 의미이다.6) 관계적 신정보는 문장의 정보구조와 관련되는 것으로, 
문장에서 청자의 지식저장소를 갱신하는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는 표현을 의미한다. 
한편 Gundel(1994/1999)에서는 초점을 심리초점(psychological focus), 의미초점
(semantic focus), 대조초점(contrastive focus)으로 분류한 바 있다. 위의 최윤지
(2016)의 분류와 비교해 본다면, 심리초점은 화·청자의 관심의 중심에, 관계적 신정
보는 의미초점에, 대조는 대조초점에 해당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보조사 ‘도’가 문장 내에서, 혹은 담화 맥락에서 어떠한 요소를 초점으로 
삼아 대안집합을 도입하는지를 연구하기에, 대조초점으로서의 초점 개념이 본고의 
주 논의대상이 된다. 물론 최윤지(2016)에서 지적하듯 여러 초점 개념들이 완전히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반드시 구별될 필요가 있다. 가령 최윤지
(2016:46)의 아래 예를 통해서 그 이유를 실감할 수 있다.

(2) 철수가 누구한테 꽃을 주었니? - 철수도 영희한테 꽃을 주었어요. (최윤지 
2016:46)

위의 문장에서는 보조사 ‘도’를 통해 ‘철수’의 대안집합이 도입되어, ‘철수’가 대조초

6) 최규련(2001:292)에 따르면 초점 민감사에는 영어의 ‘even, only, also, too’, 독일어의 ‘auch, 
nur’ 등이 해당된다. 이들은 일반적인 품사 분류 체계에서 부사에 속하는데, 한국어에서는 ‘만, 
도, 까지, 조차’ 등의 조사류와 ‘역시, 또한, 심지어’ 등의 부사류가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본고
에서는 최규련(2001)의 용어를 따라, 이후에는 이를 ‘초점사’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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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철수’의 대안집합은 {민수, 영수, 종수, ...}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운율적 돋들림은 ‘영희’에 나타나며, 화·청자의 관심의 중심, 문장
의 관계적 신정보도 모두 ‘영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대조초점에 관한 연구는 전후민(2014) 등에서 구문문법의 관점을 통
해 몇몇 구문을 대상으로 이뤄지기도 했으나, 보조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로 
행해져 왔다. 특히 임동훈(2012, 2015)에서는 격조사와 보조사의 역할을 구분하여 
격조사는 핵어와 의존어 사이의 관계를 표시한다는 점에서 가로관계를, 보조사는 실
현된 성분과 실현되지 않은 성분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대조초
점과 관련되는 세로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기도 하였다.
  한국어에 관련된 논의들에서는 초점뿐 아니라 대조초점의 정의에 대해서도 여러 
이견이 존재해 왔다. 대표적으로 이정민(2003), 김용범(2004), 전영철(2005, 
2006), 박철우(2015) 등의 논의를 들 수 있는데, 이때의 대조초점은 주로 대조화제
와의 비교 속에서 논의된 것으로, 정보구조에서의 구정보·신정보와 관련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대조초점은 앞에서 밝혔듯이 정보구조적인 조
건과는 독립적이다. 보조사를 통한 대조초점은 정보구조적으로는 구정보일 수도, 신
정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2.1.2. 대조초점과 대안집합

앞 절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대조초점은 주로 초점사를 통해 드러난다. 대조초
점과 초점사가 도입하는 대안집합에 대한 이론으로는 Rooth(1985, 1996)에서 제안
된 대안 의미론(alternative semantics), Gundel(1994/1999)의 초점 분류 중 대조초
점, 그리고 Vallduví & Vilkuna(1998)의 레마(rheme)와 대조(kontrast)에 대한 연
구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7)

Rooth(1996:276-277)에 따르면 대안 의미론의 기본적 아이디어는 질문-대답쌍

7) Vallduví & Vilkuna(1998:81)에 따르면, ‘kontrast’라는 철자법은 이것이 기존의 의미론, 통사론, 
음운론에서 대조(contrast)로 다뤄졌던 것을 포괄하는 것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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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드러난다. 가령 [does Ede want tea or coffee]라는 질문은 “Ede wants 
tea”와 “Ede wants coffee”라는 두 기본적인 대답을 상정하게 하고, 이때 대답 [Ede 
wants [coffee]F] 내부의 초점은 다시 “Ede wants y” 형식의 명제가 실제 대답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초점에 의해 문장은 일반 의미치(ordinary 
semantic value)와 동시에 초점 의미치(focus semantic value)에 의한 해석도 받게 
되는데, Rooth(1996:277)의 설명을 직접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이때 ⟦ɑ⟧f는 초
점 의미치를 나타낸다.

(3) ⟦Ede wants [coffee]F⟧f = the set of propositions of the form “Ede wants y”
⟦[Ede]F wants coffee⟧f = the set of propositions of the form “x wants coffee”

 
이는 그러나 질문-대답쌍이라는 관계적 신정보, 즉 의미초점과 관련된 개념에 의존
하고 있어, 본고에서 사용하는 Gundel(1994/1999)의 대조초점 개념에 바로 맞아떨
어지게 이해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Vallduví & Vilkuna(1998)의 레마(rheme)와 대조(kontrast)를 통
해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Vallduví & Vilkuna(1998:83)에 따르면 대조의 기
본적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다.

(4) 표현 a가 대조일 때, 집합 M = {..., a, ...}이 생성되며 이는 일종의 양화 영역
으로서 의미 계산의 대상이 된다. 
If an expression a is kontrastive, a membership set M = {..., a, ...} is 
generated and becomes available to semantic computation as some sort of 
quantificational domain. 

이때의 대조는 정보적인 초점인 레마와 달리 양화적인 개념으로서의 초점이라 볼 
수 있는데, 어떠한 요소가 초점이 될 때 대안집합(alternative set)이 생성된다는 것
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기에, 한 요소는 레마이면
서 동시에 대조일 수 있고, 레마가 아닌 테마(theme)이면서도 동시에 대조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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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Vallduví & Vilkuna(1998:84)에서 Rooth(1985:11)의 예문을 들어 분석한 내용
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

(5) ㄱ. John introduced BILL to Sue.
ㄴ. M = {Bill, Carl, Mark}
ㄷ. introduce(john, bill, sue), introduce(john, carl, sue), introduce(john, 

mark, sue)

위의 예문 (5ㄱ)에서 ‘BILL’이 초점이 되면, 이는 (5ㄴ)의 대안집합을 생성하게 된
다.8) 이렇게 생성된 대안집합은 (5ㄷ)과 같이 (5ㄱ)의 명제에서 ‘bill’의 자리를 대
안집합의 원소들로 대체하는 대안명제들을 생성한다.
  대조, 그리고 대안집합의 존재는 초점사의 기능에 필수적이다. 가령 John only 
introduced Bill to Sue의 문장이 있고 Bill이 only의 초점이 될 때, 이는 “John 
introduced x to Sue”(x는 M의 원소)가 참이라면 오직 “John introduced Bill to 
Sue”만이 참이 됨을 의미한다. 즉 Bill의 대조가 대안집합 M을 생성하고, 이때의 M
이 대안명제들을 생성하고, 초점사인 only는 초점에 총망라성(exhaustiveness)을 부
여하여 실현되지 않은 대안명제들을 배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9)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여 대조초점에서의 대안집합의 개념과 초점사의 기능을 
다시 정리해볼 수 있다. 대안집합은 대조를 통해 초점사에 의해 초점화된 초점에서 
맥락적으로 생성되며, 이는 대안명제의 생성으로 이어진다. 초점사는 이때 표면에 
실현된 명제와 대안명제들 사이의 의미적 관계를 나타낸다.
  위의 논의를 아래와 같이 한국어의 ‘도’에도 적용해볼 수 있다. 
  

(6) ㄱ. John은 BILL을 Sue에게 소개해줬다.
ㄴ. M = {Bill, Carl, Mark}

8) Vallduví & Vilkuna(1998:84)에 따르면 이때의 대안집합은 맥락적으로 결정된다. 가령 (5)의 
경우, John에게 초대받아 함께 식사한 인물들만이 Bill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9) 총망라성(exhaustiveness)은 임동훈(2012:242)에 따르면 문맥이나 상황상 주어진 개체들의 집
합 중 서술어의 속성이 성립하는 개체들의 집합을 총망라하여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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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John은 BILL을 Sue에게 소개해줬다, John은 CARL을 Sue에게 소개해줬다, 
John은 MARK를 Sue에게 소개해줬다.

이때 (6ㄱ)의 ‘을’을 ‘도’로 바꿔서, “John은 BILL도 Sue에게 소개해줬다”라는 문장
을 만든다면, 이는 “John은 x를 Sue에게 소개해줬다”(x는 M의 원소)가 참이라면 
“John은 BILL을 Sue에게 소개해줬다”의 ‘Bill’외에도 x에 해당하는 원소가 또 존재
함을 의미한다. 즉 이때의 ‘도’는 ‘Bill’을 초점으로 만들어 맥락적으로 관련되는 대
안집합과 대안명제를 생성한 후, 참이 되는 대안명제가 표면에 실현된 명제 외에도 
존재한다는 의미를, 즉 첨가의 의미를 더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John은 Bill도 Sue에게 소개해줬다”라는 문장에서 오직 ‘Bill’만이 초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어제 파티에서 John이 한 일’과 같은 담화 맥락을 상정
한다면, ‘Bill을 Sue에게 소개해줬다’ 전체가 초점이 될 수 있다. 이때는 이와 동일한 
유형의 대안집합으로 {술에 취한 Tom을 위해 택시를 불러줬다, 파티에 오지 못한 
Jimmy를 위해 Jake에게 대신 선물을 전해줬다, ...}가 도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
고 이때의 대안명제는 “John은 술에 취한 Tom을 위해 택시도 불러줬다”, “John은 
파티에 오지 못한 Jimmy를 위해 Jake에게 대신 선물도 전해줬다” 등이 될 것이
다.10) 이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석해본다면, “John이 x했다”(x는 M의 원소)가 참
이라면 “John은 Bill도 Sue에게 소개해줬다” 외에도 x에 해당하는 원소가 또 존재한
다는 것을 ‘도’가 나타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대조초점과 대안집합에 입
각한 문장의 해석은, 초점 성분이 먼저 결정된 후에야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2.2. 초점사의 중의성
초점사가 포함된 문장은 초점사로 인해 중의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초점사로 

10) 이 문장들에서 ‘도’는 다양하게 위치할 수 있다. 가령 “John은 술에 취한 Tom을 위해 택시도 
불러줬다”의 경우, “John은 술에 취한 Tom을 위해 택시를 불러주기도 했다”로도 실현될 수 있
다. 3, 4장에서 다시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나, 여기서는 예시를 들기 위함이므로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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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발생하는 중의성이 모두 초점의 결정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김정민(2009)
에 제시된 아래와 같은 예문들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7) ㄱ. 그는 위스키도 매우 드물게 마신다.
ㄴ. 매우 드물게 그는 위스키도 마신다. (김정민 2009:2)
ㄷ. 영수만 오지 않았어. (김정민 2009:10)

(7ㄱ)과 (7ㄴ)에서 모두 초점사 ‘도’의 초점은 ‘위스키’이다. (7ㄱ)이 다른 주류뿐 
아니라 위스키 역시 마시는 일이 매우 드물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과 달리, (7ㄴ)
은 비록 매우 드물지라도 그가 위스키도 마신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7ㄱ)과 (7ㄴ)
에서 차이는 오직 부사어 ‘매우 드물게’의 문장 내에서의 위치이므로, 이것으로 인해 
의미 차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7ㄷ)은 문장 자체로 중의성을 갖는 경우
이다. (7ㄷ)은 두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온 상황
에서 오직 영수만이 오지 않았다는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이때는 ‘만’이 부정의 
‘아니하-’보다 더 넓은 작용역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7ㄷ)은 반대로 
‘아니하-’가 ‘만’보다 넓은 작용역을 가지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에는 영수만 온 것이 아니라, 순이 등 다른 친구들도 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정민(2009)는 이러한 의미 차이가 의미적 연산자들 중 어떤 것이 더 넓은 작용
역을 갖는가에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즉 초점사는 어떠한 요소를 선택하여 초점화하
는 기능을 할 뿐 아니라 의미적 연산자의 기능도 하므로, 부정, 문장부사, 양화사 등
의 다른 의미적 연산자들이 문장에 함께 나타날 경우 영역의 중의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Jackendoff(1972:249)는 초점의 ‘range’와 ‘scope’를 구별해야 함을 언급하기도 
했다. Jackendoff(1972)의 용어 설정에 의하면 ‘scope’는 양화 영역과 관련되는, 즉 
의미적 연산자로서의 초점사와 관련되는 영역을 의미하며, ‘range’는 초점사가 초점
화할�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나타낸다. Jackendoff(1972)에서 제시하는 ‘range’에 
의한 중의성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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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JOHN gave his daughter even a new bicycle. 
*      GAVE
*           HIS
*              DAUGHTER
ok                             NEW
ok      BICYCLE  (Jackendoff 1972:249)

위의 (8)에서는 초점사 ‘even’에 의해 중의성이 발생한다. 이때 ‘even’의 초점 영역
은 그것과 통사적 자매항을 이루며 후행하는 ‘a new bicycle’인데, ‘even’이 ‘new’를 
초점으로 할 수도, ‘bicycle’을 초점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의성은 애
초에 초점 대상에서 이미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7)과 같이 초점사의 양화 영역
과는 관련되지 않는다.
  그러나 김정민(2000, 2004)에서 지적하듯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작용역’이라는 
용어가 영역의 중의성에 대한 논의가 아닌, 초점사의 초점 결정과 관련된 중의성에
대한 논의에서도, 즉 위의 (8)와 같은 경우에 대한 논의에도 널리 사용되어 왔다. 
최재웅(1996), 임동훈(2004) 등에서 사용된 ‘좁은 작용역’과 ‘넓은 작용역’ 등이 그
러한 예인데, 최재웅(1996:675)에 제시된 ‘만’의 넓은 작용역의 예문을 들면 아래와 
같다.
  

