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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한국어의 구조적 중의성에 대한 연구

아마도리 프란체스코

  본 연구는 한국어의 구조적 중의성에 대한 연구이다. 즉 이 글에서는 하나의 문장
이 두 가지 이상의 해석을 가질 때, 어떠한 문장 성분이 그러한 구조적 중의성을 초
래하는지, 그러한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
다. 
  제2장에서는 한국어 문장에서 구조적 중의성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비판적인 관점
에서 정리하고 이들을 유형별로 분류한다. 나아가 이탈리아어 및 영어를 비교 대상
으로 하여 구조적 중의성의 문제에서 한국어와 이들 언어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
점을 갖는지를 살핀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중의성의 유형들이 통사적, 의미적 화용
적인 원칙과 규칙을 통해서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구조적 중의성의 해소 방법은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 온 연구 주제
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영어를 비롯한 다른 언어들에 적용되어 온 구
조적 중의성 해소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측 결합 원리’, ‘어휘 선호 
규칙’, ‘관련성 이론’ 등이 제시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방안들이 한국어의 구조적 
중의성을 해소하는 데에도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원리인지에 대하여서는 논의의 여
지가 남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안들이 한국어의 구조적 중의성을 해소하는 데
에 기여하는지, 만일 한국어에도 적용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은 어떠한 유
형의 구조적 중의성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각각 장을 달리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통사적 원리인 ‘우측 결합 원리’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어 구조적 중
의성 해소 양상을 살핀다. 이때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한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도 함께 확인한다.



  제4장에서는 의미적 원리인 ‘어휘 선호 규칙’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어 구조적 중
의성 해소 양상을 살핀다. 특히 속격 조사 ‘-의’가 포함된 구성 및 명사구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중의성을 해소하는 데에 ‘생성어휘부 이론’이 어떠한 주요한 역할을 하
는지에 대해 설명을 시도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화용적 측면에서 ‘관련성 이론’으로 기반으로 하여 앞에
서 다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구조적 중의성의 유형들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맥락이 주어져 있으면 모든 중의성이 수월하게 해소될 수 있
다는 것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중의성이 처리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명쾌한 설명이 필요가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종합하자면, 본고에서는 어떤 문장 성분이나 원인에 의하여 한국어에서 구조적 중
의성이 발생하는지, 그렇게 발생한 중의성은 어떻게 해소되는지 등에 대하여 논의하
고자 한다. 다른 언어들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어 구조적 중의성이 갖는 독
특한 특징에 관한 기술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 외에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된 
구조적 중의성들이 각각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범위에서 어떻게 해소되는지 세밀
하게 관찰하여 제시한다.

주요어(Keywords): 구조적 중의성의 유형, 구조적 중의성의 해소 방법, 우측 결합 
원리(RAP), 어휘 선호 규칙(LPR), 생성어휘부 이론, 관련성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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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구조적 중의성이란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간의 관계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 가능한 해석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킨다. 한국어에서 구조적 중의성이 여러 가
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중의성의 
유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구조적 중의성을 유
발하는 원인에 따라 그 하위 유형을 세분하고, 그러한 중의성을 일으키는 요인이 특
정한 구문의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유
형론적 관점에서도 구조적 중의성을 다루고자 한다. 한국어에서 보이는 구조적 중의
성의 유형론적 특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어와 이탈리아어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
어와의 비교를 시도할 것이다. 한국어의 구조적 중의성과 영어 및 이탈리아어의 구
조적 중의성 간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피는 과정을 통하여, 한국어만의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한국어의 구조적 중의성의 해소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것이다. 그동
안 이에 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의적인 문장에 직면한 독자나 청자가 
어떤 식으로 제일 적합한 해석을 생각해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구조적 중의성이 존재하는 문장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중
의성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통사·의미적 제약과 화용적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구조적 중의성을 해소
하는 데에 기여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어떤 구조적 중의성의 유형이 어떤 통사적 제약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지, 어떤 
유형이 어떤 의미적 제약을 도입하여 해소될 수 있는지, 화용적 원리로서 적용할 수 
있는 관련성 이론의 측면에서 어떤 해소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두루 살펴보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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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휘적 중의성: 문장에서 사용된 단어가 둘 이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발생
하는 중의성을 말한다. 동음어의 중의성과 다의어의 중의성으
로 구분되었다.

◯2  구조적 중의성: 문장 구조가 둘 이상 구조로 분석될 수 있을 때 생겨나는 중
의성을 말한다.

◯3  작용역 중의성: 어떤 단어가 영향을 미치는 작용역이 둘 이상 될 수 있는 경
우 발생하는 중의성을 말한다.

◯4  화용론적 중의성: 발화의 특성에 의해 생성되는 중의성을 말한다.

1.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국어의 구조적 중의성을 
야기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나타난 중의
문의 양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며, 셋째는 구조적 중의성의 해소 단서 혹은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중의적인 문장은 모든 자연 언어에서 발견될 수 있는데, 어떤 요인에 따라 중의성
이 일어나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간결하게 말하
자면 다음과 같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중의성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하며 이러한 유형에 속해 있는 모든 경우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구조적 
중의성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통사론적으로 볼 때 구조적 중의성은 문장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이므로 해소하기에 가장 복잡한 중의성이라고 보았기 때문이
다. 
  구조적 중의성의 주요 원인은 성분 구조(constituency)와 의존 관계(dependency)
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Igor&Co.(1987)에서는 한 문장의 표면-통사 표상
(surface-syntactic structure)의 측면을 고려하면 해당 문장의 구조 수형도



- 3 -

(phrase-structure tree)와 의존 관계 수형도(dependency tree)가 서로 다를 수 있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문장 구조 수형도의 접근법은 자연언어적 표현
에서 문장 성분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성분 구조를 중시한다. 반면에 의존 관
계 수형도는 문장 성분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의존 관계를 중시한
다. 그러므로 문장의 구조 수형도에서는 문장 항목들의 관계가 명시화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구조에 차이가 있어서 서로 대응하지 않을 때 중의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1.3. 선행 연구 검토
  구조적 중의성은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간의 통사적 관계에 의한 중의성을 말
한다. 구조적 중의성을 일으키는 성분이나 요인을 기술하는 연구들이 많았으나 아직
도 구조적 중의성의 유형에 대한 의견이 매우 다양하여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듯하
다. 한편 구조적 중의성의 해소 방법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많지 않다. 우선, 그간의 
연구에서 구조적 중의성을 어떻게 처리·분류하였는지 또는 구조적 중의성을 초래하
는 요인을 어떻게 설명하였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윤평현(2008)에서는 구조적 중의성을 수식 관계에 의한 중의성, 서술어와 호응하
는 논항의 범위에 의한 중의성, 명사구 사이에 있는 동사가 앞뒤 명사구와 맺고 있
는 통사적 관계에 의한 중의성으로 세분화하였다. 구본관 외(2016), 도재학(2018), 
민현식 외(2019)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수식어와 피수식어에 의한 중의성과 서술어
와 호응하는 논항의 범위에 의한 중의성을 다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논항의 범위에 
의한 중의성에는 동반격 조사, 비교격 조사, 접속격 조사라는 세 범위에 속해 있는 
‘-와/과’ 및 비교 구문으로 인한 구조적 중의성이 속해 있다고 한다. ‘-와/과’와 관
련된 중의성은 김준희(1999)에서 설명된 바 있는데, 이때 유발되는 중의성은 시간, 
공간상의 차이에 의한 것과 논항의 [±유정물]이라는 의미 자질에 의한 것이라고 설
명하였다.
  그 다음으로, 김효선(2011)에서 통사론적 중의성을 초래하는 유형을 세밀하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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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함으로써 더 많은 요인을 제시하였다. 수식 관계에 의한 중의성의 경우, 관형어와 
관형사절 외에 의존명사와 부사어에 의한 중의성 및 재귀대명사와 대명사를 포함하
는 대용 관계에 의한 중의성도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대용 관계에 의한 중
의성은 최근 들어 민현식 외(2019)에서 다시 언급된 바가 있다.
  도재학(2018)에서는 다른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언표 차원과 발화 차원을 구분하
였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중의성 자체를 일으키는 다양한 원인을 언표 차원과 발
화 차원에서 발견할 수 있고 중의성의 발생 차원과 원인에 따라서 유형 분류를 하
였으며 어떤 중의적 표현은 화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
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중의성의 본질적인 속성을 살펴보았을 뿐만 아니라 문장 중
의성의 일관성에 대한 논의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른 기존 논문에서 주목을 많이 받지 않은 구조적 중의성을 초래하
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있다. 김준희(1999)에서는 속격 조사 ‘-의’에 의한 중의성
을 살펴봤으며 이의 요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체언 사이에 가정될 수 있는 
용언의 의미에 의한 것과 ‘-의’의 생략으로 인한 것과 시제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분석 분류는 설명이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속격 조사 ‘-의’가 어떤 
식으로 중의성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한 듯하다. 한편 신서인
(2017)에서는 다의성을 가지고 있는 양태 표현에 의한 중의성을 다루었으며 이러한 
중의성은 어휘적 중의성, 구조적 중의성, 작용역 중의성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하였
으나, 본고에서는 다의적인 문법 항목으로 말미암은 중의성은 구조적 중의성이나 작
용역 중의성보다 어휘적 중의성에 더 가까운 유형이라고 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논
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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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현
(2008)

김효선
(2011)

구본관 외 
(2016)

도재학
(2018)

민현식
(2019)

수식 
관계에 
의한 

중의성

수식어와 
피수식어 및 
관계관형사절

○ ○ ○ ○ ○

복문에 
나타나는 
부사어

X ○ X X X

절 접속 구조 ○ X X ○ X

명사 
간

속격 
조사 
‘의’

X X X X X

명사구 X X X X ○
대용 

관계에 
의한 

중의성

인칭 대명사 ○ ○ X *1) ○

재귀 대명사 X ○ X X X

서술어와 
호응하는 

논항

비교 
구문

‘-보다
’ 구문 ○ ○ ○ X ○
‘-만큼
’ 구문 X X X X X
‘-처럼
’ 구문 X X X X X

‘-와/과’ ○ ○ ○ ○ ○
‘-와/과’와 ‘-나’의 구조 X X X X X

<표 1> 선행 연구 검토 

 <표 1>은 구조적 중의성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이로부
터 구조적 중의성을 초래하는 언어적 표현과 요인이 많다는 것과, 학자들 간에 합의
된 구조적 중의성 유형의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선행 연구에서 언급한 요인
1) 도재학(2018)에서는 이러한 중의성도 찾을 수 있으나 지시사의 조응에 의한 중의성을 어휘적 

중의성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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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외에도 구조적 중의성을 발견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 등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구조적 중의성을 초래하는 요인들 중에 ‘○’로 표시된 관
심을 많이 받았던 요인이 몇 가지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 외에 ‘X’로 표시된 요인들
도 구조적 중의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지금껏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중의성 유발 요인에도 초점을 맞추어, 
구조적 중의성의 유형을 보다 체계적으로 세우려는 시도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구조적 중의성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대개 유사한 해결책을 제시
한 듯하다. Min Dae-Sik(1992)은 형식적인 신호(formal signs)를 사용함으로써 중
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형식적인 신호들 중에 다시 문어에 적용될 
수 있는 신호를 암묵적인 신호(silent signals)라고 하며 구어에 적용될 수 있는 초
분절적인 신호를 음성 신호(vocal signs)라고 한다. 문맥을 통한 중의성 해소는 일
종의 궁여지책이라고 간주한다. 문맥은 언어적 문맥과 상황적 문맥으로 구분하였다. 
전자의 경우, 독자나 청자가 이해를 잘못 할 때가 있더라도 맥락이 지속되는 과정에
서 오해를 풀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에 후자는 언어적 맥락으로 중의성을 해
소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세계관을 사용함으로써 해소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윤평현
(2008)에서도 비슷한 관점에서, 중의성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혼란을 많이 일으키지 
않는 이유는 화자와 청자의 언어능력으로 쉽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중의성은 선택제약, 문맥, 세상 지식, 강세, 억양 등을 적용함으로써 해
소될 수 있다고 한다. 구본관 외(2016)에서도 역시 언어적 맥락 및 화자와 청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구조적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한다. 
  지금껏 구조적 중의성 해소 방법으로서 올바른 맥락, 세상 지식, 구두법 등과 같
은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지만 통사·의미·화용적 원리를 통해서 해소된다는 견
해를 제시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정동규(20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어와 같
은 언어에서 발견되는 우측 결합 원리(RAP)와 어휘 선호 규칙(LPR)이 한국어에서
도 구조적 중의성의 해소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며, 관련성 이
론에 입각하여 화용적 측면에서 해소 단서를 발견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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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논의의 구성
  이 논문은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제2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구조적 중의성의 유형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면서 
이를 어떻게 더 체계적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 외에도 각 유
형의 구조적 중의성이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초래되는지, 왜 중의성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고, 영어 및 이탈리아어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어 구조적 중의성에 대한 유형
론적 접근법을 제시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다른 언어의 구조적 중의성을 해소하는 통사적 원리로 보이는 우측 
결합 원리(RAP)를 한국어의 구조적 중의성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본다. 그리
고 이를 통해서 어떤 구조적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의미적으로 어떤 구조적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를 위해 의미적 원리인 어휘 선호 규칙(LPR)을 한국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
하고, 그 과정에서 생성어휘부 이론을 도입하여 어떤 식으로 구조적 중의성을 해소
하는지를 자세히 보인다. 
  제5장에서는 화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구조적 중의성을 해소될 수 있는지를 살
펴본다. 이를 위해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을 바탕으로 하여 가장 효과적인 
해석을 하는 데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전의 장에서 서술한 내용을 다시 요약하고 결론을 내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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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철수가 새 핸드폰과 마우스를 가지고 왔다.
b. 철수가 [새 핸드폰]과 마우스를 가지고 왔다.
c. 철수가 [새 [핸드폰과 마우스]]를 가지고 왔다.