(9) 동수는 공부는 안 하고 순이만 따라다닌다. (최재웅 1996:675)

최재웅(1996)에서 언급하듯 이 예문에서의 ‘순이만 따라다닌다’는 ‘순이를 따라다니
는 일만 한다’로 더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즉 ‘순이’가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
이를 따라다닌다’가 초점이 되어 ‘공부를 한다’와 대조되고 있는 것이다. 최재웅
(1996)은 이와 같은 문장에서 ‘만’의 작용역이 ‘순이’에 한정될 수도 있고, 이보다 
넓게 ‘순이를 따라다닌다’ 전체를 작용역으로 취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9)에서 발생하는 중의성은 의미적 연산자의 작용역에 의한 것이 아닌 초점사의 
초점 결정에 기인한 것이다. 물론 초점사의 초점 결정 역시 초점사가 어떠한 영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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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으로 삼는가와 관련된 것이므로 ‘작용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어휘적으로 
아주 어긋나지는 않겠으나, 기존의 연산자들과 관련된 논의에서 이 용어가 폭넓게 
사용되어 왔고 초점사에 대한 논의에도 이러한 개념으로서의 작용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고는 김정민(2000, 2004)의 견해를 따라 초점사가 의미적 연산자로서
의 영역을 결정하는 경우에 작용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어떠한 것을 초점으로 
결정하는가와 관련해서는 초점화, 혹은 초점 대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
고 본다.
  본고는 초점사인 보조사 ‘도’가 어떠한 요소를 초점화하는지, ‘도’의 통사적 위치에 
따라 어떠한 초점 대상들이 선택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
서 초점사가 의미적 연산자로서 갖는 영역, 즉 작용역은 연구의 주요 대상에 포함되
지 않는다. 

2.3. ‘도’의 통사적 결합관계와 초점 대상
본고에서 다루는 초점은 의미론적인 현상으로, 초점사에 의해 실현된다. 특히 초

점사 ‘도’는 조사로서의 형태적 한계로 그것에 직접 결합한 요소를 의미적 영역으로 
삼아 초점 대상으로 만든다. 최규련(2001)에서는 초점사 ‘도’가 그것에 바로 선행하
는 성분을 초점화하거나, 혹은 더 넓은 작용역을 초점화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
러한 인식은 사용하는 용어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임동훈(2004), 김정민
(2009)등에서도 공통적이다. 본고는 이때 선행하는 성분이 구의 층위에 해당한다는 
것과, 관형구와 동사구의 경우 ‘-기도 하-’의 형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2.3
절에서 보다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1장의 예문 (7)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도’가 직접 결합한 성분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을 초점화하긴 하지만, ‘도’의 통사적인 결합위치와 관계없이 문장 내에서 모
든 요소들을 초점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와 같은 예를 들어 이를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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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ㄱ. 상우도 해리포터 시리즈를 좋아한다.
ㄴ. 상우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좋아하기도 한다.

(10ㄱ)에서 ‘도’는 주어인 ‘상우’에 결합해 있다. 이때 이 문장에서 ‘도’가 초점화할 
수 있는 것은 주어인 ‘상우’ 혹은 문장 전체로, 상우 외에도 해리포터 시리즈를 좋아
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상우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집단에서 각각에 대해 진술을 
이어가는 맥락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10ㄱ)은 ‘해리포터 시리즈’ 혹은 ‘좋아
한다’, ‘해리포터 시리즈를 좋아한다’ 등을 초점으로 할 수는 없어서, 상우가 해리포
터 시리즈 외에 다른 시리즈도 좋아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거나, 상우에 대한 다른 진
술을 할 때에 발화될 수 없는 문장이다. 이를 통해 우선 ‘도’가 문장 내에 존재할 때
에 그것이 직접 결합한 성분만을 초점으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문장 내의 모든 요
소들을 초점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0ㄴ)에서 ‘도’는 
표면적으로 ‘좋아하기’에 결합해 있다. (10ㄴ)에서 ‘도’가 초점화할 수 있는 대상은 
‘좋아한다’, ‘해리포터 시리즈’, ‘해리포터 시리즈를 좋아한다’, 그리고 문장 전체이다. 
그러나 이 문장은 어떤 경우에도 ‘상우’만을 단독으로 초점화하여 발화될 수는 없다. 
이를 통해서도 다시 ‘도’가 그것의 바로 앞의 문장 성분만을 초점으로 삼는 것도 아
니며, 문장 내의 모든 요소들을 초점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는 보조사로, 체언, 부사 등 다양한 문법 범주에 결합할 수 있으며, 다른 조사
와 중첩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한국어의 조사는 일반적으로 구의 단위에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홍빈(1989)에서는 통사적 파생이라는 개념을 들어 조사가 
통사적 구성에 결합한다고 보고 있으며, 박진호(1994)에서도 조사가 통사원자로서 
구의 층위에 결합한다고 보고 있다. 가령 박진호(1994:32)에 따르면, ‘착한 소년이’
는 ‘착한 소년’과 ‘-이’로 분석되어야만 하는데, 이렇게 해야만 ‘착한’이 ‘소년이’라는 
주어가 아닌 ‘소년’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는 격조사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보조사에 대한 논의에서도 마찬가지인
데, 본고는 이를 받아들여 ‘도’는 기본적으로 구의 층위에 결합하는 것으로 보고 논
의를 진행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어지는 ‘도’가 결합하는 위치는 관형어, 주어, 보어, 목적어, 부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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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어의 총 6가지 경우이다. 이들 중 주어, 보어·목적어는 모두 체언일 것을 요구
하는 문장 성분이기에, 이때 ‘도’가 결합한다면 이는 이들을 수식하는 수식어와 함께 
명사구의 차원에 ‘도’가 결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사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사구의 층위에 ‘도’가 결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가령 ‘정말 빨리도’와 같은 
경우에는 ‘도’가 ‘빨리’만이 아닌 ‘정말 빨리’에 결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관형어와 서술어의 경우에는 ‘도’가 결합하기 위해 ‘-기도 하-’의 특정한 형태가 
고정적으로 요구된다. 한국어에서 관형어는 관형사, 체언의 속격형, 용언의 관형사형
의 형태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관형사나 체언의 속격형은 ‘도’를 후행시킬 수 없
어, 본고의 대상은 오직 용언의 관형형에만 한정되며, 이는 ‘-기도 하-’에 관형형 
어미가 결합한 형태로 실현된다. 그리고 서술어의 경우에는 ‘-기도 하-’의 형태로 
실현되며, 문장을 마무리하기 위해 종결어미가 후행한다. 
  ‘-기도 하-’ 구성에 대해 언급한 선행연구로는 서정수(1975), 양명희(1990), 정
연주(2017)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서정수(1975)에서는 ‘-기{는/도/야} 하
-’의 ‘하-’가 대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양명희(1990)에서는 
이 경우의 ‘하-’를 대동사가 아니라, 선행어의 서술성을 서술어로 완결시키는 기능
을 하며 선행문과 ‘하다’가 결합하여 문장을 이루는 서술성 완결(Ⅱ)의 부류로 파악
하고 있다. 한편 정연주(2017)에서는 구문 문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이러한 경
우의 ‘하-’를 자리채우미(placeholders)로 보며, ‘하-’가 의미적 서술성이 구문 속의 
다른 요소를 통해, 즉 이 경우에는 명사화 보문소 ‘-기’에 의해 명사구가 된 서술성 
요소를 통해 실현되어 의미적으로 잉여성을 띠게 된 용언의 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본다. 이때의 ‘하-’는 동사구의 서술성을 완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는 양명희
(1990:44)의 예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11ㄹ)의 예문을 추
가하였다.

(11) ㄱ. 나는 학교에 가기는 한다. 
ㄴ. 나는 학교에 가기는 간다.
ㄷ. 나는 학교에 가기는 학교에 간다.
ㄹ. *나는 학교에 가기는 학교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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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나는 학교에 가기는 나는 학교에 간다. (양명희 1990:44)

(11ㄷ)이 가능한 것과 달리 (11ㄹ)은 매우 어색하다. 양명희(1990)에서는 이를 
(11ㄱ)이 통사적으로 아래와 같은 형태의 수형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

(12)
 

양명희(1990:43)에서는 ‘하-’가 단순히 선행동사의 반복을 피하는 기능만을 하는 
것이라면, (11ㄹ) 역시도 적절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11ㄹ)
은 실현이 불가능하기에, 이때의 ‘하-’의 기능을 단순한 선행동사의 반복 회피가 아
니라 선행요소인 내포절의 서술성을 완결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위의 (12) 수형도에서는 ‘-기’가 내포절 내의 VP에 결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절에 결합해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내포절에 ‘-기’가 결
합하면 필수적으로 조사를 요구하는데, 이 자리에는 ‘는, 도, 야, 까지’ 등등이 올 수 
있다. 이때 ‘-기+는, 도, 야, 까지’가 결합한 형태는 비록 서술성을 갖지만 어미가 
결합할 수 없어 문장을 종결시킬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이 구문 내의 다른 서술성을 
가진 요소로 인해 의미적으로 잉여성을 갖게 된 용언의 자리가 자리채우미 ‘하-’에 
의해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연주(2017)에서는 ‘S+-기도 하-’ 전체를 구
문의 관점에서 처리하고 있다.
  본고는 관형어와 서술어에 ‘-기도 하-’가 결합하는 것이, 비록 표면적으로는 명



- 22 -

사절에 ‘도’가 결합한 것이지만, 이미 하나의 구성으로 굳어진 ‘-기도 하-’가 관형
구 혹은 동사구의 층위에 ‘도’ 대신 결합한다고 볼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도 하-’에는 ‘하-’ 가 다른 용언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완전히 굳어진 
형태로만 사용된다. 이는 ‘-기’가 아닌 ‘-음’의 경우 다양한 용언이 후행할 수 있는 
것과 구별된다. 둘째로, 시제의 선어말어미가 ‘-기’의 앞에 선행하는 경우와 ‘하-’에 
후행하는 경우에 의미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아래와 같이 예문을 볼 수 있다.

(12) ㄱ. 현우는 판소리를 부르기도 했다. 
ㄴ. 현우는 판소리를 불렀기도 하다.

(12ㄱ)과 (12ㄴ)에서 표면적으로 ‘도’에 결합한 요소는 각각 ‘판소리를 부르기’와 
‘판소리를 불렀기’이다. (12ㄱ)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하-’에 후행하는 
경우이고, (12ㄴ)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이 ‘판소리를 부르-’에 결합한 경
우이다. 이 둘의 의미는 완전히 동일한데, 발화시를 기점으로 과거에 현우가 판소리
를 부른적이 있다는 뜻이다. 초점으로는 ‘판소리’, ‘판소리를 불렀다’, 그리고 문장 
전체를 초점으로 하는 해석이 가능하며, 각 경우의 의미는 완전히 동일하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명사절+‘도’에는 종결어미가 직접 결합할 수 없어 종결어미가 ‘하-’에 
후행하는데, 선어말어미는 명사절 내에서도 실현될 수 있어서, 명사절 내 혹은 ‘하
-’에 후행하는 위치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도’가 형태적으로 ‘-기’에 결합했다고 해서 (12ㄱ)의 초점을 ‘판소리를 부르기’로, 
(12ㄴ)의 초점을 ‘판소리를 불렀기’로 처리하여 둘의 초점이 다른 것으로 분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것이 ‘판소리를 불렀다’라는 동사구에 의미적 
필요성에 의해 ‘도’가 결합할 때 형식적으로만 ‘-기도 하-’의 형태를 취하는 것일 
뿐, 여전히 ‘도’는 어미를 포함한 동사구 전체에 의미적으로 결합한다고 분석할 것이
다.
  위의 논의를 정리한다면, 고정된 형태로 사용되는 ‘-기도 하-’는, 통사론적인 관
점에서는 먼저 동사구에 ‘도’가 결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명사화 보문소인 ‘-기’
가 선행하여 동사구를 명사절로 만든 후에 ‘-기도’의 형태가 되고, 이때 어미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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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할 수 있는 용언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하-’가 추가로 결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도’는 의미적으로는 ‘-기’가 아닌 선어말어미를 포함한 VP에 
결합하는 것으로, ‘VP+도’의 의미적 통합이 통사적 제약에 의해 ‘S+-기도 하-’의 
형태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즉 (12)의 예는, ‘판소리를 불렀다’라는 동사
구의 층위에 ‘도’가 의미적으로 결합하기 위해 ‘-기도 하-’의 통사적 장치를 활용하
여 ‘판소리를 부르기도 했다’ 혹은 ‘판소리를 불렀기도 하다’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
다.
  이와 같이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도’가 구의 층위에 결합한다고 본다. 주어, 보
어, 목적어, 부사어는 통사론적으로 ‘도’가 직접 결합할 수 있기에 명사구와 부사구
에 ‘도’가 결합하며, 관형어와 서술어는 통사론적으로 ‘도’가 직접 결합할 수 없기에 
‘-기도 하-’의 통사적 장치를 활용하여 의미적으로 관형구와 동사구에 결합한다. 
그러나 이 절에서도 살폈듯이, 각 경우에 초점사 ‘도’가 직접 결합한 명사구, 부사
구, 관형구, 동사구만이 ‘도’의 초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2.4
절에서 초점 투사를 통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2.4. 초점 투사의 정의
2.2절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과 같이, 초점사가 포함된 문장은 작용역에 의해서도 

중의성을 가질 수 있고, 초점 대상의 결정에 관해서도 중의성을 가질 수 있다. 2.4
절에서는 초점 대상의 결정에 관한 중의성을 살피고, 본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초
점 투사(focus projection)의 정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초점 대상 결정에 의한 중의성은 한 문장 내에서 여러 요소가 초점사의 초점 대
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중의성은 맥락 혹은 청자가 
갖고 있는 화용론적 지식에 의해 해소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초점을 결정하는 것
이 맥락이라 할지라도,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초점사의 위치가 완전히 자유로워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초점사의 위치에 따라 화용론적 맥락이 주어지더라도 문장
이 가질 수 없는 해석이 존재한다. 다시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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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ㄱ. 하늘이도 공부를 잘한다.
ㄴ. 하늘이는 공부도 잘한다.
ㄷ. 하늘이는 공부를 잘하기도 한다.