2. 구조적 중의성의 유형

  이상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다음과 같이 검토할 유형들이 성분 구조는 동일하더
라도 두 요소 사이의 통사적 관계 또는 의존 관계가 차이가 나는 경우에 구조적 중
의성이 발생한다고 생각된다. 1.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조적 중의성을 발생시키
는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이를 어떻게 구분해야 할지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견이 동
일하지 않으므로 이를 체계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구조적 중의성을 
일으키는 기본적인 요인을 정리하면서 유형론적인 측면에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이 발견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1. 수식 관계에 의한 구조적 중의성
  수식 관계에 의한 중의성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성분 구조(constituency)나 의존 관계라는 통사 구조의 가장 핵심적인 측
면에서 중의성이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상 매우 비슷하다. 다시 말해서, 한 
문장 내의 성분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에 따라 구분되는 구조가 둘 이상인 것이다.

2.1.1. 수식어와 피수식어 및 관계관형사절에 의한 중의성
  관형어는 자신이 수식하는 피수식어의 뜻을 제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피수
식어가 두 개 이상 등장할 때에는 어느 피수식어를 수식하는지 혼란을 일으킨다.

  
(1a)는 중의적 문장으로서 (1b), (1c)와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관계관형사절도 이
러한 경우와 유사하다. 김효선(2011)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용언이나 서술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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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철수가 비싼 옷과 차를 샀다.
b. 철수가 [비싼 옷]과 차를 샀다.
c. 철수가 [비싼 [옷과 차]]를 샀다.

(3) a. 내가 좋아하는 민호의 동생을 만났다.
b. [내가 좋아하는 민호]의 동생을 만났다.
c. 내가 좋아하는 [민호의 동생]을 만났다.

(4) a. 우리는 부유한 신부의 아버지를 존경한다.
b. 우리는 [부유한 신부]의 아버지를 존경한다.
c. 우리는 부유한 [신부의 아버지]를 존경한다.

(5) a. 철수는 부엌에 있던 민호의 책을 찾았다.
b. 철수는 [부엌에 있던 민호]의 책을 찾았다.
c. 철수는 [부엌에 있던 [민호의 책]을 찾았다.

에 관형사형 어미들이 결합되어서 피수식어가 두 개 이상 있을 때 중의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2), (3), (4), (5)는 모두 중의적 문장이다. 이 예문들은 
모두 관형사절의 동사에 인접해 있는 체언만을 수식하는지 아니면 멀리 있는 체언
도 수식을 받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 속한다. 
  이러한 경우, 어떤 기준으로 어느 체언을 수식을 받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일단 두 피수식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2)의 경우처럼 조사 
‘-와’로 연결되어서 두 피수식어가 동일한 특성을 공유하는 경우, 둘 다 수식을 받
을 수 있다. 따라서 둘째 체언 앞에서 수식어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맨 앞에 온 
관형어는 첫째 체언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둘째의 체언과도 관련될 수 
있다. Dallin(2010)에서 영어의 가장 전통적인 예로 ‘old men and women’이 제시되
었다. 이러한 경우, ‘old’는 ‘men’과 ‘women’ 모두를 수식할 수 있다. 이때 ‘men’과 
‘women’이 나이가 많다는 공통점을 공유하면 동일한 관형어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2)의 경우를 다시 보면, 특정 맥락 없이도 ‘옷’과 ‘차’가 둘 다 관형어의 수
식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동등한 성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조사 ‘-와
/과’는 영어의 연결사 ‘and’처럼 동등한 성분을 관련 짓는 기능이 있는 것이다.
  (3), (4), (5)의 경우, 두 피수식어가 속격 조사 ‘-의’로 연결되어서 두 체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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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 Mark bought an expensive computer and a mouse.
b. Marco ha comprato un computer costoso e un mouse.
c. Marco ha comprato un computer e un mouse costosi.

(7) a. We admire the father of the bride who is rich.
b. Noi stimiamo il padre della sposa che e' ricco/a.
c. Marco ha trovato il libro di Anna che era in cucina.

동시에 수식을 받을 수가 없지만 둘 중의 하나는 수식을 받는다. 심지어 한국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성(gender) 일치나 수(number)도 표시되지 않아서 세상 지식 없
이 이러한 중의성은 해소되기 어렵다. 영어나 이탈리아어에서도 유사한 중의성을 발
견할 수 있다.

예문 (6)과 (7)은 예문 (2)에 대응하는 영어와 이탈리아어 문장이다. 영어에서는 
한국어와 비슷하게 (6a)에서 수식어가 수식을 받는 피수식어 앞에 와야 하지만, 이
탈리아어의 경우는 필수조건이 아니다. 그렇지만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와/
과’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and’와 ‘e’ 때문에 이로써 이어지는 두 체언이 동등한 성
분을 가지고 있다면 둘 다 수식어로부터 수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탈리아어의 
같은 경우, (6c)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식어가 둘째 체언 뒤에 배치하고 복수형 
일치를 하면 중의성이 없어질 수 있다.
  (4)의 예문에서 발견되는 중의성은 영어에서도 발견된다. 예문 (7)은 예문 (4)에 
대응하는 영어와 이탈리아어 문장인데, 영어 문장인 (7a)에서는 누가 부유한지를 파
악하기 쉽지 않다. 한국어는 영어와 어순이 다르지만 동일한 해석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반면에 이에 대응하는 이탈리아어 문장은 중의적인 해석을 갖지 않는다. ‘부유
하다’라는 형용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성(gender) 일치를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7c)는 중의성을 가진 문장이다. 여기서는 관계관형사절
이 책을 수식하는지 아니면 책의 수요자를 수식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7)
에서는 영어와 이탈리아어에서는 속격을 나타내는 전치사 ‘of’, ‘di’로 인해서 이 두 
체언 중에 하나만 수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형어의 수식에 의한 중의성의 경우를 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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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 New faculty orientation meeting.
b. 새 요원 오리엔테이션 모임.
c. American History Teacher.
d. 미국 역사 선생님.

(9) a. Insegnate di storia americano.
b. Insegnante di storia americana.

한 중의성은 피수식어가 둘 이상 있을 때 어떤 피수식어가 수식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초래될 수 있다. 이때 피수식어로부터 모든 피수식어가 수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체언이 수식되는지 애매하다. Min Dae-Sik(1992ㄱ)에서는 영
어의 “Adjective+Noun+Noun(+Noun)” 구문에서도 중의성이 존재한다고 보고한다.

예문 (8)에서 볼 수 있듯이 이와 비슷한 예는 한국어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8a, b)의 예문을 보면 관형어 ‘새’가 ‘요원’을 수식할 수도 있고, ‘오리엔테이션’을 
수식할 수도 있고 ‘모임’을 수식할 수도 있듯이 (8c, d)의 예문을 보면 ‘미국’이 ‘역
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선생님’을 수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사 집단
(noun group)의 경우, 체언들 사이에 속격 조사로 결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이 셋 중에 하나만 정확히 수식을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요컨대 한국어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유형의 중의성은 영어에서도 유사한 것을 발
견할 수 있으나, 이탈리아어에서는 성 일치 덕분에 이러한 유형의 중의성이 일어나
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1.2. 복문에 나타나는 부사어에 의한 중의성
  복문에 나타나는 부사어에 의한 중의성은 선행 연구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지 못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김효선(2011)에 따르면 이 유형은 부사어가 동사구를 
수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의성을 가리킨다고 한다. 복문에는 둘 이상의 동사구
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사어가 어느 동사구를 수식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중의
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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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 나는 아침에 철수가 입원했다는 것을 알았다.
b. 철수는 어제 영수가 우리 집에 왔다고 말했다.
c. 경찰이 부산에서 유괴된 남자를 찾았다.

(11) a. The police found the boy who was kidnapped in Pusan.
b. In Pusan the police found the boy who was kidnapped.

<Min Dae-Sik(2011ㄱ: 124)>
c. 경찰이 유괴된 남자를 부산에서 찾았다.

(10)은 부사어에 의한 중의성이 존재하는 예문이다. (10a)와 (10b)의 예문을 고려
하면 부사어가 내포절의 동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정동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 
(10a)에서 ‘아침에’는 주어인 ‘나’가 철수의 입원 사실을 알게 된 시간과 관련될 수
도 있으나 ‘철수’가 입원한 시간일 수도 있다. (10b)에서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철
수’가 말한 시간과 관련될 수도 있고, ‘영수’가 ‘우리 집’에 온 시간과도 관련될 수 
있다. 
  Min Dae-Sik(1992ㄱ)에서는 영어의 “Verb+Verb+Adverbial” 구문에서 구조적 
중의성이 쉽게 일어나는 이유는 부사어가 앞서 온 동사도 뒤에 온 동사도 수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부사어의 위치가 중의성의 해소에 기여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중의성은 부사어의 오배치(misplacement)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예문 (11)은 예문 (10c)에 대응하는 영어 문장
이다. 

영어도 한국어와 비슷하게 부사어가 문장 안에 굳어진 자리에만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의성을 일으킬 수 있다. 영어 문장에서도 ‘경찰이 유괴된 남
자를 찾은 장소가 부산’이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부사어가 맨 앞에 배치되
어야 한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Min Dae-Sik(1992ㄱ)에서 말한 오배치라는 
개념을 한국어에 적용하여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다시 말해서 영어와 달리 한국어
의 경우 (11c)처럼 해당 문장에서 ‘경찰이 부산에서 찾았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에 부사어를 정동사 맨 앞에 배치하면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10a-c)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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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 창호는 울면서 떠나는 영이에게 손을 흔들었다.      <윤평현 2008: 255>
b. 철수는 웃으며 인사하는 영희를 반겼다.              <도재학 2018: 50>

(12) a. The policeman was chasing the thief with a gun.
b. Il poliziotto stava inseguendo il ladro con una pistola.
c. A guy saw a man in the garden with a telescope.
d. Un ragazzo ha visto un uomo in giardino con un telescopio.

  한편 영어와 이탈리아어 같은 언어에서는 부사어가 전치사구로 실현될 수 있다. 

(12)에서는 영어와 이탈리아에서 발견되는 이른바 ‘결합 중의성(attachment 
ambiguity)’을 살펴볼 수 있다. (12a, b)에서 누가 총을 가지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12c, d)에서는 누가 망원경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결
합 중의성은 굴절어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므로,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중의성
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도 오배치의 개념을 적용하여 설명될 수 있
다. 다시 말해서, 부사어가 어디에 배치하는지에 따라 수식을 받는 문장 성분이 다
르기 때문이다.

2.1.3. 절 접속 구조에 의한 중의성
  절 접속 구조에 의한 중의성의 유형도 기존 논문에서 그다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윤평현(2008)에 의하면 이러한 중의성은 명사구 사이에 있는 동사가 앞뒤 
명사구와 맺고 있는 통사적 관계로 인하여 중의적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도재학
(2018)에서도 비슷한 논의를 하며 다음과 같은 예문을 제시하였다.

(13)의 예문들은 절 접속 구조에 의해 구조적 중의성이 일어나는 경우이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으)면서’ 또는 ‘-(으)며’와 같은 연결어미를 취한 동사의 주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지 않으므로 중의성이 초래된다. 다시 말해서 (13)은 다음과 같
이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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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a. [창호는 울면서] 떠나는 영이에게 손을 흔들었다.
a'. 창호는 [울면서 떠나는 영이에게] 손을 흔들었다.
b. [철수는 웃으며] 인사하는 영희를 반겼다.
b'. 철수는 [웃으며 인사하는 영희를] 반겼다.

(15) a. In my free time, I like going to the pool and sunbathing.
b. In my free time, I like [going to the pool and sunbathing].
c. In my free time, I like [going to the pool] [and sunbathing]

(16) a. Nel mio tempo libero, mi piace andare in piscina e prendere il sole.
b. Nel mio tempo libero, mi piace [andare in piscina e prendere il sole].
c. Nel mio tempo libero, mi piace [andare in piscina] [e prendere il sole].

이러한 구조적 중의성은 한국어에서 특이하게 발견된다. 한국어는 선어말어미가 매
우 발달되어 있고 각 어미가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언어이기 때문이다. 한편 영어
나 이탈리아어에서는 연결사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구조적 중의성이 발생할 수 있
다. 그러나 한국어의 어순은 SOV, 영어와 이탈리아어의 어순은 SVO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중의성의 양상이 완전히 같은 경우는 발견할 수 없다.

(15a)와 (16a)의 경우, 절의 접속사인 ‘and’와 ‘e’로 인하여 각각 두 가지 해석이 허
용된다. ‘and’와 같은 연결사는 명사구 병렬 표지와 절 병렬 표지의 기능을 지니는
데, 연결사가 이 중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경우와 비슷하게 ‘and’와 ‘e’는 나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
로 앞서 살펴본 한국어의 예와 유사한 유형의 중의성을 유발한다.

2.1.4. 명사구 구성 방식에 의한 중의성
   여기서는 명사구 구성 방식에 의한 중의성을 다루고자 한다. 이는 속격 조사 ‘-
의’가 포함된 명사구에서 일어나는 중의성과, “명사+명사” 구성에서 일어나는 중의
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속격 조사 ‘-의’로 연결된 두 명사 사이에 상정할 수 있
는 용언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조적 중의성을 일으키게 된다. “명사+명사” 구성에서
는 이 두 명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선행사가 어떻게 후행사를 수식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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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 철수의 그림이 소개되었다.
b. 철수가 가진 그림이 소개되었다.
c. 철수가 그린 그림이 소개되었다.
d. 철수가 산 그림이 소개되었다.
e. 철수를 그린 그림이 소개되었다.

<김준희 1999:355>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적 중의성을 일으킨다. 즉 조사 ‘-의’가 포함된 명사구
와 “명사+명사” 구성에서의 의존 관계가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김준희(1999)에서는 ‘-의’ 구문에서 나타는 중의성의 원인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
다. 첫째는 NP1과 NP2 사이에서 가정될 수 있는 용언의 의미에 의한 것이고 둘째
는 ‘-의’ 생략으로 인한 것이며 셋째는 시제의 차이에 의한 것이다. 

2.1.4.1. 속격 조사 ‘-의’가 포함된 명사구에서 유발되는 중의성
  속격 조사 ‘-의’로 인해 일어나는 중의성의 양상은 다음의 예문 (17)을 통해 살
펴볼 수 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7a)의 속격 조사 ‘-의’는 다양한 해석을 유발하는데, 
특정한 문맥 없이는 이 중 어느 해석이 가장 올바른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17b-e) 외에 들 수 있는 해석이 더 광범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명사 간 관계에 따라 그 두 명사 사이에 생략된 동사가 경우마다 다를 수 있기 때
문에 그 동사가 어떤 논항들을 필요로 하는지, 즉 그 논항이 취하는 격이나, 그 논
항들이 취하는 명사들의 부류들도 달라진다. 따라서 해당 경우는 속격 조사로 연결
된 명사들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의하여 중의성이 유발될 수 있다. 
  김준희(1999)에서 조사 ‘-의’ 구조로 인하여 가정될 수 있는 서술어의 의미를 조
사 ‘-의’가 가지는 어휘적 의미로 동일시하는 경향에서 중의성이 생길 수 있고 ‘-
의’의 생략으로 인하여 중의적인 표현도 갖게 된다고 설명하였다.2) 즉, 예문 (17)에

2) 김준희(1999)에서는 ‘-의’의 생략으로 인한 중의적인 표현으로서 ‘여자∅ 친구’라는 예를 제시
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합성어로서 중의적 의미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본다.



- 16 -

서 ‘-의’를 생략하더라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가 어
휘적 의미를 가진다는 의견에 완전히 동의할 수 없다. 한국어의 속격 조사 ‘-의’는 
어휘적 의미를 가지는 조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왜 속격 조사 ‘-의’에 의
해 중의성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속격의 의미적 하위 유형을 참
고할 필요가 있다.
  이탈리아어 전치사 ‘di’와 영어의 ‘Saxon Genitive(’s)’도 한국어와 유사한 중의성
을 초래하기 때문에 Dallin(2010)에서처럼 어떤 속격(genitive)의 의미적 하위 유형
이 중의성과 관련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언어 보편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설명
이 될 것이다. 한국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약하자면, 속격의 의미적 하위 유형들이 ‘-의’로 인하여 가정될 수 있는 동사의 
추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와 성분 구조와 의존 관계의 관계
를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속격 조사 ‘-의’가 포함된 명사구는 성분 구조는 동일하
더라도 의존 관계는 속격 조사의 하위 유형들로 말미암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속격의 의미적 하위 유형은 다음과 같다.

의미적 하위유형 예문
I. Possession or belongingness. (소유) 가. 철수의 사진
II. Characterization or description. (특징이나 묘사) 나. 남자의 코트들
III. Origin. (작인) 다. 철수의 그림
IV. Measure (time, value, space). (측정 (시간, 

가치, 공간)) 라. 한 잔의 커피
V. Subject of act. (행위의 주체) 마. 판사의 결정
VI. Object of act. (행위의 객체) 바. 철수의 비판은 많았다.

<표 2> 속격의 의미적 하위 유형

이상에 있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는 물론이거니와 한국어의 경우도 속격 조사 
‘-의’가 이러한 의미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듯하다. 따라서 속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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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철수의 사진
a. 철수가 소유한 사진 [I. 소유]
b. 철수가 찍은 사진 [III. 작인 + V. 행위자의 주체]
c. 철수를 찍은 사진 [VI. 행위자의 객체]

(genitive)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 중의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표에서 표시한 하위 유형은 중의성이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이다. 즉, (바)와 같
은 예문은 문장의 주어가 행위자인지 여부에 따라 (VI)과 (V)에 속할 수 있다고 한
다. 이러한 경우에서 속격이 타동적 행위(transitive action)를 나타내는 명사를 수식
할 때 중의성이 발생하는 이유는 속격 조사 ‘-의’로 표지된 명사가 주체(subject)이
자 객체(object)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Min Dae-Sik, 1992ㄱ). 
  (가)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I), (III), (V)와 (VI)에 속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명사들 사이에 어떤 동사가 가정되는지에 따라 유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제시된 예시는 다음과 같은 가능한 해석이 허용된다.

(18) 철수의 비판은 많았다.
a. 철수가 지적한 비판은 많았다. [V. 행위자의 주체]
b. 철수가 받은 비판은 많았다. [VI. 행위자의 객체]

2.1.4.2. “명사+명사” 구성에서 유발되는 중의성
  “명사+명사” 구성에서 일어나는 중의성은 명사 사이의 속격 조사 ‘-의’가 생략되
더라도 중의성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에 속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경
우에서 속격 조사 ‘-의’를 생략해 보면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한편 Min 
Dae-Sik(1992)에서 살펴본 영어의 “Noun+Noun” 구문에서 발생하는 중의성이 흥
미롭다. 영어와 비슷하게 한국어도 “명사+명사”와 같은 경우에도 명사 간에 어떤 동
사가 있었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의성이 발견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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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Woman murderer.
a. someone who murders woman.
b. murderer who is a woman.

(21) Rubber knife.
a. a knife for cutting rubber
b. a knife made of rubber

<Min Dae-Sik 1992:129>
(22) 여자 살인자

a. 여자를 살해하는 사람
b. 여자인 살인자

(23) 고무 칼
a. 고무를 자르기 위한 칼
b. 고무로 만들어진 칼

(24) a. Assassino donna
b. Assassino di donne
c. Coltello di gomma
d. Coltello per la gomma

영어의 경우를 통해 볼 때 (22)와 (23)의 예를 통해서 한국에서도 이러한 중의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17), (18)과 (19)의 경우는 
속격 조사 ‘-의’가 생략되어도 중의성이 지속되고, (22)와 (23)의 경우는 “명사+명
사” 구문에서도 중의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사가 관형어
로서 후행사를 수식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하나의 명사구를 수식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이탈리아어에서는 이러한 중의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4a, 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탈리아어에서는 ‘여자인 살인자’와 ‘여자를 살해하
는 살인자’라는 표현이 구분되어 있어서 ‘여자 살인자’와 같은 중의적 해석을 갖는 
표현이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24c, d)에서도 ‘고무 칼’처럼 중의성이 발생하는 표
현이 따로 없으며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통해서 중의적 문장이 실현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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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 철수는 영수를 총으로 쏘았고, 그는 얼마 뒤에 숨을 거두었다.
b. Mark shotted John and after a bit he died.
c. Marco sparó a Luca e poco dopo lui morí.

2.2. 대용 관계에 의한 구조적 중의성
  대명사의 의미적인 특성을 고려하면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 장소, 사태 따위의 
명사를 대신하는 말로 정의된다. 따라서 대명사의 의미는 대체될 수 있는 단어로 파
악된다. 대명사는 무엇보다도 직시(deixis)의 관점에서 파악되기도 하고 앞에서 나
온 명사를 이어받아서 표현하는 대용(anaphora)의 관점에서 파악되기도 한다. 이러
한 점에서 항상 지시 대상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고 중의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적 중의성의 유형은 주목을 많이 받지 않은 듯하다. 김효선
(2011)에서 이러한 중의성을 일으키는 요인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 둘은 재귀 
대명사에 의한 중의성과 대명사에 의한 중의성이다. 후자의 경우가 복잡한 편이라고 
본다. 그런데 모든 대명사에 의해 구조적 중의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제시한 
예문들이 대명사에 속해 있는 지시사의 조응의 경우에 대응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대명사의 지시 대상을 부여하는 과정이 매우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즉 의존 관계가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대명사가 어떤 문장 성분과 관계를 
맞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생각된다.