2.3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초점사 ‘도’가 구의 층위에 결
합한다고 본다. 이에 따르면 (13ㄱ)은 주어인 명사구, (13ㄴ)은 목적어 명사구, (13
ㄷ)은 목적어와 서술어를 포함한 동사구에 ‘도’가 결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각
각을 초점으로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은 문장 내의 다른 요소들을 초점화하는 해석도 가능하다. 먼저 (13
ㄱ)에서는 ‘도’가 주어인 ‘하늘이’에 결합해 있어 {정화, 유진이, 보경이, ...}를 대안
집합으로 삼아 하늘이 외에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의미가 가능하지만, 문
장 전체인 ‘하늘이는 공부를 잘한다’가 초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는 ‘반 학생
들의 장점’과 같은 담화 맥락을 상정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 대안집합으로는 {영주
는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긴다, 은실이는 인사성이 바르다, ...}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3ㄴ)에서는 ‘도’가 목적어인 ‘공부’에 결합해 있어, {운동, 노래, 게임, ...}
을 대안집합으로 삼아 하늘이가 공부 외에도 잘하는 것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동사구인 하늘이에 대한 진술인 ‘공부를 잘한다’가 초점이 되는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대안집합으로는 {성격이 좋다, 친구가 많다, ...}를 들 
수 있다. 
  (13ㄷ)에서는 ‘도’가 동사구에 결합해 있다. 이때 가능한 해석은 총 네 가지이다. 
우선 이 경우에도 (13ㄴ)과 마찬가지로 목적어인 ‘공부’가 초점이 되어, 하늘이가 
공부 외에도 잘하는 것이 있다는 의미가 가능하며, 대안집합은 역시 {운동, 노래, 
게임,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서술어인 ‘잘하-’가 초점이 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다.11) 이때는 대안집합으로 {많이 한다, 좋아한다, ...}를 들 수 있을 

11) 이때 ‘잘한다’ 혹은 ‘잘하다’가 아닌 ‘잘하-’가 초점이 되는 이유는, 어미가 ‘공부를 잘하-’의 
층위에 결합하기 때문에, 동사구인 ‘공부를 잘한다’의 통사적 하위 요소로 ‘잘하-’와 ‘-ㄴ다’가 
먼저 결합한 것이 선택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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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세 번째로는 (13ㄴ)과 같이 동사구인 ‘공부를 잘한다’가 초점이 되는 경우
도 가능하여, 대안집합으로 {성격이 좋다, 친구가 많다, ...}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는 (13ㄱ)과 같이 문장 전체인 ‘하늘이는 공부를 잘한다’를 초점으로 하는 
경우가 가능하다. 이때는 (13ㄱ)의 경우와 같이 ‘반 학생들의 장점’의 담화 맥락을 
상정한다면, {영주는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긴다, 은실이는 인사성이 바르다, ...}를 
대안집합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
  (13)의 예문들이 가질 수 있는 해석들을 각 경우의 초점 대상을 표시하여 나타내
면 아래와 같다.

(14) ㄱ. 하늘이도 공부를 잘한다.
  ① 하늘이도 공부를 잘한다.
  ② 하늘이도 공부를 잘한다.
ㄴ. 하늘이는 공부도 잘한다.
  ① 하늘이는 공부도 잘한다.
  ② 하늘이는 공부도 잘한다.
ㄷ. 하늘이는 공부를 잘하기도 한다.
  ① 하늘이는 공부를 잘하기도 한다.
  ② 하늘이는 공부를 잘하기도 한다.
  ③ 하늘이는 공부를 잘하기도 한다.
  ④ 하늘이는 공부를 잘하기도 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도’의 통사적 결합관계에 따라 가능한 초점 대상에는 차이가 
생긴다. 화용론적 맥락이 최종적으로 ‘도’의 초점 대상을 결정하는 역할을 할지라도, 
화용론적 맥락이 초점 대상을 결정할 때의 선택지는 ‘도’의 통사적 위치에 의해 생
성되는 것이다. 예컨대 (14ㄴ)의 경우, ‘잘한다’만을 초점으로 하거나 문장 전체를 
초점으로 하는 해석은 불가능하다. 아래 (15)를 통해 문장 전체를 초점으로 하는 
해석이 불가능함을 검증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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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우리 반 애들 참 좋아. 하늘이는 공부도 잘해.

(15)에서 ‘하늘이는 공부도 잘해’가 적절한 문장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12) 우선 하늘이가 공부 외에도 잘하는 게 있어 대안집합을 도입할 
수 있다면 맥락상 적절한 문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혹은 하늘이가 공부를 잘하
는 것 외에 다른 속성을 갖고 있어 하늘이에 대한 다른 진술이 대한집합으로 도입
될 수 있다면 이 또한 맥락에서 적절한 문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경우가 아니고 단지 ‘반 학생들의 장점’의 맥락에서 이 문장이 바로 사용되었을 경
우, 이는 적절한 문장이 될 수 없다. 
  (14)에서 보였듯이, 문장 내에서 ‘도’의 초점은 반드시 2.3절에서 제시한 ‘도’가 
직접 결합한 구일 필요가 없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도’의 ‘넓은 작
용역’, 혹은 ‘초점 투사(focus projection)’라는 용어를 통해 정의한 바 있다.13) 본고
는 이와 같이 초점사인 ‘도’가 직접 결합한 성분이 아닌 것을 의미적으로 초점화하
는 경우에 대해 ‘초점 투사(focus projection)’라는 용어를 받아들이되, 기존의 사용
에 불충분함이 있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투사(projection)는 Karttunen(1973), Chomsky(1981) 등의 많은 연구들에서 중
요하게 다루어진 개념이다. Karttunen(1973)은 전제와 관련된 투사 문제를 주로 다
루었으며, Chomosky(1981)은 최소투사인 어휘 항목이 병합과 범주선택자질의 점검
을 통해 최대투사가 되는 통사적 과정을 핵계층이론을 통해 보이고 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투사는 Karttunen(1973)의 투사 개념에 기초한 것으로, 합성성의 원
리에 따르면 어떤 복합 표현의 의미는 부분 표현들의 의미와 그 부분 표현들의 결
합 방법을 통해 함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 투사는 이때 부분 표현이 갖는 의미적 
속성(전제 등)이 복합 표현에도 그대로 계승되는 것을 의미한다. 초점의 투사는 
Selkirk(1984)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 Selkirk(1984)는 초점 역시 전제 등의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투사가 가능하다고 분석하며 초점 투사의 조건을 음운론적·통
12) 물론 1장에서도 밝혔듯이 ‘도’는 강조의 용법도 갖기에, 이 문장은 강조로 해석되어 적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본고의 연구 대상이 아니다.
13) ‘넓은 작용역’이라는 용어는 의미적 연산자의 양화 영역과의 혼동 가능성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음을 이미 2.2절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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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론적으로 논의한 연구로, 이러한 초점 투사의 개념을 한국어에 적용한 연구로는 
Choe(1991), 김종복(2003) 등을 들 수 있다.
  투사의 개념에 따르면, 초점 투사는 ‘도’가 직접 결합한 요소가 갖고 있는 초점이 
그보다 더 상위의 복합 표현으로 계승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가령 (14ㄷ)의 예를 다시 보자면, 동사구인 ‘공부를 잘한다’에 결합한 ‘도’가 동사구
의 상위 교점인 문장 전체를 초점으로 만들어 ④ 해석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초점 투사는 (14ㄷ)의 모든 해석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14
ㄷ)의 ①, ② 해석은 각각 ‘도’가 직접 결합한 동사구 ‘공부를 잘한다’의 내부 요소인 
‘공부’와 ‘잘하-’를 초점으로 하는 경우인데, 이는 기존의 투사의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3장에서 다룰 예정이나 ‘도’의 성분통어 영역과 관련되는데, 
투사가 상위의 층위로 의미 자질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함을 생각해보면 이는 하위
의 층위로 의미 자질이 전달되는 것으로, 기존의 투사의 개념으로 다룰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방향이 반대일 뿐 의미적 기능은 유사하여, (14ㄷ)의 ④와 같이 초점 
대상이 정해지는 것과 ①, ②와 같이 초점 대상이 정해지는 것을 각각 다른 개념으
로 설정하는 것은 설명의 경제성을 떨어뜨리게 한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 연구의 용
어 설정을 받아들여 한국어의 ‘도’의 초점 결정에서 ‘도’가 직접 결합한 성분이 아닌 
것을 초점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초점 투사라고 받아들이되, (14ㄷ)의 ①, ②와 같
이 하위 표현이 초점 대상이 되는 것을 초점의 하향 투사, ④와 같이 상위 표현이 
초점 대상이 되는 것을 초점의 상향 투사라고 칭할 것이다.
  투사는 원래 그 자체로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상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본고는 위에서 밝혔듯이 설명의 
경제성 및 기존 연구들과의 연속성을 위해 투사라는 개념을 보다 확장시켜 넓은 의
미로 적용하고자 하므로, 이처럼 상향과 하향의 방향성을 반영한 표현을 사용한다.
  본고는 3장에서 초점의 하향 투사의 기제를 밝히고 ‘도’의 통사적 결합관계에 따
른 양상을 살피고, 4장에서는 초점의 상향 투사의 기제를 밝히고 ‘도’의 통사적 결
합관계에 따른 양상을 살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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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의 초점 하향 투사

  본 장에서는 초점의 하향 투사의 기제와 이를 적용한 보조사 ‘도’의 초점의 하향 
투사 양상을 다룬다. 먼저 3.1절에서 초점의 하향 투사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
여 한국어의 ‘도’에의 적용을 시도해볼 것이며 3.2절과 3.3절에서 문장을 주어부와 
술어부로 나누어 주어부에 ‘도’가 결합한 경우와 술어부에 ‘도’가 결합한 경우에 각
각 초점의 하향 투사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필 것이다. 

3.1. 초점의 하향 투사
본고는 2장에서 초점의 투사를 정의하고, 특히 초점의 하향 투사가 그중 어떠한 

부류를 일컫는지에 대해 간단히 다룬 바가 있다. 2장에서 초점의 하향 투사는 초점
사가 직접 결합한 요소의 하위 표현이 초점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나, 초점의 하
향 투사가 가능한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여기서는 기존에 이뤄졌던 초
점의 하향 투사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다 자세히 살피며, 이를 한국어에 적용하여 
‘도’의 초점의 하향 투사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1.1. 성분통어 제약

성분통어(c-command)는 Lees & Klima(1963), Jackendoff(1972) 등의 연구에
서 다뤄졌던 통사론적 개념으로, Reinhart(1976)에 의해 'c-command'라고 명명되
었다.14) Reinhart(1976:32)에서 성분통어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1) 노드 A는 노드 A와 노드 B가 서로를 지배하지 않으며 노드 A를 지배하는 첫 

14) Lees & Klima 에서는 ‘in construction with’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Reinhart는 Langacker의 
‘command’ 개념을 적용하여 이를 ‘c-command’라고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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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분지가 노드 B를 지배할 때 노드 B를 성분통어 한다.
Node A c-commands node B if neither A nor B dominates the other and 
the first branching node which dominates A dominates B.

성분통어는 Jackendoff(1972), Reinhart(1976)에서 초점사와도 관련하여 연구되
었는데, 초점사의 성분통어 영역 아래에 있는 성분만이 초점사의 초점 대상이 될 수 
있는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Jackendoff(1972:248-251)에서는 영어의 두 초점
사 ‘even, only’의 초점 결정을 논하며 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품사분류 상 부사에 속하여 한국어에서 보조사인 ‘도’와는 통사적 구조나 결
합 양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으나, Jackendoff(1972)에서 초점 결정의 
규칙을 도출해낸 과정은 한국어에서 ‘도’의 초점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참고
할 만하다.15)

Jackendoff(1972:248-249)에서는 초점사 ‘even’의 위치에 따라 가능한 초점 대
상을 아래의 (2)~(5)와 같이 나열했다.

(2) ok JOHN even gave his daughter a new bicycle.
ok                    DAUGHTER

     ok                 HIS
     ok                               NEW
     ok                                    BICYCLE
     ok            GAVE
(3) ok Even JOHN gave his daughter a new bicycle.

*      GAVE
*                 HIS
*                      DAUGHTER
*       NEW
*      BICYCLE

15) 최규련(2001)은 한국어의 초점사 ‘역시’와 ‘도’를 함께 연구하고 있다. ‘역시’는 부사이기에 ‘도’
보다 위치가 자유로워 ‘도’와는 다른 통사적 양상을 보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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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OHN gave even his daughter a new bicycle.
*   GAVE
ok              HIS
ok                   DAUGHTER
* NEW
* BICYCLE

(5) * JOHN gave his daughter even a new bicycle.
*   GAVE
*              HIS
*                   DAUGHTER
ok NEW
ok BICYCLE

‘even’은 기본적으로 그것에 후행하는 성분을 초점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2)~(5)에서 볼 수 있듯이 ‘even’은 문장 내의 다양한 요소를 초점화할 수 있다. 
(2)에서 문장 내의 모든 요소가 초점화될 수 있는 것과 달리, (3)~(4)에서는 
‘even’이 결합한 위치가 이동함에 따라 초점화될 수 있는 요소들이 제약적으로 나타
났다. Jackendoff(1972:249)에서는 이를 통해 ‘even’의 초점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
은 일반적인 규칙을 제시한다.

(6) even이 노드 X에 의해 직접 지배된다면, X와 X에 의해 지배되는 모든 노드들
은 even의 초점 대상이 될 수 있다.
If even is directly dominated by a node X, X and all nodes dominated by X 
are in the range of even.

이러한 규칙을 통해 (3)~(5)에서의 초점 대상과 관련된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
다. (3)에서 (5)까지의 경우 ‘even’은 모두 기본적으로는 그것에 바로 후행하는 명
사구를 초점화하는데, 명사구 안의 요소들도 각각 초점화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6) (2)의 경우에는 문장 내의 모든 요소들이 초점화될 수 있는데, 이는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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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장에 직접 결합한 것으로 분석하여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초점사인 ‘just, only’
가 주어에 후행했을 때 주어를 초점화할 수 없는 것과 비교했을 때, ‘even’은 이들
과 달리 문장 전체에 직접 결합하여 그 구성요소들을 초점화할 수 있는 것으로, 주
어 역시 초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초점사
의 통사적 위치와 관련하여 가능한 초점 대상을 한정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inhart(1976)도 성분통어의 개념을 통해 초점사의 초점 성분 결정을 설명하고
자 했다. Jackendoff(1972)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초점사의 성분통어 영역 내에 있
는 성분만이 초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때 가능한 여러 초점 대상들 중 
최종적으로 초점을 결정하는 것은 문장 내의 강세의 역할이라는 것이 
Reinhart(1976)의 주장이다.
  이와 같이 영어에 대해 이루어진 성분통어 제약에 대한 논의는 초점의 하향 투사
와 직접 관련된다. 초점사가 결합하는 성분뿐 아니라 그것의 하위 요소들 역시 초점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위의 (4)와 (5) 예문의 경우, ‘even’이 
직접 결합한 대상은 각각 ‘even’에 바로 후행하는 명사구인 ‘his daughter’와 ‘a new 
bicycle’이다. 그러나 이때 ‘even’은 이 명사구 전체를 초점화하는 것 외에도 각각의 
내부 요소인 ‘his’, ‘daughter’, ‘new’, ‘bicycle’도 초점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이것이 
본고에서 다루는 초점의 하향 투사의 개념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의 초점사를 대상으로 초점의 하향 투사와 관련하여 직접 이루어진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임동훈(2004)에서 ‘만’의 초점 대상을 논하며 성분통어 영역에 대
한 언급이 나오긴 하지만, 이때의 언급은 하향 투사가 아닌 상향 투사와 관련된 것
으로, 하향 투사에 대한 언급은 따로 이뤄지지 않았다. 임동훈(2004:145)에서는 
‘만’의 작용역이 담화 맥락에 따라 선행어에서 선행어의 성분통어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보조사에 직접 결합한 성분을 포함한 통사적
으로 보다 상위의 성분을 초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언급이기에, 본고의 4장에
서 논하게 될 상향 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민(2013)에서도 임동

16) (5)에서는 ‘new’와 ‘bicycle’이 각각 초점화될 수 있다는 것만 제시되고 명사구인 ‘a new 
bicycle’이 통째로 초점화될 수 있다는 것은 제시되지 않았다. 실제로 (5)의 경우에는 ‘new’, 
‘bicycle’, ‘a new bicycle’의 세 초점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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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2004)의 논의를 언급하며 ‘만’의 초점이 선행어의 성분통어 영역 내에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는 초점 투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역시 초점의 상향 투사만을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영어의 초점사를 대상으로 한 성분통어 제약을 검토하며 이것이 초점의 
하향 투사 개념과 관련되는 것임을 살폈다. 영어에서 초점사는 직접 결합한 요소 전
체뿐 아니라 그것의 성분통어 영역 아래 있는 성분들도 초점으로 만들 수 있었다. 
3.1.2절에서는 한국어의 경우에 초점의 하향 투사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3.1.2. ‘도’의 초점 하향 투사 양상

  3.1.1절에서 언급한 영어의 초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한국어의 ‘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도’는 품사분류 상 보조사
로서 통사적 결합 위치에서 부사인 ‘even’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
과 같은 예를 분석해 볼 때, 한국어의 ‘도’의 초점 결정에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8) ㄱ. 착하기도 한 희연이는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줬다. 
ㄴ. 착한 희연이도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줬다.
ㄷ. 착한 희연이는 평양냉면에도 관련된 책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줬다.
ㄹ. 착한 희연이는 평양냉면에 관련되기도 한 책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줬다.
ㅁ. 착한 희연이는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줬다.
ㅂ. 착한 희연이는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을 서연이에게도 가져다 줬다.
ㅅ. 착한 희연이는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을 서연이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다.