(25)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든지 이탈리아어든지 대명사의 지시 대상이 누
군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있어서 중의성이 있다, ‘그’가 
‘철수’를 가리키는 해석과 ‘영수’를 가리키는 해석이 둘 다 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재학(2018)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중의성을 화맥의 결부에 따라 언표 차원과 발
화 차원으로 구분하려 시도하였다. 지시사의 조응에 의한 중의성을 어휘적 중의성에 
포함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지시사의 조응의 다의적인 의미로 인하여 
구조적 중의성이 일어난다고 할 수 없는 듯하다. 지시사의 조응이 다의적인 의항
(sense)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지시 대상을 부여하는 과정이 혼란스러운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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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황 설정: 남편과 아내가 여행으로 바닷가 근처에 있는 호텔에 숙박하는데 남
편이 방에서 맥주를 가지고 가려고 했을 때 방을 청소하는 청소부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보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발화 차원에서도 의미 변인에 따라 화시 해석에 의한 
중의성3)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발화 차원이기 때문에 화시적 표현에 속
해 있음에 틀림없지만 크게 고려하면 화시적 표현도 대용 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일단은 하나의 유형에 소속시키는 게 더 바람직할 것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대명사
로부터 구조적 중의성이 초래될 수 있기에 더 자세하게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2.1. 인칭 대명사에 의한 중의성
  대명사의 일종인 인칭 대명사는 1인칭 대명사, 2인칭 대명사 3인칭 대명사로 구
분될 수 있다. 박진호(2007)에서 한국어는 인칭 대명사가 자립적인 단어로 실현되
는 언어이고 현대 한국어에 흔히 3인칭 대명사로 간주되는 ‘그’와 ‘그녀’가 있지만, 
이들은 20세기에 들어와 만들어진 단어이며, 구어에서 잘 쓰지 않고 문어에서도 특
정 장르에서만 사용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3인칭 대명사
로 보일 수 있으나 박진호(2007)에서 제안한 대명사의 분류에 따르면 문맥지시 대
명사/조응 대명사(anaphoric pronoun)이란 분류로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어 현장지시자의 조응 대명사의 세 계열 중 ‘이’ 계열과 ‘그’ 계열은 조응 대명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전방 조응에도 둘 다 쓰일 수 있다.
  Dallin(2010)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지시 대상을 부여하는 데
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화자와 청자가 누군지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1, 2인
칭 대명사가 쓰일 때에는 중의성이 발견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한국어에서도 유사한 
경우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때는 인칭 대명사가 화자와 청자를 가리키는지 아니
면 화자와 제3의 청자를 가리키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다. Dallin(2010)에서 제
시한 예문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3) 도재학(2018)에서 말하는 화시 해석에 의한 중의성은 다음과 같다. ‘난 저거 살래’라는 문장에
서 ‘저거’는 발화에 따라 지시 대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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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usband: Can we drink beer on the beach?
a'. 남편: 우리 바닷가에서 맥주를 마셔도 될까요?
a''. Marito: Noi possimo bere la birra sulla spiaggia?
b. Maid: Sure, but I have to finish the rest of the room first.
b'. 청소부: 당연하죠. 그런데 먼저 방을 청소해야 하거든요.
c'. Donna di servizio: Certamente, ma devo prima finire di pulire la camera.

(27) a. 철수가 영희를 살해하였다. 그의 장례식은 월요일에 진행하였다.
b. 철수가 영희를 살해하였다. 그의 공판이 월요일에 진행하였다.

(26)의 경우에는 이탈리아어와 영어의 1인칭 복수형 대명사에 의해 중의성이 일어
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noi’와 ‘we’는 남편과 아내를 가리키지만 청소부가 오
해했기 때문에 ‘we’의 지시 대상에 자기가 포함되는 줄 알았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한국어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 박진호(2007)에서 설명하였듯이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청자를 포함하는가(inclusive) 청자를 배제하는가(exclusive)
에 따라 별개의 형태로 분화되어 있는 언어들이 꽤 있으며 한국어는 이 구별이 없
는 언어라고 한다. 따라서 이상에 언급한 예문을 통해서 영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의 ‘우리’가 포괄적인 인칭 대명사로서 중의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설명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대명사는 조응 대명사로도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25)에서 확인하였다시피 대명사가 어떤 지시 대상을 명시적으로 가리키지 않으면 
중의성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

(27)에서 조응 대명사 ‘그’가 나타나도 중의적인 문장이라고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27a)의 ‘장례식’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덕분에 ‘그’의 지시 대상이 ‘영희’
란 것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듯이 (27b)에서도 마찬가지로 ‘공판’이란 단어의 
뜻 덕분에 ‘그’의 지시 대상이 ‘철수’란 것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25)의 
예문에서 지시 대상을 부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될 수도 있고 재귀대명사의 경우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대명사가 가
리키는 선행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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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a. 철수는 영희에게 자기 방을 보여주었다.
b. 철수는 영희를 자기 방에서 살해했다.

<박진호 2007: 130>

2.2.2. 재귀 대명사에 의한 중의성

  재귀 대명사는 대명사의 하위 부류이다. 박진호(2007)에 따르면 재귀 대명사는 
인칭 대명사와 달리 의존 지시 대명사(referentially dependent pronoun)에 속해 있
다고 한다. 재귀 대명사는 다른 대명사들이 앞 문장이나 문맥에 나오는 체언을 대신
하는 것과 달리 대체로 한 문장 안의 체언을 대신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한국어의 
경우 1인칭이나 2인칭 대명사가 특별한 재귀칭 형태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반복되는 반면에 3인칭의 경우 재귀칭 형태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명사를 반복
하지 않고 재귀칭을 사용한다. 
  Sturt(2003)에 따르면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통사적 제약에 적합
한 지시 대상을 이해하고 나중에 다른 해석을 고려하게 된다고 한다. 자연언어의 한 
가지 특징이 대명사의 존재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어느 지시 대상을 가리키는지
를 알아보기 위해 중의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이 인지적 과정은 매우 복잡할 
뿐더러 여러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지식 가운데에는 통사론적 제약도 포
함된다. 문법적 결속(binding)의 제약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유는 가능
한 지시 대상 중 특정한 지시 대상을 부여하는 데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박진호(2007)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생성 문법에서는 재귀 대명사와 선행명사가 
갖는 관계의 제약을 정교하게 포착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고 이러한 제약을 주로 
거리(distance)와 국소성(locality)으로 설명하였다. 영어의 경우 재귀 대명사는 선
행 명사가 매우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국소적 재귀 대명사인 데 반하여 한국어의 
재귀 대명사는 선행명사가 상당히 멀리 있어도 되는 장거리 재귀 대명사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어의 경우에, 지시 대상을 부여하는 데에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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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a. 철수가 아내보다 담배를 더 좋아한다.
b. 철수가 부모님보다 선생님을 더 존경한다.
c. 간호사가 환자보다 의사 선생님을 더 믿는다.

뒤로 다시 검토할 것이지만 이상 (28)에서 볼 수 있듯이 대용 대명사의 선행사가 
추론함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중의성이 발견할 수밖에 없다.

2.3. 서술어와 호응하는 논항의 범위에 의한 중의성
  서술어와 호응하는 논항의 범위에 의한 중의성에 두 가지 중의성을 포함시킬 수 
있다. 비교 구문에 의한 중의성과 ‘-와/과’에 의한 중의성이다. 이 두 가지 중의성들
은 문장 성분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공통점
을 지닌다. 다시 말해서, 비교 구문에서 ‘-보다’, ‘-만큼’과 ‘-처럼’으로 표시된 문
장 성분이 비교 대상인지 비교의 주체인지 확실하지 않듯이 ‘-와/과’로 표시된 성분
들이 주어인지 부사어인지 분명하지 않다.4) 이 절에서는 ‘-보다’, ‘-만큼’과 ‘-처
럼’ 비교 구문에서 어떻게 중의성이 발생하는지 및 어떤 식으로 해당 문장을 해소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와/과’에 의한 중의성도 기술
할 것이다. 

2.3.1. ‘-보다’ 구문에서의 중의성
  비교 구문이 유발하는 중의성은 선행 연구에서 주로 서술어와 호응하는 논항의 
범위에 의한 중의성으로 다루어져 왔다. 특정한 비교 구문에서 주어의 해석을 판단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4) 본 연구에서 검토하는 모든 비교 구문의 경우, 의존 관계로 인하여 중의성이 일어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보다’, ‘-만큼’, ‘-처럼’으로 실현되는 문장 성분이 다른 문장 항목과 어떤 관계를 수
립하는지가 문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와/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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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a. 철수는 아내가 담배를 좋아하는 것보다 더 담배를 좋아한다.
a'. 철수가 아내를 좋아하는 것보다 담배를 더 좋아한다.
b. 철수는 부모님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보다 선생님을 더 존경한다.
b'. 철수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보다 선생님을 더 존경한다.
c. 간호사는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믿는 것보다 의사 선생님을 더 믿는다.
c'. 간호사가 환자를 믿는 것보다 의사 선생님을 더 믿는다.

(30) a. The nurse trusts the doctor more than the patient.
<Dallin 2010 : 341>

b. Marco rispetta piú i professori che i genitori.

(32) a. The nurse trusts the doctor more than the patient trusts the doctor.
b. The nurse trusts the doctor more than the nurse trusts the patient.

 
(29)는 비교 구문에 의한 중의적인 문장의 예이다. 이러한 경우에, ‘-보다’로 표시
된 비교 대상이 문장에서 어떤 통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29a)에서 철수가 아내보다 담배를 선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내도 흡연자인데도 
철수가 담배를 좋아하는 정도가 아내가 담배를 좋아하는 정도에 비해 더 높은 것인
지 정확히 알 수 없다. (29b, c)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30)의 영어, 이탈
리아어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Dallin(2010)에서는 비교 구문이 SVO 구문에 
있을 때 중의성이 발견될 수 있다고 한다. 한국어의 경우는 SOV 어순을 갖지만 비
교 구문에서 중의성이 발견된다. 따라서 ‘-보다’ 구문에서 정동사가 타동사일 때 ‘-
보다’로 표시된 비교 대상이 주어의 비교 대상이나 목적어의 비교 대상으로 예측해
야 할지는 다뤄 볼 만한 문제점이라고 생각된다.
  오경숙(201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중의성의 해소는 비교 대상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비교 대상이 다른 위치로 이동하더라도 중의성이 없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오배치 개념을 적용할 수 없으
며, Dallin(2010)의 견해처럼 통사적 생략에 의하여 중의성이 유발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듯하다. 이때 생략된 부분을 복원하여 두 가지 이상 해석이 가능해질 때만 
중의성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29)와 (30)의 예문은 다음과 같이 복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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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a. 철수가 아내만큼 담배를 좋아한다.
b. 철수가 부모님만큼 선생님을 존경한다.
c. 간호사가 환자만큼 의사 선생님을 믿는다.

c. Marco rispetta i professori piú di quanto i genitori rispettino i 
professori.

d. Marco rispetto i professori piú di quanto Marco rispetti i genitori.

(34) a. The nurse trusts the doctor as much as the patient.
b. Marco rispetta i professori tanto quanto i genitori.

(31)과 (32)에서 볼 수 있듯이 (29)과 (30)의 예문에서 어떤 문장의 부분이 생략
되었는지를 명시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음에 따라서 구조적 중의성이 초래된 원인을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당 구조적 중의성의 경우, 보편적으로 비교 
구문에서 타동사가 있을 때 통사적 생략으로 인하여 중의성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
다.

2.3.2. ‘-만큼’ 구문에서의 중의성
   ‘-만큼’은 ‘-보다’와 달리 비교 대상 간 정도성의 대조를 강조한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보다’ 구문처럼 SOV 구문에도 ‘-만큼’ 비교 구문이 있을 때 중의성이 발
견된다. 더구나 해당 경우에도 ‘-만큼’으로 표시된 대상이 다른 위치로 이동하더라
도 중의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다. (29)의 예문에서 ‘-보다’를 ‘-만큼’으
로 교체하면 다음과 같다.

(33)과 (34)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어, 영어, 이탈리아어에서 유사한 유형
의 중의성이 두루 나타난다. 전달되는 의미가 ‘-보다’의 경우와 다른 이유는 비교 
대상과의 대조 자체라기보다는, 정도성의 유사성을 중시하는 구문이기 때문이다. 그
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통사적 생략으로 말미암아 중의적인 문장으로 간주될 수 있
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어떤 문장 부분이 생략되었는지를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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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a. 철수는 아내가 담배를 좋아하는 것만큼 담배를 좋아한다.
a'. 철수가 아내를 좋아하는 것만큼 담배를 좋아한다.
b.  철수는 부모님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만큼 선생님을 존경한다.
b'. 철수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만큼 선생님을 존경한다.
c.  간호사는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믿는 것만큼 의사 선생님을 믿는다.
c'. 간호사가 환자를 믿는 것만큼 선생님을 믿는다.

(37) a. 철수가 영희를 영수처럼 대했다.
b. 철수가 아내처럼 담배를 좋아한다.
c. 간호사가 환자처럼 의사 선생님을 믿는다.

(36) a. The nurse trusts the doctor as much as the patient trusts the doctor.
b. The nurse trusts the doctor as much as the nurse trusts the patient.
c. Marco rispetta i professori tanto quanto i genitori rispettino i 

professori.
d. Marco rispetto i professori tanti quanto Marco rispetti i genitori.