(8ㄱ~ㅅ)은 ‘착한 희연이는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줬다’라는 
문장의 ‘도’가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위치에 각각 ‘도’를 삽입한 것이다. 2.3절의 논의
를 따라 ‘도’가 구의 층위에 결합한다고 보아 각각의 경우에 ‘도’가 결합한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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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한 후, 내부에서 초점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9) ㄱ. 착하기도 한 희연이는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줬다. 
   → 착한
ㄴ. 착한 희연이도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줬다.

→ 착한, 희연이, 착한 희연이
ㄷ. 착한 희연이는 평양냉면에도 관련된 책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줬다.

→ 평양냉면에
ㄹ. 착한 희연이는 평양냉면에 관련되기도 한 책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줬다.

→ 평양냉면에, 평양냉면에 관련된, 관련된
ㅁ. 착한 희연이는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줬다.

→ 평양냉면에, 평양냉면에 관련된, 관련되-,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 ...
ㅂ. 착한 희연이는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을 서연이에게도 가져다 줬다.

→ 서연이에게
ㅅ. 착한 희연이는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을 서연이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다.

→ 평양냉면에, 평양냉면에 관련된, 관련되-,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 서연이
에게,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을 서연이에게,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을 서
연이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다, ...

 
(9)에서 볼 수 있듯이, ‘도’ 역시 그것이 직접 결합한 성분 내의 요소들도 초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로 인해 (9ㅅ)의 경우는 엄청난 가짓수의 해석이 발생한다. (9ㅅ)
에서 ‘도’가 결합한 성분 내의 요소들은 ‘평양냉면에’, ‘관련되-’, ‘책’, ‘서연이에게’, 
‘가져다 주-’로 총 5개이다. 만약 이 5개의 요소들이 각각 하나씩, 그리고 이들 중 
2개, 3개, 4개, 5개의 조합이 모두 초점이 가능하다면, 산술적으로만 계산했을 때 
5C1+5C2+5C3+5C4+5C5로 총 31가지의 경우나 가능하게 된다.
  이렇듯 너무나도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3.2절과 3.3절에서 
문장을 주어부와 술어부로 나누고, 각 경우에도 관형어, 주어, 보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등 어떠한 성분에 ‘도’가 결합하느냐에 따라 나누어 보다 면밀하게 ‘도’가 초
점화할 수 있는 대상을 살피고 그 정확한 양상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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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의 ‘도’가 어떠한 초점의 하향 투사 양상을 보이는지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3.2. 주어부에서의 ‘도’의 초점 하향 투사
본 절에서는 보조사 ‘도’가 문장의 주어부에 결합한 경우에, 어떠한 초점의 하향 

투사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핀다. 주어부에는 필수적으로 명사구인 주어가 요구되
며, 관형어가 수의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관형어가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
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어떠한 하향 투사의 양상을 보이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우선 3.2.1절에서는 관형어에 직접 ‘도’가 결합한 경우에 대해, 그리고 3.2.2절에서
는 주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3.2.1. 관형어에 결합하는 ‘도’의 초점 하향 투사

관형어는 문장 성분의 하나로, 체언류 앞에서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
어에서 관형어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관형사에 의해 실현될 수 
있고, 체언에 속격조사 ‘의’가 결합한 체언의 속격형으로 실현될 수 있고, 용언에 관
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형태로 실현될 수도 있다. 그러나 관형사와 속격형에는 ‘도’가 
직접 결합할 수 없어, 용언의 관형형에 ‘도’가 결합한 경우에만 관형어+‘도’의 경우
를 관찰할 수 있다. 용언의 관형형에도 ‘도’는 직접 결합할 수 없으나, 2.3절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기도 하-’가 의미적으로 관형구에 결합한 후 관형형 어미를 후행
시키는 방식으로 실현하여 ‘착하기도 한 희연이’와 같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한국어의 관형형 어미로는 ‘-(으)ㄴ, -는, -(으)ㄹ, -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관형어에 ‘도’가 결합한 예문과 각각의 경우에 ‘도’가 초점으로 할 수 있는 요소들
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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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ㄱ. 승무에게 주기도 했던 과자가 아직 집에 잔뜩 있다.
→ [승무에게], [주-], [승무에게 줬던]

ㄴ. 조그마하기도 한 강아지가 자고 있었다.
→ [조그마한]

ㄷ. 오윤이가 읽기도 할 책이 방금 도착했다.
→ [오윤이], [읽-], [오윤이가 읽을]

ㄹ. 웃기도 하는 인형이 만들어졌다.
→ [웃는]

2.3절에서 제시했듯이, 용언의 관형형에는 ‘도’가 직접 결합할 수 없어 통사적 장치
인 ‘-기도 하-’ 구성이 실현되며, 본고는 이때 ‘도’가 의미적으로 관형구에 결합해 
있다고 본다. 각 경우를 살펴보면, 관형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에, 관형어 전체를 
초점으로 삼을 수도 있으며, 관형구 내부의 요소들 역시 개별적으로 초점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관형형 어미의 종류는 초점의 결정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
다. 아래의 (11)을 통해 (10ㄷ)의 각 초점 대상이 어떠한 맥락의 경우인지 확인해
볼 수 있다.

(11) 오윤이가 읽기도 할 책이 방금 도착했다.
ㄱ. [오윤이]: 윤정이가 읽기도 할 것이고 오윤이가 읽기도 할 책이 방금 도착

한 경우
ㄴ. [읽-]: 오윤이가 읽기도 하고 제본하기도 할 책이 방금 도착한 경우
ㄷ. [오윤이가 읽을]: 오윤이가 읽기도 하고 제희가 빌려가기도 할 책이 방금 

도착한 경우

(10ㄱ)은 (10ㄷ)과 달리 관형절 내에 부사어가 있는 경우인데, 이때에도 (10ㄷ)과 
마찬가지로 문제없이 내부의 요소들을 모두 개별적으로 초점으로 만들 수 있다.
  관형어는 술어부 내부의 체언들인 목적어나 보어도 수식할 수 있다. 이때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로 관형어 자체, 그리고 내부의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초점화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되어, 3.3절에서는 따로 관형어만의 경우를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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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주어에 결합하는 ‘도’의 초점 하향 투사

관형어는 문장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따라서 주어+‘도’의 경우를 살피기 위
해서는, 관형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관형어가 존재하는 경우를 각각 나누어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관형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예문을 들면 아래와 같다.

(12) ㄱ. 지원이도 기숙사에 살고 있다.
ㄴ. 민재와 세진이도 내일 오기로 했다.
ㄷ. 민재와 세진이도 내일 만나기로 했다.

(12ㄱ)의 경우는 ‘도’가 직접 결합한 주어인 ‘지원이’가 단일한 요소로 구성되어 있
어, 본고에서 다루는 초점의 하향 투사와 관련하여 논의할 사항이 따로 없다. 그러
나 (12ㄴ, ㄷ)의 경우는 조사인 ‘와’를 통해 ‘민재’와 ‘세진이’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
인데, 이때의 경우는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
  (12ㄴ)에 사용된 ‘와’는 접속조사로서의 ‘와’로, 이때의 ‘와’는 생략되거나 혹은 
‘도’로 대체될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민재’와 ‘세진이’가 각각 초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12ㄷ)에 사용된 ‘와’는 공동격 조사로서의 ‘와’로, 이때는 ‘민재와 세진이’가 
따로 초점이 될 수 없으며, 한 덩어리로서 의미적 역할을 하게 된다. 
  관형어가 존재하는 경우의 예문과 각각의 경우에서 ‘도’가 초점화할 수 있는 요소
들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13) ㄱ. 승무에게 준 과자도 아직 집에 잔뜩 있다.
→ 승무에게, 주-, 승무에게 준, 과자, 승무에게 준 과자

ㄴ. 조그마한 강아지도 자고 있었다.
→ 조그마한, 강아지, 조그마한 강아지

ㄷ. 오윤이가 읽을 책도 방금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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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이, 읽-, 오윤이가 읽을, 책, 오윤이가 읽을 책
ㄹ. 웃는 인형도 만들어졌다.

→ 웃는, 인형, 웃는 인형

(13)의 예문들은 (10)에서 제시했던 예문들의 ‘도’를 주어 뒤에 결합시킨 경우이다. 
이때 ‘도’는 명사구인 주어부 전체에 결합하는데, 각각의 경우를 보면, 관형어 내부
의 각각의 요소들이나 관형어 전체, 주어 단독, 그리고 주어부 전체가 모두 초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아래와 같이 검증해볼 수 있다.

(14) ㄱ. 승무에게
→ (준영이에게 뿐 아니라) 승무에게 준 과자도 아직 집에 잔뜩 있다.

ㄴ. 주-
→ (판 것뿐 아니라), 승무에게 준 과자도 아직 집에 잔뜩 있다.

ㄷ. 승무에게 준
→ (지예가 만든 것뿐 아니라), 승무에게 준 과자도 아직 집에 잔뜩 있다.

ㄹ. 승무에게 준 과자
→ (소진이가 직접 구운 빵뿐 아니라), 승무에게 준 과자도 아직 집에 잔뜩 

있다.
ㅁ. 과자

→ (빵뿐 아니라), 승무에게 준 과자도 아직 집에 잔뜩 있다.

이처럼 관형어가 관형형 어미를 통해 실현되었을 경우, 관형어 내부의 요소들, 관형
어 전체, 주어, 주어부 전체가 모두 초점이 된다. 이들 중 주어부 전체를 초점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초점의 하향 투사에 해당한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주어에 ‘도’가 결합하는 경우는 관형어가 관형사나 체언에 속격 조사 ‘의’가 
결합한 형태로도 실현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예문들을 확인해볼 수 있다.

(15) ㄱ. 헌 가방도 여전히 보관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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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가방, 헌 가방
ㄴ. 오윤이의 책도 방금 도착했다.

→ 오윤이의, 책, 오윤이의 책

  위에서 볼 수 있듯, 관형사가 결합한 경우나 체언에 속격 조사 ‘의’가 결합한 경우
에도 관형어, 주어 단독, 주어부 전체가 모두 ‘도’의 초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15ㄴ)에서 ‘책’만이 초점이 된다면, 오윤이의 책이 아닌 다른 무언가, 가령 가방도 
함께 도착한 맥락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관형어가 있는 경우의 주어부에서는, ‘도’가 결합했을 때 관형어 내부의 요
소들, 주어 단독, 주어부 전체가 초점이 될 수 있으며, 이들 중 관형어 내부의 요소
들 혹은 주어가 단독으로 초점이 되는 것은 본고의 초점의 하향 투사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3.3. 술어부에서의 ‘도’의 초점 하향 투사
본 절에서는 보조사 ‘도’가 문장의 술어부에 결합한 경우의 초점의 하향 투사 양

상을 살핀다. 술어부에는 필수적으로 서술어가 요구되며, 서술어가 요구하는 논항에 
따라 보어나 목적어, 그리고 필수적 부사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도’가 보어·목적어에 결합한 경우, 부사어에 결합한 경우와, 동사구 전체에 결합한 
경우를 들어 ‘도’의 초점 하향 투사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3.3.1. 보어·목적어에 결합하는 ‘도’의 초점 하향 투사

3.3.1.1. 보어에 결합하는 ‘도’의 초점 하향 투사

한국어에서 보어는 ‘되다’나 ‘아니다’가 서술어로 쓰일 때 요구되는 문장 성분으
로, 체언에 조사 ‘이/가’가 붙은 형태로 실현된다. 그러나 보어도 맥락에 따라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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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도’가 결합한 형태로 실현될 수 있는데, 가령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 수 있다. 

(16) ㄱ. 나는 3반도 아니다.
→ 3반

ㄴ. 병훈이는 은행원도 되고 싶어한다.
→ 은행원

ㄷ. 내가 찾는 책은 짙은 빨간색도 아니다.
→ 짙은, 빨간색, 짙은 빨간색

ㄹ. 동훈이는 훌륭한 선생님도 될 수 있다.
→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선생님

(16ㄱ, ㄴ)에서 볼 수 있듯이, 관형어가 결합하지 않은 경우 보어는 ‘도’에 의해 직
접 초점 대상이 될 수 있다. (16ㄷ, ㄹ)의 경우와 같이 관형어가 있는 경우에도, 관
형어, 보어, 관형어와 보어의 결합 전체를 초점으로 할 수 있다.
  (16ㄹ)의 예문을 다시 가능한 초점 대상에 따른 의미를 통해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다.

(17) 동훈이는 훌륭한 선생님도 될 수 있다.
ㄱ. 훌륭한: 동훈이가 훌륭한 선생님도, 인기 있는 선생님도 될 수 있는 경우
ㄴ. 선생님: 동훈이가 훌륭한 선생님도, 훌륭한 아빠도 될 수 있는 경우
ㄷ. 훌륭한 선생님: 동훈이가 훌륭한 선생님도, 멋진 배우도 될 수 있는 경우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에도 초점의 하향 투사가 발생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7)의 경우를 보면 (17ㄷ)은 ‘도’가 직접 결합한 명사구 전
체가 초점이 되는 경우이지만, (17ㄱ)과 (17ㄴ)은 명사구의 하위 요소들인 관형어
와 명사가 각각 초점이 되는 경우로, 초점의 하향 투사에 해당한다.

3.3.1.2. 목적어에 결합하는 ‘도’의 초점 하향 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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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어는 타동사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으로, 타동사의 행위의 대상으로 정
의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목적격 조사 ‘을/를’을 통해서 실현되지만, 보어와 마찬
가지로 보조사인 ‘도’를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아래 (18) 예문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8) ㄱ. 민식이는 통계도 공부했다.
→ 통계

ㄴ. 웅재는 직접 디자인한 포스터도 보여줬다.
→ 직접, 직접 디자인한, 디자인하-, 포스터, 직접 디자인한 포스터

(18)에서 볼 수 있듯이 목적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에도 역시 초점의 하향 투사을 
보인다. 우선 (18ㄱ)과 같이 목적어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목적어만이 ‘도’
의 초점 대상이 될 수 있다. (18ㄴ)은 목적어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는 경우인데, 
이때 역시 관형어의 내부 요소들, 목적어 단독, 그리고 명사구 전체가 초점이 될 수
는 있다. (18ㄴ)의 각 가능한 초점 대상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가능한지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19) 웅재는 직접 디자인한 포스터도 보여줬다.
ㄱ. 직접: 웅재가 직접 디자인한 포스터도, 회사동료가 디자인한 포스터도 보여

준 경우
ㄴ. 직접 디자인한: 웅재가 직접 디자인한 포스터도, 인터넷에서 구한 포스터도 

보여준 경우
ㄷ. 디자인 하-: 웅재가 직접 디자인한 포스터도, 직접 빌려온 포스터도 보여준 

경우
ㄹ. 포스터: 웅재가 직접 디자인한 포스터도, 직접 디자인한 월페이퍼도 보여준 

경우
ㅁ. 직접 디자인한 포스터: 웅재가 직접 디자인한 포스터도, 회사에서 제공한 

브로슈어도 보여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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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ㅁ)은 ‘도’가 직접 결합한 성분이 초점이 되는 것이나, (19ㄱ~ㄹ)은 그 하위 요
소들이 초점 대상이 되는 경우이다. 이처럼 보어·목적어의 경우에 초점의 하향 투사
의 양상을 확인해볼 수 있다.

3.3.2. 필수적 부사어에 결합하는 ‘도’의 초점 하향 투사

한국어에는 필수적으로 부사어를 요구하는 용언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영어 
등에서 간접목적어로 기술되는 요소가 한국어에서는 부사어를 통해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닮다’와 같이 서술어에 의해서 목적어와 부사어가 비교되는 경우가 존재한
다. 아래와 같은 예문들을 들 수 있다.

(20) ㄱ. 다현이는 성진이에게도 사탕을 건넸다.
→ 성진이에게

ㄴ. 희진이는 희재와도 닮았다.
→ 희재와

ㄷ. 저 아이는 머리가 좋게도 보인다.
→ 머리, 좋-, 머리가 좋게

(20ㄱ, ㄴ)의 경우는 부사어가 초점이 되어 각각 {경일이에게, 혜경이에게, ...}와 
{덕길이와, 연주와, ...}를 대안집합으로 도입한다. 이 경우는 ‘도’에 결합한 부사어
가 직접 초점 대상이 되는 경우로 초점 투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단 (20ㄷ)은 부
사절이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로, 부사절 내의 요소들에도 ‘도’가 결합할 
수 있다. 각각의 경우를 맥락과 함께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1) 저 아이는 머리가 좋게도 보인다.
ㄱ. 머리: 저 아이는 머리가 좋게도, 성격이 좋게도 보인다.
ㄴ. 좋-: 저 아이는 머리가 좋게도, 나쁘게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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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머리가 좋게: 저 아이는 머리가 좋게도, 착하게도 보인다.

(21ㄷ)은 ‘도’가 결합한 부사구가 직접 초점 대상이 되는 경우이지만, (21ㄱ)과 (21
ㄴ)은 부사절 내의 요소들이 초점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부사어에 ‘도’가 결합할 
경우, 부사어의 내부 요소들에 초점 하향 투사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3.3.3. 서술어에 결합하는 ‘도’의 초점 하향 투사

3.3.3.1. 1항 술어에 결합하는 ‘도’의 초점 하향 투사

1항 술어는 주어만을 필수적인 문장 성분으로 요구하는 서술어로, 자동사들이 일
반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용언의 어간에는 ‘도’가 직접 결합할 수 없으므로, 동사구
에 통사적 장치 ‘-기도 하-’가 결합하여 동사구를 초점으로 만든다. 앞에서 간략하
게 언급했듯 이때 명사형 어미가 ‘-기’가 아닌 ‘-(으)ㅁ’이 선택될 경우에는 양상이 
다른데, 이때는 후행하는 용언이 ‘하-’가 아닌 다양한 용언이 올 수 있게 된다. 아
래의 예를 통해 이를 확인해볼 수 있다.

(22) ㄱ. 동주가 밥을 먹었기도 하다.
ㄴ. 동주가 밥을 먹었음도 확인된다.

(22ㄴ)의 경우 명사형 어미가 ‘-기’가 아닌 ‘-(으)ㅁ’으로 실현된 경우인데, 이때는 
‘하-’가 후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2ㄱ)과 (22ㄴ)은 문장의 통사적 구조에도 차
이를 보이게 되는데, (22ㄱ)의 경우에는 ‘밥을 먹었다’라는 동사구에 의미적으로 
‘도’가 결합하기 위해 ‘-기도 하-’의 통사적 장치를 활용한 것으로 ‘동주’가 문장의 
주어의 역할을 하지만, (22ㄴ)의 경우에는 ‘동주가 밥을 먹었음’이라는 명사절이 문
장 전체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으)ㅁ’의 명사형 어미에 ‘도’가 결합한 
경우에는 이것이 전체 문장에서 더 이상 서술어의 역할을 하지 않고 주어나 목적어 
등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절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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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항 술어에 ‘도’가 결합한 예문은 아래와 같이 들 수 있다.

(23) ㄱ. 이 꽃은 아름답기도 하다.
ㄴ. 이 문헌은 중요하기도 하다.
ㄷ. 이 꽃은 매우 아름답기도 하다.
ㄹ. 이 문헌은 한국어의 연구에 중요하기도 하다.

(23ㄱ, ㄴ)은 동사구에 ‘도’가 ‘-기도 하-’의 형태로 직접 결합한 경우로, 각각 {향
기롭다, 깨끗하다, ...}와 {희귀하다, 읽기 난해하다, ...} 등을 대안집합으로 가질 수 
있다. (23ㄷ, ㄹ)의 경우에는 동사구 내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사어들이 존재하는 경
우이다.
  (23ㄹ)의 경우를 들어 이때의 가능한 초점 대상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4) 이 문헌은 한국어의 연구에 중요하기도 하다.
ㄱ. 한국어의: 이 문헌이 한국어의 연구에도, 중국어의 연구에도 중요한 경우
ㄴ. 연구: 이 문헌이 한국어의 연구에도, 한국어의 보존에도 중요한 경우
ㄷ. 한국어의 연구에: 이 문헌이 한국어의 연구에도, 중국어의 재구에도 중요한 

경우
ㄹ. 중요하-: 이 문헌이 한국어의 연구에 중요하기도, 필수적이기도 한 경우
ㅁ. 한국어의 연구에 중요하다: 이 문헌이 비싸기도, 한국어의 연구에 중요하기

도 한 경우

이에서 볼 수 있듯이, 부사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 부사어 전체, 서술어, 그리고 
동사구 전체가 초점이 될 수 있다.17) 동사구 전체가 초점이 되는 (24ㅁ)은 ‘도’가 
직접 결합한 요소가 초점이 되는 경우이며, (24ㄱ~ㄹ)은 초점의 하향 투사를 보이
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17) 부사어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와 서술어만의 조합, 가령 [한국어의 + 중요하-]와 같은 것
은 초점이 될 수 없다. 이는 ‘한국어의 연구에’는 ‘중요하-’와 자매 관계에 있으나, ‘한국어의’나 
‘연구에’는 ‘중요하-’와 자매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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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 2항 술어에 결합하는 ‘도’의 초점 하향 투사

  2항 술어는 주어 외에도 보어나 목적어, 혹은 필수적 부사어를 하나 더 필수적으
로 요구하는 서술어를 말한다. 각각이 있는 문장에서 서술어에 ‘도’가 직접 결합한 
경우를 예문을 들면 아래와 같다.

(25) ㄱ. 병훈이는 은행원이 되고 싶어하기도 한다.
→ 은행원, 되고 싶어하-, 은행원이 되고 싶어한다

ㄴ. 민식이는 통계를 공부하기도 했다.
→ 통계, 공부하-, 통계를 공부했다

ㄷ. 희진이는 희재와 닮기도 했다.
→ 희재와, 닮-, 희재와 닮았다

(25)와 같은 2항 술어들의 경우도 3.3.3.1절에서 1항 술어의 경우를 다뤘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는 ‘-기도 하-’의 통사적 장치를 통해 동사구의 층위에 의미적으로 
결합하는 것으로 본다.
  (25ㄴ)의 예를 들어 초점 대상에 따른 맥락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6) 민식이는 통계를 공부하기도 했다.
ㄱ. 통계: 민식이가 통계를 공부하기도, 보험법을 공부하기도 한 경우
ㄴ. 공부하-: 민식이가 통계를 공부하기도, 가르치기도 한 경우
ㄷ. 통계를 공부했다: 민식이가 통계를 공부하기도, 대학신문 편집장을 하기도 

한 경우

(26ㄴ)의 경우, 앞에서 설명했지만 본고에서는 이때 ‘도’가 ‘공부하기’가 아닌 ‘공부
하-’를 초점화하는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우선 통사적으로는 ‘-기’는 동사구 전체
를 명사구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보문소로, 목적어인 ‘통계를’을 배제한 채 용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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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와만 먼저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의미적으로는 동사구 전체에 ‘도’가 
결합한 것이 통사적 제약으로 인해 ‘-기도 하-’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부하기’가 아닌 ‘공부하-’가 초점이 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
다. 
  (26ㄷ)은 동사구가 직접 초점이 된 것이지만, (26ㄱ, ㄴ)은 동사구의 하위 요소
들이 초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본고의 초점 하향 투사로 볼 수 있다.

3.3.3.3. 3항 술어에 결합하는 ‘도’의 초점 하향 투사

  3항 술어는 일반적으로 주어와 더불어 목적어와 부사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술어를 일컫는다. 가령 ‘주다’와 같은 동사를 3항 술어의 예로 들 수 있다. 3항 술
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의 예는 아래와 같이 들 수 있다.

(27) ㄱ. 다현이는 성진이에게 사탕을 건네기도 했다.
→ 성진이에게, 사탕을, 건네-, 성진이에게 건네-, 성진이에게 사탕을, 사

탕을 건네-, 성진이에게 사탕을 건넸다 
ㄴ. 우혁이는 여자친구를 서정이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 여자친구를, 서정이에게, 소개하-, 여자친구를 서정이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 서정이에게 소개하-, 여자친구를 서정이에게 소개했다

  (27)에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점 대상들 중에, 얼핏 보았을 때 직관적으로 
초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대상도 있다. (27ㄱ)의 ‘성진이에게 건네-’와 (27ㄴ)
의 ‘여자친구를 소개하-’의 경우가 그러한데, 이는 어순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7ㄱ)의 어순을 ‘다현이는 사탕을 성진이에게 건네기도 했다’로 재편할 경
우 두 문장에서 통사구조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지만, ‘성진이에게 건네-’를 초점 대
상으로 하는 것이 어순을 바꾸기 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김
정민(2013)에서는 초점 투사가 어순의 영향을 받아, 목적어와 부사어에 ‘만’이 결합
한 경우에는 서술어에 그것이 인접할수록 더 초점 투사가 용이하게 일어난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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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 바 있는데, 초점의 하향 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순이 초점의 투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27ㄱ)의 가능한 초점 대상들과 그때의 맥락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28) 다현이는 성진이에게 사탕을 건네기도 했다.
ㄱ. 성진이에게: 다현이가 성진이에게도, 희서에게도 사탕을 건넨 경우
ㄴ. 사탕을: 다현이가 성진이에게 사탕도, 과제도 건넨 경우
ㄷ. 건네-: 다현이가 성진이에게 사탕을 건네기도, 택배로 보내기도 한 경우
ㄹ. 성진이에게 건네-: 다현이가 사탕을 성진이에게 건네기도, 우재에게 보내기

도 한 경우
ㅁ. 성진이에게 사탕을: 다현이가 성진이에게 사탕을 건네기도, 다빈이에게 동

화책을 건네기도 한 경우
ㅂ. 사탕을 건네-: 다현이가 성진이에게 사탕을 건네기도, 편지를 쓰기도 한 경

우
ㅅ. 성진이에게 사탕을 건넸다: 다현이가 성진이에게 사탕을 건네기도, 일찍 퇴

근하기도 한 경우

(28ㅅ)은 동사구를 직접 초점 대상으로 삼는 경우지만, (28ㄱ~ㅂ)은 초점의 하향 
투사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3.4. 소결
본 장에서는 ‘도’의 초점 하향 투사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도’의 초점 하향 투사의 양상을 밝히기 위해 영어를 대상으로 논의되었던 

초점사의 성분통어 제약과 그 도출 과정을 살피고, 이를 한국어의 초점사의 경우에 
적용해보았다. 이를 보다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초점사가 올 수 있는 통사적 위치를 
주어부와 술어부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서의 초점 하향 투사 양상을 살펴보았다.

‘도’가 주어부에 올 경우, ‘도’는 관형어에 결합하거나 주어에 결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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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형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에는 관형어의 내부 요소들 혹은 관형어 전체를 초점 
대상으로 할 수 있었다. 주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에는 ‘도’가 주어부 전체에 결합하
여 주어부의 내부 요소들과 주어부 전체를 초점으로 할 수 있었다.