(35)와 (36)에서는 (33)에서 어떤 부분이 생략되었는지, 왜 중의성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보다’ 구문과 비슷하게 의사소통 과정에서 오해나 혼란을 일으킬
지가 불확실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33)과 (35)의 모절에 나타나는 동일한 내용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2.3.3. ‘-처럼’ 구문에서의 중의성
  ‘-보다’ 구문과 ‘-만큼’ 구문과 유사하게 ‘-처럼’5)에 의한 비교 구문에서도 중의
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럼’ 구문은 앞서 살펴본 두 유형의 
구문과는 다른 의미의 양상을 보인다. 오경숙(2006)에서 설명하였듯이 ‘-만큼’ 비
교 구문은 정도성과 긴밀한 관련을 갖는 정도성 비교를 나타내는 데 반해 ‘-처럼’ 
비교 구문은 비정도성 비교를 나타낸다. 정도성과 본질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다. 또한 ‘-처럼’으로 표시된 대상이 다른 위치로 이동하더라도 중의성이 사라지지 
않는다. 

5) ‘-같이’ 비교 구문은 ‘-처럼’ 구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 다
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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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a. 철수가 영수를 대한 것처럼 영희를 대했다.
a'. 영수가 영회를 대한 것처럼 철수는 영희를 대했다.
b. 아내가 담배를 좋아하는 것처럼 철수는 담배를 좋아한다.
b'. 철수는 아내를 좋아하는 것처럼 담배를 좋아한다.
c.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믿는 것처럼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을 믿는다.
c'.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을 믿는 것처럼 환자를 믿는다.

(38) a. Mark treats John as Luke.
b. Marco tratta giovanni come Luca.

(40) a. Mark treats John as Mark treats Luke.
b. Mark treats John as Luke treats Jhon.
c. Marco tratta Giovanni come Marco tratta Luca.
d. Marco tratta Giovanni come Luca tratta Giovanni.

(37)과 (38)은 통사적 생략에 의해 구조적 중의성이 나타난 경우로서 한국어, 영어, 
이탈리아어에서 모두 관찰된다. 이 문장의 어떤 부분이 생략되었는지를 파악하여 몇 
가지 가능한 해석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보다’ 구문과 ‘-만큼’ 구문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에도 ‘-처럼’으로 
표시된 비교 대상이 주어의 비교 대상인지 아니면 목적어 비교 대상인지 불분명하
기 때문에 중의성이 일어난다.

2.3.4. ‘-와/과’에 의한 중의성
  ‘-와/과’에 의한 중의성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중의성의 유형이다. 
이를 통해서 비교 구문과 유사하게 많은 기존 연구에서 서술어와 호응하는 논항의 
범위에 의한 중의성에 속해 있음을 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와/과’가 접속 조사로
서 두 체언을 결합하는 기능을 지닐 수 있으나 한 문장에 문장 성분이 어떻게 위치
하는지에 따라 주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부사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준희(1999)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와/과’구문의 경우, ‘-와/과’는 동일한 형태로 ‘동반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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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a. 어머니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b. 나는 철수와 영희를 보았다.
c. 철수는 영희와 결혼하였다.

(42) a. [어머니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a'. 어머니는 [아버지에게와 아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b. [나는 철수와] 영희를 보았다.
b'. 나는 [철수와 영희를] 보았다.
c. *[철수는 영희와] 결혼하였다.
c'. 철수는 [영희와] 결혼하였다.

비교격 조사, 접속격 조사’라는 세 가지 범주에 속해 있으므로 이러한 의미 기능으
로 인하여 중의성이 일어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문을 보면 각각의 문장에 대해 
2가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4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와/과’로 이어진 체언이 문장에서 어떤 통사적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혼란스럽다. Dallin(2010)에서 연결사 ‘and’가 중의성
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는 문장을 구성하는 두 가지 성분을 하나로 묶어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각각 성분을 개별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
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한국어는 WITH-언어에 속해 있어서 ‘-와/과’가 공동격 표
지와 명사구 병렬 표지의 기능을 취한다. 따라서 해당 ‘-와/과’로 표지된 문장 성분
이 주어나 부사어의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파악하기가 힘들 수 있으므로 중의성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41)의 예문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들이 가능하다.

(4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와/과’에 의한 중의성이 문장의 해석에 영향을 미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과의 경우는 대칭동사의 유무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1a, b)는 대칭동사가 없는 경우, (41c)는 대칭동
사가 있는 경우이다. 비록 (42c’)의 예문들이 가능하더라도 통사론적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결합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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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나는 철수와 영희를 보았다.
가. 내가 철수와 영희를 두 사람을 보았다.
나. 내가 철수를 보고 (나중에/동시에) 영희를 보았다.
다. 내가 철수와 영희 두 사람을 (같은 장소에서/다른 장소에서) 보았다.
라. 내가 철수와 함께 영희를 보았다.
마. 내가 철수와 함께 영희를 (*동시에/*나중에) 보았다.
바. 내가 철수와 함께 영희를 (*같은 장소에서/*다른 장소에서) 보았다.

(44) a.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b, 철수와 나는 영희를 보았다.

2.3.4.1. 비대칭동사 구문의 경우
  (41a, b)에서 볼 수 있듯이 ‘주다’와 ‘보다’가 대칭동사가 아닌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김준희(1999)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 가지 원인에 의해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다. 이 세 가지 원인은 시간상의 차이에 의한 것, 공간상의 차이에 의한 것과 
논항의 의미 자질(±유정물)에 의한 것이다. 즉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27b)를 분석
할 수 있다.

(43)은 ‘나는 철수와 영희를 보았다’는 문장이 가질 수 있는 여러 의미를 보인 것이
다. 문장의 이해가 매우 복잡해진다. 또한 해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제일 적합한 해
석을 파악하기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41a, b)의 경우도 이 세 원인에 의해 중
의성이 해소된다고 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2.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에도 오배치(misplacement) 개념이 적용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와/과’로 표시된 문장 성분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중의
성을 해소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와/과’로 표시된 문장 성분이 주어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명시화하기 위하여 이를 보조사나 주격 조사로 표지된 체언 앞으로 
도치하여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41)의 경우로부터 가능한 해석들을 한정시켜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를 논항 구조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자. 김의수(201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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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a. The mother bought a gift for the son with the father.
b. The mother and the father bought a gift for the son.
c. The mother with the father bought a gift for the son,

(46) a. La mamma ha comprato un regalo per il figlio con il padre.
b. La madre e il padre hanno comprato un regalo per il figlio.
c. La madre con il padre ha comprato un regalo per il figlio.

성문법의 의미역 이론에서는 하나의 의미역은 오직 하나의 논항에만 부여되어야 한
다는 의미역 기준을 제시하는데 (41a, b)의 경우에는 ‘어머니’와 ‘아버지’ 및 ‘나’와 
‘철수’라는 두 개의 논항으로 분산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반면에 (44a. b)의 
경우에는 ‘-와/과’로 연결되는 체언들이 행위자(agent)라는 의미역을 지니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명사구를 형성한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3)에
서 ‘N1가 N2와’ 같은 경우, 이 두 체언이 하나의 명사구로 보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비대칭동사의 경우, 부사어의 오배치로부터 논항 구조도 영향을 받는 듯하다.
  앞서 짧게 설명하였듯이 한국어의 ‘-와/과’는 명사구 병렬 표지와 공동격 표지의 
기능을 하는 것에 비해, 영어와 이탈리아에서는 명사구 병렬 표지가 절 병렬 표지와 
같은 표지로도 공동격이 실현될 수 있다. 세계 언어는 WITH-언어와 AND-언어로 
분류할 수 있다. 전자는 바로 한국어의 ‘-와/과’의 경우이고 후자는 영어의 경우이
다. 따라서 이탈리아어와 영어에서는 어떤 전치사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문장이 다른 
식으로 실현되지만 한국어와 달리 항상 중의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상에서 제시한 이탈리아어와 영어의 예문은 (44a)의 예문에 대응한다. (45)와 
(4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영어와 이탈리아어에서 전치사 ‘and’, ‘with’, ‘e’, ‘con’ 
등은 다양한 식으로 쓰일 수 있지만 중의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45a, b, c)와 (46a 
b, c)에서 공동격이 담당하는 문장 성분의 위치가 다르다고 해도 이 세 문장은 동일
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가능한 해석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칭
동사 구문의 경우는 한국어의 중의성을 특징짓는 경우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김준희(1999)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와/과’가 접속하는 두 체언 
중에 맨 앞에 오는 체언, 혹은 두 체언 모두가 [-유정물]이란 의미 자질을 가질 때 
문장의 주어와 결합되어 있는지에 대한 중의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언급할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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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a. 철수는 연필과 볼펜을 교환하였다.
      [-유정물] [-유정물]
a'. *철수는 연필과 (함께) 볼펜을 교환하였다.
b.  왕은 반지와 노예를 교환하였다.
      [-유정물] [+유정물]
b'. *왕은 반지와 (함께) 노예를 교환하였다.

<김준희 1999:351>

(48) a. 철수는 영희와 결혼한다. [함께]
b. 영희와 철수는 결혼한다. [이음]

한 것이다. 

  
(47)에서 볼 수 있듯이 주어와 ‘-와/과’로 표지된 체언으로부터 ‘함께’란 해석이 불
가능하다고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와/과’로 표지된 문장 성분의 ‘도치’가 일어나
더라도 문장의 주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3.4.2. 대칭동사 구문의 경우
  (41c)에서 보일 수 있듯이 ‘결혼하다’가 대칭동사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포함시킨
다. 이른바 상호 동사 혹은 대칭동사의 경우 ‘-와/과’와 결합한 말을 필수적으로 요
구하여 ‘-와/과’를 동반의 부사격 조사로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해당 예문에서 ‘-와/-과’로 표시된 체언이 대칭동사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인지 
아니면 ‘-와/과’가 접속하는 기능을 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김준희(1999)에서 설명한 바처럼 (41c)를 다음과 같이 다시 고려하고자 한다.

    
(48)에서 볼 수 있듯이 ‘-와/과’로 표지된 문장 성분의 위치에 따라 기능이 결정되
었다. 과연. 김준희(1999)에서 해당 경우에, 어순에 따라 쉽게 의미 기능을 알아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2.3.2.1에서 설명한 바와 달리 이러한 경우, 위치에 의한 
결정은 중의성을 해소하는 데에 부족한 조건이다. ‘-와/과’로 표시된 문장 성분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항상 두 가지 해석을 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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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a. 철수와 영희가 결혼하였다.
b. 철수와 영희가 각자 다른 배우자와 부부가 되었다. [배분적 해석]
c. 철수와 영희가 부부가 되었다. [집단적 해석]

(50) a. Mark and Lisa got married.
b. Mark got married with Lisa.
c. Marco e Lisa si sono sposati.
d. Marco si e' sposato con Lisa.

‘결혼하다’와 같은 대칭동사가 개념적으로 반드시 2개의 논항을 요구하기 때문에 ‘-
와/과’로 표시된 체언은 필수 부사어가 되어서 동반격 조사의 역할을 지닌다. 또한 
김의수(2016)에 의하면 대칭동사가 취하는 두 가지 논항은 의미역 계층에서는 모두 
행위자이지만 상적 차원에서는 ‘cause’와 ‘other’로 구분되어서 전자(cause)는 주어
로, 후자(other)는 ‘-와/과’로 표시된 체언이 필수 부사어로 나타난다. 따라서 해당 
경우를 해석할 때 문장 성분의 위치로 인하여 중의성이 일어난다고 할 수 없음이 
분명해진다.
  도재학(2018)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와’ 구성의 지시적 중의성에 속해 있는 구
조적 중의성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49)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장 성분의 위치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중의성이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칭동사가 있는 경우에 쉽게 위치에 따라 중의성이 해소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치가 바뀌어도 ‘두 사람이 
함께 결혼했다’는 해석도 가능하고 ‘따로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더구나 윤평현(2008)와 도재학(2018)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와/과’에는 명사구 
접속과 문장 접속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으며, 이는 대칭동사 유무에 따라 
달리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따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3.4.1의 내
용을 참조하면, 예문 (49)에 해당하는 영어와 이탈리아어 문장은 다음과 같다. 영어
의 경우한국어의 ‘-와/과’가 유발하는 중의적 의미가 ‘with’와 ‘and’로 구분되어 실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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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a. With each entreé, you get a vegetable and a salad or soup.
b. With each entreé, you get (a vegetable and (salad or soup)).
c. With each entreé, you get ((a vegetable and salad) or soup).