‘도’가 술어부에 올 경우, ‘도’는 ‘-기도 하-’의 통사적 장치를 통해 동사구에 결
합하거나 혹은 동사구의 다른 요소들인 보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등에 결합할 
수 있었다. ‘도’가 보어, 목적어, 부사어에 결합할 경우에는 각각의 구성 요소와 각
각의 전체를 초점 대상으로 할 수 있었으며, ‘도’가 서술어에 직접 결합한 경우에는 
그 영역을 동사구 전체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며 보어, 목적어, 부사어,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 각각과 더불어 각각의 조합, 그리고 동사구 전체를 초점으로 삼을 수도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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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의 초점 상향 투사

본 장에서는 초점의 상향 투사의 기제와 보조사 ‘도’의 초점의 상향 투사 양상을 
다룬다. 초점의 상향 투사는 기존에 연구된 초점 투사 현상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초점 투사 현상과 그 조건을 제시한 
후, 문장을 주어부와 술어부로 나누어 각각의 경우에 ‘도’가 결합했을 때의 초점의 
상향 투사의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4.1. 초점의 상향 투사
초점의 상향 투사는 기본적 초점 대상의 상위 층위에 있는 교점을 초점으로 삼는 

현상을 말한다. 4.1절에서는 어떠한 조건이 초점의 상향 투사에 존재하며 가능한 초
점 상향 투사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따라서 먼저 초점 투사에 대해 
이뤄진 연구들 면밀히 살피고, 초점사에 의한 초점의 상향 투사에 이를 적용해볼 방
법을 강구한다.

4.1.1. 투사와 초점 투사

투사(projection)는 복합 표현을 구성하는 부분 표현의 의미적 속성이 복합 표현
에도 승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중 초점 투사(focus projection)에 대한 논의는 초
점 강세에 중점을 둔 연구인 Selkirk(1984)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했다. 
  Selkirk(1984)에서 제시한 초점 투사의 규칙은 아래와 같다.

(1) 초점 투사(Selkirk 1984)
ㄱ. 강세가 있는 단어는 F-표시된다.(An accented word is F-marked.)
ㄴ. 구의 핵에 대한 F-표시는 그 구의 F-표시를 인허한다.(F-marking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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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d of a phrase licenses the F-marking of the phrase.)
ㄷ. 핵의 내부 논항에 대한 F-표시는 그 핵의 F-표시를 인허한다.(F-marking 

of an internal argument of a head licenses the F-marking of the head.)

한국어에 이러한 초점 투사를 적용시킨 연구로는 김광섭(2002), 김종복(2003), 
김정민(2009) 등을 들 수 있다. 김정민(2009:7)에서 제시한 영어에서의 초점 투사
의 예를 들어보면 그 분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2) [Mary [put [the book] [in [a new [BOX]F]F]F]F]F

box에 주어진 초점이 구 전체인 a new box로 승계된 후, 그 구에서 전치사 in으로 
승계된 후, 전치사구 PP는 put의 내부 논항이기에 다시 이 초점은 VP의 핵인 put으
로, 그리고 다시 VP로, 최종적으로는 문장 전체로 승계된다.
  이때 (1)에서 알 수 있듯이 Selkirk의 초점 투사 이론에 따르면 문장의 핵과 달리 
부가어나 지정어는 초점을 투사할 수 없으며, 주어의 초점 역시 주어가 문장의 핵이 
아니기에 상위 교점으로 투사될 수도 없다. 
  그러나 김정민(2009:7)에 따르면 이러한 초점 투사의 규칙은 한국어에 완벽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가령 김정민(2009:7)에 제시한 아래의 예들은 한국어의 전형적
인 초점 투사 문장들인데, (3ㄱ)은 부가어의 초점이, (3ㄴ)은 주어의 초점이 투사되
고 있는 것이다.

(3) ㄱ. 고물차가 빨리만 달리네. (=고물차가 빨리 달리기만 하네)
ㄴ. 철수만 오면 시합이 잘 돼. (=철수가 오기만 하면 이상하게 시합이 잘 돼. 
(김정민 2009:7)

(3ㄱ)의 문장은 고물차가 느리게는 달리지 않고 빨리만 달린다는 해석도, 즉 ‘만’이 
직접 결합한 대상을 초점 대상으로 하여 초점의 투사를 배제한 해석도 가능은 하겠
으나, 일반적인 해석은 초점 투사가 일어난 해석일 것이다. 즉 고물차가 기대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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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는 달리 빨리 달리기만 한다는 것인데, 최재웅(1996:687-688) 및 임동훈
(2015:343-344) 등에서는 ‘만’의 이러한 경우 역시 맥락상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화자의 마음속의 어떠한 상태가 대안집합의 원소일 수 있기에 대안집합의 관점으로 
해석한 바 있다. (3ㄴ)도 철수 외에 다른 사람들은 오지 않고 오직 철수만이 오는 
경우에 시합이 잘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철수가 오는 경우에는 늘 시합이 
잘 된다는 식으로 초점 투사를 통한 해석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이처럼 기존의 인구어를 대상으로 한 초점 투사 이론은 한국어의 초점사의 초점 
상향 투사를 연구하는 데에 있어 완벽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 본고에서는 4.1.2절에
서 ‘도’의 경우에 초점의 상향 투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전의 연구들을 적용하
여 살펴본 후, 4.2절과 4.3절에서 보다 세부적으로 ‘도’의 초점 상향 투사를 논의한
다.

4.1.2. ‘도’의 초점 상향 투사 양상

4.1.1절에서 검토한 Selkirk(1984)의 이론에 따르면 부가어나 주어가 초점이 될 
경우에는 이 초점이 상위 교점으로 투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김정민(2009)에
서 제시하듯 이것이 한국어에 완벽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데, 이 절에서는 보다 면밀
하게 초점 상향 투사의 양상을 살피도록 하겠다.

아래의 예문은 3.1.1절에서 성분통어 제약의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했던 예
문이다. 이때 <  >는 ‘도’가 직접 결합한 성분의 상위 교점들을 나타낸다.

(4) ㄱ. <<착하기도 한 희연이는>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줬
다.>

ㄴ. <착한 희연이도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줬다.>
ㄷ. <착한 희연이는 <<평양냉면에도 관련된 책>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줬

다.>>
ㄹ. <착한 희연이는 <<평양냉면에 관련되기도 한 책>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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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착한 희연이는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줬다.>>
ㅂ. <착한 희연이는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을 <서연이에게도 가져다 줬

다.>>>
ㅅ. <착한 희연이는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을 서연이에게 가져다 주기도 했다.>

가령 (4ㅁ)의 경우는 ‘도’가 목적어인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에 결합한 경우이다. 
이때 목적어를 포함하는 상위 교점으로는 동사구가 있고, 동사구를 포함하는 상위 
교점으로는 문장 전체가 있다. 각각의 경우가 초점이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맥락을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5) <착한 희연이는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줬다.>>
ㄱ.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줬다>: 착한 희연이가 평양냉

면에 관련된 책을 서연이에게 가져다 주기도 하고, 영화에 관련된 DVD를 
서원에게 빌려주기도 한 경우.

ㄴ. <착한 희연이는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줬다.>: 주말
에 친구들이 각각 한 일을 이야기할 때, 혜빈이는 집에서 부모님과 카레라
이스를 만들어 먹었고, 착한 희연이는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준 경우.

(5ㄱ)과 같은 맥락에서는 (4ㅁ)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5ㄴ)의 맥락에 ‘착
한 희연이는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줬다.’라는 문장을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4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희연이가 평양냉면이 아닌 
함흥냉면에 관한 책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줬거나, 희연이가 서연이에게 다른 것도 
가져다 줬었거나, 혹은 다른 행동도 이미 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즉, 초점 하향 투
사를 통해 ‘도’가 직접 결합한 요소 내의 다른 요소가 초점 대상이 되거나, ‘도’가 직
접 결합한 요소가 바로 초점 대상이 되거나, 혹은 한 층위 위의 상위 교점이 초점 
대상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때 Selkirk(1984)의 규칙을 적용해본다면, ‘도’는 목적어에 결합해 있는 상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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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는 (1ㄷ)에 따라 핵의 내부 논항에 해당하여 동사구를 초점으로 하도록 투사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Selkirk(1984)의 규칙에 따르면 문장
의 핵은 동사구이기 때문에 동사구에 투사된 초점 역시 문장 전체로 투사될 수 있
어야 하는데, 우리의 관찰에서는 이러한 문장 전체로의 투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밝
혀졌다.
  또한 (4ㄴ)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때의 ‘도’는 주어인 ‘착한 희연이’에 결합해 있
는데, 이 초점은 문장 전체로 투사될 수 있다. 그 맥락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6) <착한 희연이도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줬다.>
→ 우리 반 친구들은 모두 알찬 주말을 보낸 듯하다. 희라는 동기들과 함께 백

운호수에 오리백숙을 먹으러 다녀왔고, 착한 희연이도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
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줬다.

이처럼 상위의 담화 맥락이 있을 경우 ‘도’는 문장 전체를 초점으로 하는 것으로 해
석될 수 있다. 상위 담화 맥락이 이렇게 주어진다면 (4ㄴ)의 문장은 추가적인 맥락
이 있지 않는 한 초점이 ‘착한’이나 ‘희연이’, ‘착한 희연이’인 해석을 가질 수는 없
다. 즉 이러한 맥락에서 (4ㄴ)을 발화했을 때, 평양냉면에 관련된 책을 서연이에게 
가져다 준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함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도’가 주
어부에 결합할 때, 그보다 상위 교점인 문장 전체를 초점으로 하도록 초점 상향 투
사가 발생한다.
  (6)과 같은 맥락은 (4ㅅ)에도 적용될 수 있다. (4ㅅ)은 서술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인데, 2.3절에서 밝혔듯이 이때의 ‘도’는 동사구 전체에 ‘-기도 하-’의 통사적 
장치를 통해 결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에서도 ‘도’가 동사구에 결합하여 그보
다 상위 교점인 문장 전체를 초점으로 하도록 초점 상향 투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면 (4ㄴ)과 (4ㅅ)은 초점 상향 투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초점은 직접 결합한 요소만을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고, 3장에서 밝힌 것과 같이 하위의 요소들로 투사할 수도 있기에, (4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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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ㅅ)이 모든 맥락에서 동치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긴 하다.
  위에서 살폈듯이, 한국어에도 초점의 상향 투사가 발생하지만 이는 Selkirk(1984)
에서 제시한 규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않다. (4)~(6)의 분석을 통해서는 초점 투
사가 ‘도’가 직접 결합한 성분을 포함한 단 한 층위 위의 상위 교점으로만 이뤄질 
수 있다고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는데, 본고에서는 4.2절과 4.3절에서 주어부와 술
어부에 ‘도’가 부착되는 경우를 보다 세부적으로 나누어 관찰하여 이러한 가설을 검
증해보고자 한다.

4.2. 주어부에서의 ‘도’의 초점 상향 투사
본 절에서는 주어부에 ‘도’가 결합한 경우의 초점 상향 투사를 살핀다. 4.1절에서 

본고는 Selkirk(1984)의 초점 투사 현상이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살피고, 한국어의 초점사와 관련한 초점 투사는 그것이 직접 결합한 성분을 포
함한 단 한 층위 위의 상위 교점으로만 이뤄질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워보았다. 4.2절
에서는 따라서 관형어에 ‘도’가 부착되는 경우, 그리고 주어에 ‘도’가 직접 부착되는 
경우를 통해 이러한 가설을 검증해보도록 하겠다.

4.2.1. 관형어에 결합하는 ‘도’의 초점 상향 투사

앞에서 이미 다뤘지만, 한국어에서 관형어에 ‘도’가 붙기 위해서는 ‘-기도 하-’의 
통사적 장치가 필요하다. 3.2.1절에서 들었던 예문들을 다시 가져오면 아래와 같다.

(7) ㄱ. <<승무에게 주기도 했던 과자가> 아직 집에 잔뜩 있다.>
ㄴ. <<조그마하기도 한 강아지가> 자고 있었다.>
ㄷ. <<오윤이가 읽기도 할 책이> 방금 도착했다.>
ㄹ. <<웃기도 하는 인형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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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부에 나타나는 관형어를 포함하는 바로 한 층위 위의 상위 교점은 주어부가 될 
것이고, 그보다 한 층위 위의 상위 교점은 문장 전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는 (7ㄱ~ㄹ)의 경우에, 주어부를 초점으로 하는 경우와 문장 전체를 초점으로 하는 
경우가 각각 맥락이 주어진다면 가능한지를 검토함으로써, 부가어에 ‘도’가 결합했을 
때의 초점 투사 양상과 한 층위를 넘어서는 층위까지의 초점 투사가 가능한지의 여
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7ㄱ)의 경우를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다.

(8) 승무에게 주기도 했던 과자가 아직 집에 잔뜩 있다.
ㄱ. <승무에게 주기도 했던 과자가>: 집에 승무에게 줬던 과자도 잔뜩 있고, 

안 읽은 책도 잔뜩 있는 경우 
ㄴ. <승무에게 주기도 했던 과자가 아직 집에 잔뜩 있다.>: 집이 더러운 이유

에 대해서, 주방세제가 다 떨어져서 설거지가 밀렸고, 승무에게 줬던 과자
가 아직 집에 잔뜩 있기도 한 경우

(8ㄱ)은 주어부가 초점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맥락, (ㄴ)은 문장 전체가 초
점이 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맥락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7
ㄱ)의 문장을 통해서는 나타낼 수 없는 의미로 보인다. 가령 (8ㄴ)의 맥락은 경우, 
과자에 승무에게 줬었다는 것 외에 다른 속성이 있거나 승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게도 같은 과자를 줬던 경우에 (7ㄱ)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전자는 ‘도’가 결합한 
관형구이며, 후자는 초점의 하향 투사임을 알 수 있다.
  이는 (7ㄴ~ㄹ)도 마찬가지이다. 가령 (7ㄹ)에서 주어부 전체인 ‘웃기도 하는 인
형’이 초점이 되어 문장이 해석될 수는 없다. 그 경우에는 ‘웃는 인형’ 외에도 다른 
것이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7ㄹ)을 통해서 함의되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것이
다.
  따라서 관형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에는 초점의 상향 투사가 불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관형어는 부가어에 해당하기에, 4.1.1절에서 Selkirk(1984)가 제시한 바와 
같이 초점이 투사되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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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서 상향 투사 제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관형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 
상향 투사가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2.2. 주어에 결합하는 ‘도’의 초점 상향 투사

주어에 ‘도’가 결합하는 경우는 관형어가 존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
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관형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3.2.2절에서 다
뤘었던 예문들을 다시 가져오면 아래와 같다.