<Dallin 2010: 332>
(52) a. John and Paul or Betty

b. (John and (Paul or Betty))
c. ((John and Paul) or Betty)

<Min Dae-Sik 1992ㄱ: 133>
(53) a. Ad ogni entrata, riecevi una verdura e un'insalata o una zuppa.

위의 예문에서 알 수 있다시피 한국어에서 ‘-와/과’에 의해 생기는 중의성이 영어와 
이탈리아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50a, c)는 각각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영어와 이탈리아어의 문장인데, 영어의 
‘to get married’도 대칭동사가 아니고 이탈리아어의 ‘sposarsi’도 대칭동사가 아닌 
재귀동사에 속해 있다. 그런데 이때도 ‘and’와 ‘e’로 인해 중의성이 생길 수 있다. 한
국어와 유사하게 (50a, c)에서 ‘배분적 해석’ 및 ‘집단적 해석’이 둘 다 가능한 것이
다. 그러나 (50b, d)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한 문장이 전치사인 ‘with’나 ‘con’
로 실현되면 배분적 중의성이 일어나지 않으며 집단적 해석만이 가능하게 된다. 
‘get married’와 ‘sposarsi’가 ‘with’이나 ‘con’에 후행하게 되면 그 뒤에 오는 체언이 
동사가 필요로 하는 논항으로서 파악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어와 달리 영
어와 이탈리아어의 경우, 어떤 전치사가 사용되는지에 따라 중의성을 피하는 방법도 
있다.

2.4. ‘-와/과’ 및 ‘-나’의 결합 구조에 의한 중의성 
  그동안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와/과’와 ‘-
나’의 결합 구조에서 특이한 중의성을 발견할 수 있다. 해외 연구에서 이 유형의 중
의성이 관심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으므로 먼저 영어와 이탈리아어의 경우에, 이러
한 중의성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 관련 내용을 한국어의 구조적 중
의성의 논의에도 도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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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a. 각 입장 시 채소와 샐러드 또는 수프를 제공받을 수 있다.
b. 각 입장 시 [채소와 [샐러드나 수프]]를 제공받을 수 있다.
c. 각 입장 시 [채소와 [[샐러드]나 [수프]]를 제공받을 수 있다.
d. 각 입장 시 [[체소와 샐러드]나 수프]를 제공받을 수 있다.

(56) a. 철수와 영희나 민호
b. [철수와 [영희나 민호]]
c. [철수와 [[영희]나 [민호]]
d. [[철수와 영희]나 민호]

b. Ad ogni entrata, ricevi (una verdura e (un'insalata o una zuppa)).
c. With each entreé, rivevi ((una verdura e un'insalata) o una zuppa).

(54) a. Marco e Luca o Giovanni
b. (Marco e (Luca o Giovanni))
c. ((Marco e Luca) o Giovanni)

(51), (52)는 영어, (53), (54)는 이탈리아어 문장이며 (55), (56)은 그에 대응하
는 한국어 문장이다. 이 예문들에서 첫 번째 문제점은 설명한 바와 같이 ‘-와/과’가 
포괄적(conjunctive), 배타적(disjunctive)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데 있고, 두 번째 
문제점은 ‘-나’와 결합하게 되면 문장 성분을 어떻게 묶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류병률(2013)에서는 한국어 조사 ‘-나’가 ‘가림/선택’ 혹은 ‘아우름/안 가림’ 등 
다양한 뜻을 지니는데,6) 영어의 ‘or’가 갖는 ‘불리안(Boolean) 이접’, ‘임의 선택’, 
‘연접’ 등의 해석 의미를 한국어 접속 조사 ‘-나’도 그대로 갖는다고 하였다. 항상 
배타적인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6) 류병률(2013)에서 제시하였던 예문은 다음과 같다.
(a.) 메리 아니면 빌이 왔다.
(b.) 메리나 빌이 왔다.
(c.) 메리나 빌이 왔다.
   여기서, (a.)에서 이 두 사람이 중에 하나만 왔다는 배타적인 해석만이 허용된다. 반면에 (b.)의 

‘-이나’는 포괄적 이접으로 세 가지 경우의 수, 즉 (i) 메리만 오는 경우, (ii) 빌만 오는 경우, 
(iii) 둘 다 오는 경우를 허용한다고 보았으며 (c.)에서 물론 ‘두 사람이 모두 왔다는’ 연접의 해
석이 허용된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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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John phoned a man in Chicago.
a. John phoned a man who is in Chicago.
b. John, while in Chicago, phoned a man.

<정동규 2011:233>

(57) 우측 결합 원리 [RAP: Right Association Principle]
오른쪽 구는 가능한 한 왼쪽에 인접한 구에 결합해야 한다.

<Kimball, 1973>

(59) Mark saw in the garden a man with a telescope.

3. 통사적 제약을 단서로 한 중의성 해소

  앞서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기존 논문들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문맥, 세계 지식이
나 발음과 구두법까지도 중의성의 해소 방법으로 간주되어 왔다. 물론, 해소 방법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연구들도 있다. 중의성 해소 방식에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이 기울여진 이유는 중의성이 소위 화자/청자 사이의 언어적 또는 협력과 맥락
을 통하여 늘 해소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정동규 2011). 그러나 중의
성의 해소에 관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사적 제약, 의
미적 제약, 화용적 원리 등을 바탕으로 어떻게 중의성의 해소가 가능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어떤 통사적 제약을 통해서 어떤 구조적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구조적 중의성을 지닌 문장이나 발화에 직면할 
때 통사적 측면에서 어떻게 제일 적합한 해석을 들 수 있는지를 대상으로 하여 해
소 방식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 언어학자들이 원리와 규칙을 제시하였으나 
모든 언어에 적용이 가능할지를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한국어에도 적용이 가능할지
가 아직도 불확실하다. 따라서 이전에 제안되었던 원리를 한국어에도 적용할 수 있
을지, 어떤 문제점이나 한계가 있을지를 확인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통사적 제약을 단서로 한 기본적인 원리로는 우측 결합 원리(RAP)가 있다.

  이러한 원리를 시각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문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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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rk saw in the garden a man who is carrying a telescope.
b. Mark saw in the garden, using a telescope, a man .

(58)과 (59)의 예문은 우측 결합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이다. (58)의 예문은  
(58a, b)와 같은 두 가지 해석이 허용되지만, 우측 결합 원리에 의하여 (58a)의 해
석이 선호될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in Chicago’에 보다 근접한 것은 
‘phoned’가 아니라 ‘a man’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59)의 경우에도, (59a, 
b)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a telescope’가 ‘a man’과 근접해 있으므로 (59a)
와 같은 해석이 선호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 중의성이 일어나는 이유는 문장 성분을 추가할 때 열린 
문장 성분(open constituent)과 선호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Frazier 1978). 
(58)의 열린 문장 성분이 ‘a man’이고 (59)의 열린 문장 성분은 ‘a man’이기 때문
에 다시 (58a)와 (59a)가 선호되는 이유를 증명할 수 있다. 또한 이는 
Frazier(1978)에서 서술되는 ‘late closure’ 전략과도 관련되어 있다. ‘Late closure’ 
전략이란 어떤 한 문장의 단어가 처리하고 있는 문장 전체와 함께 이해되는 것이지, 
선행하는 단어와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이다. 이처럼 하나의 문장에서 두 가
지 이상 해석이 가능한 경우에 우측 결합 원리를 적용하면 통사적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해석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원리가 한국어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구조적 
중의성의 발생은 그 언어의 어순에 영향을 받아 일어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
다. Agricola(1968: 86ff)에서는 발생 원인에 따른 구조적 중의성의 유형 중에 ‘어
순에 의한 수식 관계의 차이’란 유형을 제시하였다. 즉, 문장의 산출과 이해에 있어
서 구조적 중의성에 관한 문제의 핵심은 어순과 단어 형태가 지닌 다의적 기능에 
대한 적절한 처리인 것이다(정동규 2011: 232). 따라서 (58)과 (59)에서 언급한 
원리를 영어와 다른 어순을 지닌 한국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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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a. 철수가 비싼 옷과 차를 샀다.
b. 내가 좋아하는 민호의 동생을 만났다.
c. 우리는 부유한 신부의 아버지를 존경한다.
d. 철수는 부엌에 있던 민호의 책을 찾았다.

3.1. 수식어와 피수식어 및 관계관형사절에 의한 중의성에 우측 
결합 원리의 적용

  수식 관계에 의한 중의성의 경우에도 우측 결합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예문을 아래에 다시 보인다.

(60)의 문장들은 모두 중의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 문장에 ‘오른쪽 구는 가능한 한 
왼쪽에 인접한 구에 결합되어야 한다’는 우측 결합 원리를 적용하면 수식어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식을 받고 있는 피수식어에 초점을 둘 수 있게 된다.
  (60a)와 같은 경우, ‘옷’은 관형사절의 형용사 ‘비싸-’에 근접해 있으므로 그의 수
식을 받고 있다. 그런데 ‘옷’과 ‘차’가 ‘-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 두 체언이 동등
한 의미적 성분이라면 관계 관형절의 형용사가 둘 다 수식할 가능성이 있다. 즉 관
계 관형절의 형용사가 두 번째 피수식어 앞에서 생략되었다고 보면, 두 개의 피수식
어가 하나처럼 취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해석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때 우측 결합 원리를 적용하면 가장 우세한 해석을 들 수 있다. 
  맨 앞에 오는 피수식어라도 수식을 받고 있기에 이러한 문장을 처리한다고 생각
되더라도 덜 우세한 해석을 취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구조적 중의성을 해소 
혹은 처리하는 데에 처리 비용이 줄어드는 해석이 더 우세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60b, c, d)의 예문은 (60a)의 예문과 달리 두 체언 사이에 속격 조사 ‘-의’가 나타
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수식을 받고 있다. 여기에도 우측 결합 원리를 적용하면 수
식어에 가장 근접해 있는 피수식어가 직접적으로 수식을 받기 때문에, 두 번째 피수
식어를 수식하는 해석이 가능하기는 하더라도 우세하다고는 할 수 없다. 게다가 한
국어나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성(性)을 일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계관형사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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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a. 철수가 [비싼 옷]과 차를 샀다. [가장 우세한 해석]
a'. 철수가 [비싼 [옷과 차]]를 샀다. [덜 우세한 해석]
b. [내가 좋아하는 민호]의 동생을 만났다. [가장 우세한 해석]
b'. [내가 좋아하는 [민호의 동생]]을 만났다. [덜 우세한 해석]
c. 우리는 [부유한 신부]의 아버지를 존경한다. [가장 우세한 해석]
c'. 우리는 [부유한 [신부의 아버지]]를 존경한다. [덜 우세한 해석]
d. 철수는 [부엌에 있던 민호]의 책을 찾았다. [가장 우세한 해석]
d'. 철수는 [부엌에 있던 [민호의 책]]을 찾았다. [덜 우세한 해석]

(62) a. 새 요원 오리엔테이션 모임.
b. 미국 역사 선생님.

(63) a.  [새 요원] 오리엔테이션 모임. [가장 우세한 해석]
a'.  [새 요원 오리엔테이션] 모임. [덜 우세한 해석]
a''. [새 요원 오리엔테이션 모임]. [덜 우세한 해석]
b.  [미국 역사] 선생님. [가장 우세한 해석]
b'. [미국 역사 선생님]. [덜 우세한 해석]

가리키는 지시 대상을 알아보는 데에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60)의 예문에서 
예측할 수 있는 우세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이상의 경우에서는 영어 및 이탈리아어에서와 유사하게 우측 결합 원리의 적용이 
가능한 듯하다. 그러나 Frazier(1978)에서 한 문장에 문장 성분을 추가할 때 열린 
문장 성분과 관련되는 해석이 선호된다고 한 것과 달리, Cuetos&Mitchell(1988)는 
스페인어에서 열린 문장 성분과 관련된 해석이 덜 우세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열
린 문장 성분을 통한 중의성 해소 양상이 언어마다 달리 나타나는 것이다.