(9) ㄱ. <지원이도 기숙사에 살고 있다.>
ㄴ. <민재와 세진이도 내일 오기로 했다.>
ㄷ. <민재와 세진이도 내일 만나기로 했다.>

언급했던 것과 같이, 주어부를 포함하는 상위 교점으로는 문장 전체가 있다. 따라서 
(9ㄱ~ㄷ)의 예문들이 담화 맥락에 따라 문장 전체를 초점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관형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주어에 ‘도’가 결합했을 때에는 초점의 
상향 투사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9ㄱ~ㄷ)이 각각 문장 전체를 초점으로 하는 해석을 갖도록 맥락을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10) ㄱ. <지원이도 기숙사에 살고 있다.>
→ 가족 구성원들이 다 따로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화하는 중에, 지원이

도 기숙사에 살고 있다고 언급하는 경우
ㄴ. <민재와 세진이도 내일 오기로 했다.>

→ 내일의 저녁식사 준비가 바빠질 것이라 경고하며 그 이유에 대해 대화하
는 중에, 민재와 세진이도 내일 오기로 했다고 언급하는 경우 

ㄷ. <민재와 세진이도 내일 만나기로 했다.>
→ 반에서 싸웠던 친구들이 내일 동시에들 화해를 하는 상황이 신기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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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나누는 중에, 정민이와 상욱이가 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민재와 
세진이도 내일 서로 만나기로 했다고 언급하는 경우

(10ㄱ~ㄷ)에서 볼 수 있듯이, (9ㄱ~ㄷ)의 문장들은 모두 자연스럽게 초점의 상향 
투사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다뤘던 주어부에 관형어가 존재하는 경우의 예문들을 다시 가져오면 아래
와 같다.

(11) ㄱ. <승무에게 준 과자도 아직 집에 잔뜩 있다.>
ㄴ. <조그마한 강아지도 자고 있었다.>
ㄷ. <오윤이가 읽을 책도 방금 도착했다.>
ㄹ. <웃는 인형도 만들어졌다.>

(11)의 예문들은 모두 주어부에 ‘도’가 결합한 경우이기에, (11)의 예문들도 (10)의 
예문들과 마찬가지로 문장 전체를 초점으로 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면 초점의 상향 
투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11ㄱ~ㄹ)이 각각 문장 전체를 초점으로 하는 해석을 갖도록 맥락을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12) ㄱ. <승무에게 준 과자도 아직 집에 잔뜩 있다.>
→ 이사를 가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많다고 투덜대는 상황에서, 승무에게 

준 과자도 아직 집에 잔뜩 있다고 언급하는 경우
ㄴ. <조그마한 강아지도 자고 있었다.>

→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쬐는 일요일 오후 고요한 풍경에 감탄하며 집의 마
당에 조그마한 강아지도 한 마리 자고 있다고 언급하는 경우

ㄷ. <오윤이가 읽을 책도 방금 도착했다.>
→ 집에 일찍 가야 하는 이유를 제시하며, 오윤이가 읽을 책이 방금 택배로 

집에 도착했다고 제시하는 경우
ㄹ. <웃는 인형도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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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과 점점 유사한 사물들이 탄생하는 것들에 대해 이
야기하며, 웃는 인형이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언급하는 경우

(12)에서 볼 수 있듯이, (11ㄱ~ㄹ)의 모든 문장들은 적절한 담화 맥락이 주어질 경
우 문장 전체를 초점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주어부에 ‘도’가 부착된 
경우에는 관형어의 존재와 무관하게 문장 전체로의 초점 상향 투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4.2.3. 주제문의 주어에 결합하는 ‘도’의 초점 상향 투사

  한국어에는 흔히 이중 주어문, 혹은 주격 중출문이라고 부르는 주어가 두 번 등장
하는 문장들이 존재한다. 특히 이중 주어문 중에서 주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문
장들이 있는데, 문장이 ‘[주제어+[주어+서술어]]’의 구조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중 주어문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으나, 이러한 주제문에서 주제
어에 ‘도’가 결합하는 경우와 주어에 ‘도’가 결합하는 경우를 비교해본다면 본고의 
가설을 검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 그보다 
한 층위 위의 교점은 ‘주어+서술어’가 되고, 이보다 한 층위 더 위의 교점이 주제어
를 포함한 문장 전체가 되는데, 만약 주어에 ‘도’가 부착되었을 때 ‘주어+서술어’의 
층위까지만 초점 투사가 발생한다면, 본고의 가설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제어가 있는 문장을 예로 들면 아래와 같다.

(13) ㄱ. <하민이는 <동생도 학교에 결석했다.>>
ㄴ. <하민이도 동생이 학교에 결석했다.>
ㄷ. <정우는 <애인도 손이 크다.>>
ㄹ. <정우도 애인이 손이 크다.>

(13ㄱ, ㄷ)은 주제가 있는 이중 주어문에서 주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이고, (13ㄴ, 
ㄹ)은 주제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이다. 주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 상위의 교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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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서술어’와 문장 전체가 있고, 주제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 상위의 교점은 문
장 전체가 있다. 각각의 경우가 초점이 되도록 맥락을 부여해보면 아래와 같다.

(14) ㄱ. 하민이는 동생도 학교에 결석했다.
① 주어+서술어: 하민이가 요새 걱정이 많은데, 동생이 학교에 결석한 것도 

그 원인 중 하나인 경우
② 문장 전체: 동아리 부원들이 요새 걱정이 많은데, 하민이는 동생이 학교

에 결석한 경우
ㄴ. 하민이도 동생이 학교에 결석했다.

① 문장 전체: 동아리 부원들이 요새 걱정이 많은데, 하민이는 동생이 학교
에 결석한 경우

ㄷ. 정우는 애인도 손이 크다.
① 주어+서술어: 정우의 주변 사람들이 신체적 특이사항이 있는데, 애인이 

손이 큰 것도 그중 하나인 경우
② 문장 전체: 동아리 부원들이 주변 사람들의 신체적 특이사항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정우는 애인이 손이 큰 경우
ㄹ. 정우도 애인이 손이 크다.

① 문장 전체:  동아리 부원들이 주변 사람들의 신체적 특이사항이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정우는 애인이 손이 큰 경우

각각의 경우를 살피면, (14ㄱ, ㄷ)과 같이 주제가 있는 이중 주어문에서 주어에 ‘도’
가 결합한 경우, ② 해석, 즉 문장 전체를 초점으로 하는 해석은 맥락이 부여되더라
도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4ㄱ)에서 ②와 같은 맥락에 (14ㄱ)의 문장
을 사용한다면, 하민이가 동생이 학교에 결석한 것 외에도 다른 걱정거리가 있거나, 
혹은 학교에 결석한 다른 주변인이 있는 경우에만 적절하다. 이는 초점이 ‘주어+서
술어’로 한 단계의 초점 상향 투사를 거쳤거나 혹은 ‘도’가 결합한 성분이 직접 초점 
대상이 된 경우이다. 
  반면 (14ㄴ, ㄹ)의 경우에는 제시한 맥락이 주어진다면 문장 전체를 초점으로 삼
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중 주어문의 경우에,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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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가 결합한 경우에는 한 층위 상위의 교점인 ‘주어+서술어’까지만 초점 투사
가 가능하고, 주제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한 층위 상위의 교점인 
문장 전체에 초점 투사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본고의 가설, 즉 ‘도’가 
직접 결합한 성분의 통사적으로 한 층위 상위의 교점으로까지만 초점이 투사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3. 술어부에서의 ‘도’의 초점 상향 투사
본 절에서는 보조사 ‘도’가 문장의 술어부에 결합한 경우의 초점의 상향 투사 양

상을 살핀다. 우선 술어부에서 서술어가 아닌 보어·목적어·부사어에 ‘도’가 결합했을 
때의 초점의 상향 투사 양상을 살핀 후, ‘도’가 서술어에 결합하였을 때의 상향 투사
를 살필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가설에 따르면 보어·목적어·부사어에 ‘도’가 결합
하는 경우에는 동사구까지 초점의 상향 투사가 일어나고 문장 전체를 초점으로 하
는 해석은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서술어에 ‘도’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도’가 동사구
에 결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주어부를 포함한 문장 전체를 초점으로 하도
록 상향 투사가 일어날 것이다.

주제어가 있는 문장의 경우에는 우선 ‘도’가 어느 층위에 결합해 있는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단일 주어문의 경우에서는 동사구 전체에 ‘도’가 결합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주제문의 경우에는 동사구에 결합하는지, [주어+서술어]의 층위에 
결합하는지, 혹은 주제어를 포함한 문장 전체에 결합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그 상
향 투사의 양상도 살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4.3.1. 보어·목적어·부사어에 결합하는 ‘도’의 초점 상향 투사

보어·목적어·부사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를 분석하기 위해 3.3절의 예문들을 다시 
가져오면 아래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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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ㄱ. <병훈이는 <은행원도 되고 싶어한다.>>
ㄴ. <민식이는 <통계도 공부했다.>>
ㄷ. <저 아이는 <머리가 좋게도 보인다.>>

(15)의 예문들에는 각각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인 보어, 목적어, 부사어에 
‘도’가 결합해 있다. 이때 이들의 한 층위 상위 교점은 모두 동사구 전체가 될 것이
며, 그 위의 층위로는 문장 전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가설에 따르면 이들
은 동사구 전체까지 초점의 상향 투사를 보이고, 문장 전체로는 투사가 불가능할 것
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동사구와 문장 전체가 초점이 되는 각각의 맥락을 제시하
면 아래와 같다.

(16) ㄱ. 병훈이는 은행원도 되고 싶어한다.
① 동사구: 병훈이가 은행원도 되고 싶어하고 돈도 벌고 싶어하는 경우
② 문장 전체: 고등학교 동문회에서 각각의 취업 준비 근황을 공유하는데 

병훈이는 은행원이 되고 싶어하는 경우 
ㄴ. 민식이는 통계도 공부했다.

① 동사구: 민식이가 통계도 공부했고 동아리 회장도 한 경우
② 문장 전체: 동아리 부원들이 대학생 시절의 활동 중 무엇이 가장 의미있

었는지 공유하는데 재홍이는 춤 동아리 활동을 한 것이었고 민식이는 통
계를 공부한 것이었을 때

ㄷ. 저 아이는 머리가 좋게도 보인다.
① 동사구: 저 아이가 오늘 가장 일찍 도착했는데 머리도 좋게 보이는 경우
② 문장 전체: 새로운 반 학생들을 둘러보는데 한 학생은 자기 주장이 뚜렷

해 보이고 저 아이는 머리가 좋게 보이는 경우

(16ㄱ~ㄷ)은 모두 ②의 맥락에서는, 즉 문장 전체를 초점으로 하는 맥락에서는 적
절한 발화가 될 수 없다. 이를 통해 보어·목적어·부사어에 ‘도’가 결합할 경우 한 층
위 상위의 교점인 동사구까지만 초점이 투사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보어와 목적어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때에도 4.2.1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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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것과 같이, 관형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에는 초점의 상향 투사가 일어나지 않
는다. 앞에서 논의했던 예문을 다시 가져와 상향 투사의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
다.

(17) <동훈이는 <<훌륭하기도 한 선생님이> 될 수 있다.>>
ㄱ. 보어구: 동훈이가 훌륭한 선생님도, 멋진 아빠도 될 수 있는 경우
ㄴ. 동사구: 동훈이가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도, 빨리 결혼을 할 수도 있는 경

우
ㄷ. 문장 전체: 송년회에 모여서 내년의 계획을 나누는 중에, 석훈이는 취업에 

성공하고 동훈이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경우

(17ㄱ)은 관형어와 보어를 포함한 보어구, (17ㄴ)은 보어구를 포함한 동사구, (17
ㄷ)은 동사구를 포함한 문장 전체를 초점으로 할 때의 맥락을 제시한 것인데, 모든 
맥락에서 발화가 불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18)은 3항 술어의 경우 각각의 요소에 ‘도’가 결합하는 경우이다.

(18) ㄱ. <다현이는 <사탕을 <성진이에게도 건네->-었다.>>
ㄴ. <다현이는 <성진이에게 사탕도 건넸다.>>

(18ㄱ)은 부사어에, (18ㄴ)은 목적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순이 초점의 상향 투사의 수용 여부에 영향을 주기에 ‘도’가 결합한 성분을 서술
어의 바로 앞에 위치시켰다.
  통사론적으로 위와 같은 형식의 문장은 우선 영어의 PP(prepositional phrase)에 
해당하는 부사어가 동사와 먼저 결합한 후에 NP인 목적어와 결합하여 동사구를 이
루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부사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 한 층위 상위의 교점은 ‘부
사어+서술어’가 될 것이며, 그보다 상위에는 동사구 전체, 문장 전체가 있을 것이
다. 목적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 한 층위 상위의 교점은 동사구 전체가 될 것이며, 
그보다 상위에 문장 전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의 가설에 따르면 부사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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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결합한 경우에는 ‘부사어+서술어’의 층위까지만 초점의 투사가 일어날 것이
며, 목적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에는 동사구 전체까지 초점의 투사가 일어날 것이
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각각의 맥락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9) ㄱ. 다현이는 사탕을 성진이에게도 건넸다.
① 부사어+서술어: 다현이가 사탕을 성진이에게 건네기도 하고 집에 가져

가기도 한 경우
② 동사구: 다현이가 사탕을 성진이에게 건네기도 하고 일찍 퇴근하기도 한 

경우
③ 문장 전체: 친구들끼리 할로윈 파티 때 한 일을 공유하는데, 성준이는 

다트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고 다현이는 사탕을 성진이에게 건넨 경우
ㄴ. 다현이는 성진이에게 사탕도 건넸다.

① 동사구: 다현이가 오늘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차영이의 숙제를 도와주
기도 하고, 성진이에게 사탕을 건네주기도 한 경우

② 문장 전체: 친구들끼리 할로윈 파티 때 한 일을 공유하는데, 성준이는 
다트 대회에 나가서 우승했고 다현이는 사탕을 성진이에게 건넨 경우

(19ㄱ)과 (19ㄴ) 모두 오직 각각의 ①의 맥락에서만 적절한 발화로 사용될 수 있
다. 이를 통해 3항 술어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층위 상위 교점까지의 초점 투
사 규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령 (19ㄴ)의 경우, 이것이 문장 전체
를 초점으로 하는 맥락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다현이가 할로윈 파티 때에 다른 일
을 했다는 것이 이미 맥락에 제시되어 있어야만 할 것이다.

4.3.2. 서술어에 결합하는 ‘도’의 초점 상향 투사

서술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를 보이기 위해 3.3절에서 초점의 하향 투사 논의를 
위해 들었던 예들을 다시 가져오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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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ㄱ. <이 문헌은 한국어의 연구에 중요하기도 하다.>
ㄴ. <민식이는 통계를 공부하기도 했다.>
ㄷ. <우혁이는 여자친구를 서정이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20)의 예문들은 모두 동사구에 ‘도’가 결합한 경우이다. 이때 동사구의 상위 교점
으로는 문장 전체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에 맥락이 주어졌을 때 문장 전
체를 초점으로 하는 해석이 맥락에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초점 투사가 일
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ㄱ~ㄷ)의 예문들이 문장 전체를 초점으로 할 수 있도록 맥락을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21) ㄱ. 이 문헌은 한국어의 연구에 중요하기도 하다.
→ 박물관을 돌아보며 여러 전시품들의 가치를 논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문

헌을 가리키며 이 문헌이 한국어의 연구에 중요하다고 언급하는 경우 
ㄴ. 민식이는 통계를 공부하기도 했다.

→ 초등학교 동창들이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신기하며 대화를 나
누는 중, 민식이는 통계를 공부했다고 언급하는 경우 

ㄷ. 우혁이는 여자친구를 서정이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 오랜만에 만난 동네 친구들이 슬슬 결혼 준비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우혁이는 여자친구를 자신의 여동생인 
서정이에게 소개하기도 했다고 언급하는 경우

(21ㄱ~ㄷ)에서 볼 수 있듯이, (20ㄱ~ㄷ)의 예문들은 적절한 담화 맥락이 주어진다
면, ‘도’가 초점 투사를 통해 문장 전체를 초점 대상으로 삼는 해석이 맥락에 적절하
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를 통해 ‘도’가 동사구에 결합할 때에 문장 전체의 층위까
지 초점의 상향 투사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3. 주제문의 서술어에 결합하는 ‘도’의 초점 상향 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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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주어문의 경우 서술어에 부착되는 ‘도’는 동사구의 층위에 결합하는 것이라
고 분석한 바가 있다. 그러나 주제문의 경우에도 ‘도’가 똑같이 동사구에 결합하는지
는 아직 알 수 없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주제문에서의 서술어+‘도’의 초점 상향 투
사 양상을 살피기 전에, 주제문에서 서술어에 결합한 ‘도’가 어느 층위에 결합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3장에서 초점의 하향 투사는 오직 ‘도’가 결합한 성분의 하위 요소들로만 
가능함을 보인 바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주제문에서 서술어에 ‘도’가 결합한 경
우의 층위도 파악할 수 있다. ‘도’가 만약 단일 주어문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
술어에 결합하는 것이라면, ‘도’의 기본 초점 대상은 동사구가 되어 주어로의 초점 
하향 투사가 불가능해진다. 하지만 ‘도’가 단일 주어문의 경우와 달리 ‘주어+서술어’
의 층위에 결합하는 것이라면, ‘도’는 주어로의 초점 하향 투사가 가능할 것이다. 또
한 만약 ‘도’가 주제어를 포함한 문장 전체의 층위에 결합하는 것이라면, ‘도’는 주제
어로도 역시 초점 하향 투사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아래와 같이 예문을 검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22ㄱ)은 ‘도’
가 서술어에 결합한 경우이고, (22ㄴ)은 ‘도’가 ‘주어+서술어’에 결합한 경우이고, 
(22ㄷ)은 ‘도’가 문장 전체에 결합한 경우이다. 

(22) 경현이는 택배가 학교에 도착해 있기도 하다.
ㄱ. [학교에 도착해 있다]에 결합한 경우: ‘경현이’, ‘택배’는 초점화 불가능
ㄴ. [택배가 학교에 도착해 있다]에 결합한 경우: ‘택배’는 초점화 가능, ‘경현

이’는 초점화 불가능
ㄷ. [경현이는 택배가 학교에 도착해 있다]에 결합한 경우: ‘경현이’, ‘택배’ 모

두 초점화 가능

(22)의 예문에서 ‘경현이’가 초점화될 수 있다면 (22ㄷ)과 같이 문장 전체의 층위에 
‘도’가 결합하는 것이고, ‘경현이’가 초점화될 수 없는 상황에서 ‘택배’가 초점화될 
수 있다면 (22ㄴ)과 같이 ‘주어+서술어’의 층위에, ‘택배’가 초점화될 수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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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ㄱ)과 같이 서술어에 결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현이’와 ‘택배’가 초점이 
되는 맥락을 각각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23) 경현이는 택배가 학교에 도착해 있기도 하다.
ㄱ. [경현이]: 경현이 외에도 택배가 학교에 도착한 사람이 있는 경우
ㄴ. [택배]: 경현이에게 학교에 도착한 다른 것이 있는 경우

(23)을 검토해봤을 때, (23ㄱ)의 맥락에는 (23)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없으나, (23
ㄴ)의 맥락에는 (23)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때의 
‘도’는 주어인 ‘택배’까지만 초점 투사를 할 수 있기에, ‘주어+서술어’의 층위에 결합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예문을 들어 다시 한 번 이를 검증해보도록 하겠다.

(24) 나는 머리가 아프기도 하다.
ㄱ. [아프-]에 결합한 경우: ‘나’, ‘머리’는 초점화 불가능
ㄴ. [머리가 아프다]에 결합한 경우: ‘머리’는 초점화 가능, ‘나’는 초점화 불가

능
ㄷ. [나는 머리가 아프다]에 결합한 경우: ‘나’, ‘머리’ 모두 초점화 가능

위의 (24)의 경우도 주제어인 ‘나’가 있는 문장으로, ‘도’가 ‘주어+서술어’의 층위에 
결합하는 것이 맞다면 주어인 ‘머리’는 초점화가 가능하지만 주제어인 ‘나’는 초점화
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아래의 (25)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25) 나는 머리가 아프기도 하다.
ㄱ. [나]: 나 외에도 머리가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
ㄴ. [머리]: 내가 머리 외에도 아픈 곳이 있는 경우

(25)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제어는 단독으로 초점화가 불가능하며, 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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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점화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주제어가 있는 이중 주어문에서 ‘도’는 ‘주어+서
술어’의 층위에 결합한다고 볼 수 있다.
  초점의 하향 투사를 이용한 이러한 논의를 통해 ‘도’가 결합하는 층위가 ‘주어+서
술어’임이 밝혀졌다. 이제는 이를 전제로 하여 ‘도’가 ‘주어+서술어’에 부착되었을 
경우 주제어가 있는 이중 주어문에서 문장 전체로 초점이 투사될 수 있는지를 검증
해보도록 하겠다.
  위에서 ‘도’의 결합 층위를 밝히기 위해 사용했던 예문들을 다시 가져오면 아래와 
같다.

(26) ㄱ. <경현이는 택배가 학교에 도착해 있기도 하다.>
ㄴ. <나는 머리가 아프기도 하다.>

이때 초점이 투사되어 상향 투사가 가능하다면, (26ㄱ, ㄴ)의 문장들은 문장 전체를 
초점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문장 전체를 초점으로 하는 맥락을 제시하
여 이것이 가능한지를 검증해보도록 하겠다.

(27) ㄱ. 경현이는 택배가 학교에 도착해 있기도 하다.
→ 스터디 회의가 늦게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만 모임을 정리하고 다음 

일정을 정하자는 제안을 하기 위해 스터디 구성원들의 사정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

ㄴ. 나는 머리가 아프기도 하다.
→ 어제 밤 동기들과 함께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아침에 각자의 숙취를 

공유하는 상황

(26)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문장들은 적절한 맥락이 주어진다면, 그 맥락에서는 문
장 전체를 초점으로 하는 해석으로 문제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즉 서술어에 ‘도’
가 결합한 경우 이는 ‘주어+서술어’의 층위에 결합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고, 그 
상위 교점인 문장 전체로 초점을 투사하여 초점의 상향 투사가 가능한 것이다.



- 67 -

4.4. 소결 
본 장에서는 ‘도’의 초점 상향 투사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Selkirk(1984)의 초점 투사 이론을 살피고, 이것이 한국어에 그대로 적용되

지는 않음을 보였다. 특히 한국어에서는 부사 등의 부가어에 초점사가 결합한 경우
에도 초점이 투사될 수 있었으며, Selkirk(1984)의 이론과는 달리 오직 한 층위 위
의 교점까지만 초점이 투사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이는 4.2절과 4.3절에서 각각 주어부, 그리고 술어부에 ‘도’가 결합하는 경우에 초
점의 상향 투사 양상을 살피면서 증명되었다. 특히 이중 주어문의 경우가 핵심적인 
증거가 되었는데, 주어에 결합한 ‘도’가 주제어를 포함한 문장 전체를 초점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오직 한 층위 위의 교점까지만 초점이 투사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4.2절에서 언급했듯이 관형어의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가설에
서 예상되는 바와는 달리 관형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에는 그보다 상위 교점인 주
어부로 초점이 투사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 68 -

5. 결론

본고는 한국어의 보조사 ‘도’가 그것이 직접 결합한 요소가 아닌 것을 초점 대상
으로 삼는 경우를 ‘초점 투사’라 정의하고, ‘도’가 직접 결합한 요소의 하위 요소를 
초점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초점의 하향 투사’, ‘도’가 직접 결합한 요소의 상위 교
점을 초점 대상으로 삼는 경우를 ‘초점의 상향 투사’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보조사 ‘도’가 자매항, 혹은 계열관계에 있는 항목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것에 대
해서는 이미 충분이 연구가 되어 있었으나, 명확히 어떠한 기제를 통해서 ‘도’가 문
장 내의 다른 요소, 혹은 문장 전체를 초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고는 외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논의되었던 성
분통어 제약과 초점 투사 이론이 연구되었던 방법을 한국어의 ‘도’가 결합되어 있는 
문장들에도 적용해보고자 시도하여, 이들을 한국어의 실정에 맞게 수정할 수 있었
다.

2장에서는 본고에서 다루는 ‘초점’이라는 용어를 한정하고, 기존에 사용되었던 초
점의 투사와 관련된 여러 용어들을 정리하였다. 기존에는 넓은 작용역 등의 용어를 
통해 초점사가 직접 결합하지 않는 성분을 초점화하는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나, 
초점사는 대상을 초점화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적 연산자들과 양화 영역에서 중의
성을 보이기도 하는 연산자로, 기존의 연구 관례에 따른다면 작용역이라는 용어는 
이러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또한 초점사 ‘도’가 어떠한 통합 관계
를 갖는지를 명시하고, 본고에서 사용하는 넓은 의미의 초점 투사의 정의를 확인했
다.

3장에서는 초점의 하향 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도’가 주어부에 올 경우 
‘도’는 관형어나 주어에 결합할 수 있었는데, 관형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에는 관형
어의 내부 요소들 혹은 관형어 전체를, 주어에 ‘도’가 결합한 경우에는 관형어가 없
을 경우에는 주어의 내부 요소들과 주어 전체를, 관형어가 있을 경우에는 관형어의 
내부 요소와 관형어 전체, 주어 단독, 그리고 주어부 전체를 초점 대상으로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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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술어부에 부착될 경우, ‘도’는 서술어에 직접 결합하거나 서술어가 요구하
는 문장 성분들인 보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등에 결합할 수 있었다. ‘도’가 보어, 
목적어, 혹은 부사어에 결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내부 요소들과 전체를 초점 대상
으로 할 수 있었다. 또한 ‘도’가 서술어에 결합할 때에는 ‘-기도 하-’의 통사적 장
치를 활용하여 동사구 전체에 결합하는데, 이때 동사구의 내부 요소들인 보어, 목적
어, 부사어, 서술어 등의 하위 성분 각각과 더불어 이들의 조합을 초점의 하향 투사
를 통해 초점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초점의 상향 투사에 대해 논의하였다. ‘도’가 주어부에 결합하는 경우
에는 문장 전체를 초점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는데, ‘도’가 주어부 중에서도 관형어
에 결합하는 경우는 초점 투사가 불가능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주제어가 있는 이중 
주어문의 경우에는, 주어부에 ‘도’가 결합하였을 때 주제어를 포함한 문장 전체를 초
점 대상으로 삼지는 못하고, ‘주어+서술어’의 층위까지만 초점 투사를 하는 것을 밝
힐 수 있었다. 술어부에 ‘도’가 결합하는 경우에는 단일 주어문의 경우 문장 전체를 
초점 대상으로 할 수 있었는데, 이중 주어문의 경우에는 단일 주어문과 달리 ‘도’가 
‘주어+서술어’의 층위에 결합하여, 문장 전체를 초점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음을 밝
혔다.

이와 같이 본고는 기존에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던 초점의 투사에 대해 상향 투사
와 하향 투사로 분류하여 각각의 양상을 연구하여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
러나 통사적 구조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가능한 초점들의 경우들뿐이
다. 문장에서 초점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운율적 요소와 화용적 맥락의 역할
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필수적인 부사어에 대해서는 다루었으나, 문장부사어 등 그렇지 않은 
부사어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루지 못했다. 여러 부사어들의 경우에 어떠한 방
식으로 초점이 투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만, 까지’ 등의 다른 초점사들에서의 투사 양상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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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search on Focus Projections of Korean Auxiliary Particle ‘To’

Jeong, Woohu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explain which constituent can ‘To’ 
make as its foci in case ‘To’ is used as a focus-sensitive particle.
  ‘To’, an auxiliary particle, attaches to phrases syntactically and semantically 
focalizes them as a focus-sensitive particle. However ‘To’ can also focalize 
other constituents that ‘To’ doesn't attach to directly. This study calls those 
cases of ‘To’ focalizing constituents other than the constituent that has a 
syntactic combinatory relation with ‘To’ the ‘focus projection’. Focus projection 
can be also divided into lower focus projection and upper focus projection 
considering the direction of the projection.
  In chapter 3, the lower focus projection of ‘To’ is explained. ‘To’ can also 
focalize syntactic components of the constituent that has a syntactic 
combinatory relation with ‘To’. In case ‘To’ attaches to subjects, ‘To’ can 
attach to adnominal phrases or subjects itself, and ‘To’ can focalize syntactic 
components of each. In case ‘To’ attaches to predicates, ‘To’ can attach to 
complements, objects, obligatory adverbials, adnominal phrases and predicates 
itself. ‘To’ can also focalize syntactic components of each.
  In chapter 4, the upper focus projection of ‘To’ is explained. The upper focus 
projection of this study is similar to the concept of ‘focus proje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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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isting researches.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focus projection theory of 
Selkirk(1984) to claim that focus projection theory existing for English or other 
languages can not be applied to Korean directly. In Korean the focus can be 
projected only by one upper syntactic level of the constituent which is 
syntactically combinated with ‘To’. In case ‘To’ attaches to adnominal phrases, 
the focus can not be projected to the upper level. But in every other cases the 
focus could be projected to the very upper level. Therefore if ‘To’ attaches to 
subjects, the sentence itself can be focalized, and if ‘To’ appears in predicates, 
‘adverbials+predicates’, predicates itself and the whole sentence can be 
focalized depending on the syntactic positions ‘To’ appears. Especially in the 
double nominative case construction, ‘To’ can focalize the whole sentence only 
if it is attached to the topic of the sentence or to the predicates. In case it 
attaches to the second subject of the sentence, only the level of 
‘subjects+predicates’, which excludes the topic, can be focalized by the upper 
focus projection.

Key Words: focus, contrastive focus, focus projection, focalize, foci, 
focus-sensitive particle, auxiliary p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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