(62)에서도 수식어가 어느 피수식어를 수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나 우측 결합 원리를 적용하면 첫째 피수식어인 ‘원인’은 간접적으로 수식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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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Joe said that Martha expected that it would rain yesterday.
<Kimball 1973:27>

3.2. 복문에 나타나는 부사어에 의한 중의성에 우측 결합 
원리의 적용

  복문에 나타나는 부사어에 의한 중의성도 우측 결합 원리를 적용하여 해소할 수 
있다. Kimball(1973)에서도 우측 결합 원리에 관하여 서술하며 복문에서 부사어가 
어떻게 중의성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이 논의에서는 부사어 ‘yesterday’가 어떤 용언과 묶여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
석을 제시하였는데, 가장 쉬운 해석은 부사어를 가장 가까운 용언 ‘rain’과 묶는 것
이고 그 다음으로 쉬운 해석은 부사어를 좀 더 멀리 있는 용언 ‘expected’와 묶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에 가장 어려우며 덜 우세한 해석은 부사어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용언 ‘said’와 묶이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다음과 같은 수형도로 
시각화하였다.

<그림 1> 영어의 우측 결합 원리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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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a. 나는 아침에 철수가 입원했다는 것을 알았다.
b. 철수는 어제 영수가 우리 집에 왔다고 말했다.
c. 경찰이 부산에서 유괴된 남자를 찾았다.

(66) a. 나는 [아침에 철수가 입원했다]는 것을 알았다. [가장 우세한 해석]
a'. 나는 [아침에 [철수가 입원했다는 것]을 알았다]. [덜 우세한 해석]
b. 철수는 [어제 영수가 우리 집에 왔다고] 말했다. [가장 우세한 해석]
b'. 철수는 [어제 [영수가 우리 집에 왔다고] 말했다]. [덜 우세한 해석]
c. 경찰이 [부산에서 유괴된 남자]를 찾았다. [가장 우세한 해석]
c'. 경찰이 [부산에서 [유괴된 남자]를 찾았다]. [덜 우세한 해석]

(65)는 앞서 제시되었던 예문 (10)으로서, 이 예문에 Kimball(1973)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설명을 도입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해진다.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서는 부사어가 동사보다 앞에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용언
이 가장 인접해 있는 부사어와 묶여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영어의 같은 경우는 
부사어가 가장 근접해 있는 용언과 묶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순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하는 데에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2.1.2에서 언급했다시피 한국어의 어순은 엄격하지 않고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부사어의 배치에 따라 우세한 해석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부사어의 오배치
(misplacement)로 인하여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부사어가 문장의 정동
사 맨 앞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 우측 결합 원리를 적용하면 내포문의 동사가 아니
라 정동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3. 절 접속 구조에 의한 중의성에 우측 결합 원리의 적용
  절 접속 구조에 의한 중의성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로 우측 결합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17)의 예문을 다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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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a. 각 입장 시 채소와 샐러드나 수프를 제공받을 수 있다.
b. 철수와 영희나 민호

(67) a, 창호는 울면서 떠나는 영이에게 손을 흔들었다.
b. 철수는 웃으며 인사하는 영희를 반겼다.

(68) a. 창호는 [[울면서 떠나는] 영이에게] 손을 흔들었다.
b. 철수는 [[웃으며 인사하는] 영희를] 반겼다.

이 문장들은 두 절이 어떤 식으로 접속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구조적 중의성
이 유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중의성을 해소할 때에 처리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일 먼저, (68a, b)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용언이 나열 혹은 순접의 기능을 지닌 
‘-면서’, ‘-며’와 같은 연결어미로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동사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또한 우측 결합 원리를 적용하면 이 두 용언이 근접해 
있으므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동사구로부
터 수식을 받고 있는 피수식어는 그 뒤에 인접해 있는 것일 수밖에 없다.

(68)은 (67)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우세한 해석이다. 이러한 문장들을 다른 식으로 
해석한다면 앞에 온 절의 동사가 관계관형사절의 동사의 수식을 받은 피수식어와 
관련되는지 아니면 이와 나뉘어서 문장의 주어와 관련되는지가 불분명해진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 두 용언을 구별하는 해석이 덜 우세하다고 생각된다. 앞에 오는 
‘VP’이 뒤에 오는 ‘VP’와 결합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3.4. ‘-와/과’와 ‘-나’의 결합 구조에 의한 중의성에 우측 결합 
원리의 적용

  ‘-와/과’와 ‘-나’의 결합 구조에 의한 중의성의 경우에도 우측 결합 원리를 적용
할 수 있는 듯하다. 앞에서 제시한 (55)와 (56)의 예문을 다시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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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a. 각 입장 시 [채소와 [[샐러드]나 [수프]]를 제공받을 수 있다.
b. [철수와 [[영희]나 [민호]]

(71) a. 각 입장 시 [채소와 [샐러드나 수프]]를 제공받을 수 있다.
b. [철수와 [영희나 민호]]

이러한 예문들은 여러 단서로 해소할 수 있다. 하나는 세 번째 체언이 ‘-나’로 표지
된 체언과 관련되어 있으며 ‘-와/과’로 표지된 체언이 기본적으로 포괄적 기능을 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첫째 체언은 물론 나머지 체언들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 체언들이 포함될 때는 둘 다 포함될 수도 있고, 둘 중 하나만 포함될 수도 
있다. 일단 첫 번째 단서를 적용하여 (69)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해석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나’가 배타적 이접의 해석을 갖는지, 연접 해석을 갖는지를 판단하
여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배타적인 해석이 일어나는 것이 우세하다고 간주된다. 두 
번째 단서를 적용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즉, 두 번째 체언과 세 번째 체언 중에 하나만 선택하여 이러한 문장들의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70a)에서 음식을 몇 개 제공받을 수 있는지, (70b)에서 
몇 명이 필요한지 모른다면 이러한 문장의 해소는 여전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 그러
한 경우 화용론적 맥락, 즉 휴지, 문맥, 세상 지식 등을 통해서 다른 식으로 해소될 
수도 있다(류병률 2009). 

3.5. 대용 관계에 의한 중의성의 해소 방법
  대용어에 지시 대상을 부여하는 과정은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 일반적으로 지시 
대상을 부여하는 과정은 화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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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나, 이러한 경우의 중의성이 통사적으로 처리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5)에서 제시한 예문을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72)  철수가 영수를 총으로 쏘았고 그는 얼마 뒤에 숨을 거두었다.

이때 ‘그’가 지시하는 것이 ‘철수’인지 ‘영수’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한국어에 항상 
결속(binding) 제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가장 근접해 있는 
지시 대상을 가리킨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측 결합 원리를 적용하는 데에 한
계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72)에서 ‘그’에 인접하하는 지시대상이 ‘영수’일 것
이라는 해석이 제일 우세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철수’를 가리킨다는 해석도 허용
됨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2)와 유사한 예문을 고려하면 통사적으로 상당히 해소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음이 분명하다.

(73) 철수는 영수를 총으로 쏘고서 그는 얼마 뒤에 숨을 거두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72)과 달리 ‘그’는 하나의 지시 대상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 연결어미 ‘-고서’가 주어 일치 제약을 지니어서 선행절의 주어만을 가리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때 ‘그는’이라는 문장 성분은 생략해도 무방한데, 후행절의 영 
대용어(zero anaphor)의 경우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 복문에 나타나
는 대용 대명사에 지시 대상을 부여할 때 연결어미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다
시 말해서, 연결어미가 지닌 기능이나 제약은 중의성 해소 단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재귀 대명사가 나타나는 예문에서는 우측 결합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 
2.2.2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어에서 결속(binding) 제약에 의해 재귀 대명사를 쉽
게 알아볼 수 있는 이유는 재귀 대명사가 가장 인접해 있는 선행사와 관련되어 있
다는 우측 결합 원리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하여 한국어의 경우에는 
선행 명사가 필수적으로 인접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장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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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a. 철수i는 영희j에게 자기i/?j 방을 보여주었다.
b. 철수i는 영희j를 자기i/?j 방에서 살해했다.

<박진호 2007: 130>

리 결속이 허용되므로 우측 결합 원리를 적용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귀 대명사가 가리키는 지시 대상을 알아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원칙이나 요소가 필요하다. 

위의 예문 (74)는 앞의 예문 (28)을 다시 가지고 온 것이다. 남기심 외(1985)에서 
재귀 대명사는 앞서 나온 3인칭 주어가 되풀이됨을 피할 때 쓰이는 인칭 대명사라
고 하였으나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의 지시 대상이 대격어나 여격어의 역할
을 담당하는 선행사와 결속될 수 있다.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 결속(binding) 제약을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지시 대상을 부여하
기 복잡하다. 박진호(2007)에서는 한국어의 재귀 대명사도 대개 선행 명사가 주어
일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74a)에서 대격어의 역할을 하
는 ‘영희’가 ‘자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해석과 (74b)에서 여격어의 역할을 하는 ‘영
희’가 ‘자기’의 지시 대상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더라도 비교적 덜 우세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해석을 배제하면 안 된다.
  김원호(2013)에서 재귀 대명사의 선행 명사의 조건을 살펴보았듯이 의미 기능의 
층위에서는 행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선행 명사가 ‘자기’의 잠재적인 지시 대상으
로 보일 수 있지만, 화용 기능의 층위에서는 주제1)도 ‘자기’의 선행 명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해당 경우는 통사적인 측면에서만 지시 대상을 부여하는 데
에 아직 여지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1) 김원호(201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는 주제가 ‘자기’, ‘자신’의 선행사가 될 수 있다.
 a. 철수i는 영이에게 자기i/?j의 문제를 말했다.
 b. 영이j에게는 철수i가 자기i/j의 문제를 말했다.
(b)에서 주제와 행위자 모두 ‘자기’의 선행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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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소결
  본장에서는 통사적 측면에서 어떤 구조적 중의성의 유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
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어에 우측 결합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수식 관계에 
의한 중의성과 ‘-와/과’와 ‘-나’에 따른 중의성을 어느 정도로 해소할 수 있다는 것
을 보았다. 이를 통해서 구조적 중의성을 지닌 문장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
한 해석 중에 가장 우세한 해석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복문에 나타나는 부사어
에 의한 중의성에서 ‘오배치(misplacement)’가 문장의 해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관계관형사절에 의한 중의성과 복문에 나타나는 부사
어에 의한 중의성의 경우를 통하여 이른바 ‘late closure’ 전략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한편 대용 관계에 의한 중의성의 경우에는 우측 결합 원리를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남아 있다. 한국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인칭 대명사나 재귀 대
명사에 근접해 있는 선행 명사가 바로 그 지시 대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결어미가 지닌 제약은 중의문을 해소하는 데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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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I ate spaghetti with a fork.
a. I ate spaghetti using a fork.
b. I ate spaghetti and a fork.

(75) 어휘 선호 규칙 [LPR: Lexical Preference Rule]
case frame이 보다 의미적으로 일관된 값을 지니는 해석이 선호되어야 
한다.

<Ford at al. 1982>

4. 의미적 제약을 단서로 한 중의성 해소

  제4장에서는 의미적으로 어떤 구조적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어휘 선호 규칙과 생성어휘부 이론을 바탕으로 중의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4.1. 어휘 선호 규칙(LPR) 및 적용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연구에서 구조적 중의성의 해소 방법 중 하나로 어휘 선호 
규칙이 제시되어 왔다. 이 절에서는 어휘 선호 규칙이 한국어의 구조적 중의성 유형 
가운데 어떠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어휘 선호 규칙이란 다음과 
같다.
 

이러한 규칙을 시각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문을 고려할 수 있다.

(76)의 예문은 어휘 선호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이다. (76a), (76b)의 두 가
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전자가 후자보다 더 강한 ‘어휘 선호’를 지니어서 선호된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격보다 의미적인 일관성을 중시하는 것이다. 한국어에는 영
어와 달리 전치사가 없으므로 (76)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는 찾을 수 없으나, 어휘 
선호 규칙이 적용될 만한 유사한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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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a. 나는 수프와 파스타를 먹었다.
       [-유정물] [-유정물]
b. 나는 철수와 파스타를 먹었다.
       [+유정물] [-유정물]

(77) a. 나는 수프와 파스타를 먹었다.
b. 나는 철수와 파스타를 먹었다.

4.2. ‘-와/과’에 의한 중의성에 어휘 선호 규칙의 적용
  아래 예문은 ‘-와/과’에 의한 중의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중의성을 쉽게 해소할 수 있다. 

물론 ‘-와/과’로 연결된 체언의 위치 때문에 통사적 기능이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파악하기가 쉽다. (77a)에서 ‘수프’는 ‘나는’과 달리 ‘파스타’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77b)에서 ‘철수’가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서 다음과 같은 해석만 가능하다.

이러한 해석은 의미 자질(±유정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정
물]을 지니는 체언이 [-유정물]을 지니는 체언과 결합하는 것이 어렵고 유사한 값
을 지니는 체언끼리 맺는 것이 우세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형도나 문장의 
부사어의 배치 등과 관련한 문제가 있더라도 체언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자질에 따
라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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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a. 어머니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b. 나는 철수와 영희를 보았다.
c. 철수는 영희와 결혼하였다.

(80) a. 어머니는 [아버지(에게)와 아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b. 나는 [철수와 영희]를 보았다.

   < 그림 2 > (78a)예문의 수형도       < 그림3 > (78b)예문의 수형도

  그러나 나머지 ‘-와/과’에 의한 중의성을 가지는 경우에 어휘 선호 규칙을 적용하
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규칙을 일관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어휘 선호 규
칙을 통해서 해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예문 (41)을 아래에 다시 제시한다.

이 경우에는 모든 체언이 [+유정물]이라는 동일한 값을 지니고 있어, ‘-와/과’로 표
지된 체언이 어느 다른 체언과 묶이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여기서 우측 결합 원리
를 적용하면 (79a, b)에서 ‘-와/과’로 표지된 체언이 그 뒤에 오는 체언과 관련되는 
해석이 우세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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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와/과’로 표지된 체언이 그 뒤에 오는 체언과만 관련되는 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다. ‘-와/과’로 표지된 부사어의 오배치(misplacement)에 의한 중의성일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어의 어순은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79)의 가장 효과적인 해석이 무엇인가 하면 역시 (80)의 예문을 들 수 있
는 듯하다.
  또한 (79c)의 경우는 대칭동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배분적 해석이 우세한지, 집단
적 해석이 우세한지가 더욱 불확실하다. 심지어 설명한 바와 같이 이러한 경우에 유
발되는 중의성은, ‘-와/과’로 연결된 체언의 위치에 달려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
에 체언의 위치가 변경되어도 중의성 해소가 불가능하다. 또한, 이 문장들에는 배분
적 해석이나 집단적 해석으로의 해석을 유도하는 ‘같이, 서로, 따로’와 같은 상호사
도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장에서는 별도의 세상 지식이 없다면 집단적 해석이 비
교적 우세하다고 보고 있다. ‘이 두 사람이 같이 결혼했다’는 해석이 더 우세하게 되
는 이유는 김의수(201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와/과’로 표시된 체언이 필수 부
사어가 되고 상적 차원에서는 ‘cause'와 ’other‘이 중화된 현상으로 보일 수 있으므
로 논항 통합1)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4.3. 명사구 구성 방식에 의한 중의성의 해소 방법
  명사구 구성 방식에 의한 중의성 유형에 대한 해소 방법을 설명하기 위하여서는 
Pustejovsky(1995)에서 제시한 생성어휘부 이론(Generative Lexicon Theory)를 도
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생성어휘부 이론이란 어휘·의미론적 이론으로서 단어 의미
의 다양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다. 즉, 한 단어에 무한한 의항(sense)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어휘부가 생성적으로 기능을 한다
는 것이다. 먼저 어휘적 정보를 특징 짓기 위한 풍부하고 표현적 어휘 목록을 제공

1) 이때 논항 통합이란 두 논항을 ‘그들’로 대체하여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로 이해된
다. 의미역 차원에서 두 개의 논항이 동일한 의미역을 가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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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항 구조(argument structure): 어휘 항목이 가지고 있는 논항의 수와 종류
를 명시화한다.

◯2  사건 구조(event structure): 기초적인 사태뿐만 아니라 내부의 사태 및 하위
사태의 구조(subevent structure)를 특징짓는 것이다.

◯3  특질구조(qualia structure): 서술어와 어휘 항목이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
지 기술하는 것이다.

◯4  어휘 계승 구조(lexical inheritance structure): 사전에 한 어휘적 구조는 다
른 어휘적 구조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기술하는 것이다.

한다. 그 다음에 단어의 정의에 있는 엄밀한 차이를 조작하기 위한 틀을 발전시킨
다. 마지막으로, 단어의 정의에서 특수한 서술들의 양상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공식화한다. Pustejovsky(1995)에 의하면 이를 위하여 두 가지 전제가 중요하다. 
하나는 어떤 언어의 통사적 구조를 고려하지 않으면 어휘적 의미론(lexical 
semantics)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또 하나는 인지적 체계에서 단어들의 
의미가 심도 있는 개념적 구조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4.3.1. 속격 조사 ‘-의’가 포함된 명사구에서 유발되는 중의성의 
해소 방법

  속격 조사 ‘-의’로 이어지는 명사들 사이에 가정할 수 있는 동사가 무엇인지, 생
성적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 있다. 속격 조사 ‘-의’로 결합한 두 
명사 간에 성립할 수 있는 통사적 관계를 의미적 지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추론 과정에서 생성어휘부 이론을 통해서 가정될 수 있는 동사의 
개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의성 해소에 기여하게 된다.
  생성어휘부 이론에서는 적어도 네 가지 등급으로 기본적 역할들(basic roles) 나
눌 수 있다.



- 51 -

□1  구성역(constitutive):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보여 준다.
□2  형상역(formal): 단어가 나타나는 개체 혹은 사건이 다른 단어의 그것과 구별

시켜 주는 것이다.
□3  기능역(telic): 목적 및 기능, 즉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리

킨다.
□4  작인역(agentive): 파생적 요인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누구에 의해 창조되는지

에 대한 정보를 가리킨다.

이 네 가지 등급 중에 속격 조사 ‘-의’의 중의성의 해소에 가장 유용한 것은 바로 
특질 구조라고 생각된다. 두 명사 사이에 추론되는 서술어는 바로 그 명사가 관계를 
맺고 있는 동사가 무엇인지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Pustejovsky(2016)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특질(qualia)이란 언어에서 반영되는 
한 사물의 특징을 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곧 단어들의 핵심적인 의미를 가리킨다. 
‘Quale’이란 단어에 의해 표출된 개념과 이 단어에 불러일으키는 다른 개념의 관계
를 바탕으로 한 정의된 단어의 의미 양상을 가리킨다.2)
  특질구조는3) 한 단어의 본질적인 네 가지 양상을 명시화한다.

2) Pustejovsky(1995)에 언급되어 있듯이 다음과 같다. “Quale indicates a single aspect of a 
word's meaning defined on the basi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concept expressed by the 
word and the concept that the word evokes.”

3) Pustejovsky(1995)에 따르면 각각의 양상이 가지는 값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구성역 형상역 기능역 작인역
물질 (material) 방향 (orientation) 어떤 행위를 하는 

데에 행위자의 목적
창조자 

(creator)
무게 (weight) 규모 (magnitude)

특정한 행위를 
명시화하는 고정적 

기능 및 목적

인공물
(artifact)

부분과 구성요소 
(parts and 

component elements)

모양 (shape)

자연종 
(natural kind)

차원성 
(dimensionality)
색상 (colour) 수의적 연쇄

(casual chain)위치 (position)

<표 3> 특질구조의 양상과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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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a. 철수의 책
b. 철수가 소유한 책  [소유의 기능에 의한 해석]
c. 철수가 읽는/읽은(...) 책 [기능역에 의한 해석]
d. 철수가 쓰는/쓴(...) 책 [작인역에 의한 해석]

(82) a. 철수의 책이 출판되었다.
b. (?)철수가 소유한 책이 출판되었다.  [소유의 기능에 의한 해석]
c. (?)철수가 읽은 책이 출판되었다 [기능역에 의한 해석]
d. 철수가 쓴 책이 출판되었다. [작인역에 의한 해석]

  여기서 속격 조사 ‘-의’에 의한 중의성과 관련된 양상은 기능역과 작인역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Pustejovsky(2016)에서는 특질과 관련된 여러 언어적 현상을 제시
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특정 구조로부터의 서술어의 추론’이란 현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속격 조사 ‘-의’로 연결된 명사 사이에서 어떤 동사를 가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81a)에서 ‘철수’와 ‘책’ 사이에 가정되는 동사는 기능역이나 작인역을 통해서 추론
할 수 있다. 2.1.4.1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속격의 의미 하위 유형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인지적 노력을 들여 얻을 수 있는 가장 우세한 해석은 소유를 가리키는 
해석이지만 이는 때로 충분하지 않은 해석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책’이
란 단어의 특질 구조의 기능역이나 작인역에 따라 완전히 허용되는 해석을 들 수 
있다. 만일 중의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두 명사 사이에 가정할 
수 있는 동사가 상당히 제한되었다고 생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잃어버린 
책’과 같은 해석은 가능하기는 하지만 선호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소한의 인
지적 노력으로 가장 효과적인 해석을 드는 데에 해당 명사의 기능역과 작인역을 이
용하여 가장 우세한 해석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맥락이 주어져 있으면 이와 같이 동사를 추론하는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사가 가지는 의항이 맥락화되면 해석 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
다. 이러한 점에서 맥락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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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a. 나의 신발이 닳았다,
b. 내가 소유한 신발이 닳았다. [소유의 기능에 의한 해석]
c, 내가 신은 신발이 닳았다. [기능역에 의한 해석]
d. (?)내가 만든 신발이 닳았다. [작인역에 의한 해석]

(84) 여자 살인자
a. 여자를 살해하는 사람
b. 여자인 살인자

(85) 고무 칼
a. 고무를 자르기 위한 칼
b. 고무로 만들어진 칼

(8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동사로부터 해석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82b)도 어느 정도 가능한 해석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가장 우세한 해석이라고는 
할 수 없다. 더구나 (82c)는 어색한 반면에 (82d)는 가장 우세한 해석으로 꼽을 수 
있다. 정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로 인하여 작인역에 의한 해석이 더 바람직하기 때
문이다. 반면에 (83)에서는 소유의 기능에 의한 해석과 기능역에 의한 해석이 제일 
적합하며, 작인역에 의한 해석은 우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3.2. “명사+명사” 구성에서 유발되는 중의성의 해소 방법
  2.1.4.2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명사+명사” 구성에서도 중의성을 발견할 수 있
다. 이러한 유형의 중의성 역시 특질 구조를 통해서 왜 중의성이 일어나는지는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으나, 이로써 중의성을 해소하지는 못하는 듯하다.

   
(84)와 (85)는 “명사+명사” 구성에서 중의성이 유발되는 예인데, 이 두 명사가 어
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 두 문장에서 소유에 의
한 해석이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제일 먼저 (84)의 예
문을 고려하면, ‘살인자’란 단어는 ‘자연종’에 속해 있으므로 작인역이 없고 기능역만 
지닌다. 이는 ‘죽이다’이다. 따라서 ‘살인자’의 기능역에 초점을 두면 (84a)와 같은 
해석을 들 수 있으나 ‘여자’란 단어를 보면 구성역에서 ‘여성’이란 값을 찾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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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여자’의 구성역에 초점을 두면 (84b)와 같은 해석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85)에서는 ‘칼’이란 단어가 ‘인공물’에 속해 있으므로 기능역과 작인역을 찾을 수 
있다. 기능역은 ‘자르다’이며 작인역은 ‘만들어지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고
무’란 단어를 보면 ‘고무’ 자체가 ‘물질’이라서 구성역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여기서도 초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는데 ‘칼’의 기능역
을 중시하면 (85a)와 같은 해석이 일어날 수 있는 반면에 ‘칼’의 작인역과 ‘고무’의 
구성역을 중시하면 (85b)와 같은 해석이 더 우세한 듯하다. 한편 Min 
Dae-Sik(2001ㄴ:155)에서는 이러한 중의성을 해소하는 데에 발음할 때 강세가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으나, 음성 언어로 실현되지 않는 문어에서라면 독자가 
어떤 특질 구조의 양상에 초점을 두는지에 따라 중의성 해소의 양상이 달라질 것이
다.

4.4. 소결
  본장에서는 의미적 원리인 어휘 선호 규칙을 통해서 구조적 중의성을 지닌 문장
이 어떻게 단일한 해석을 갖게 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적용함으로써 ‘-
와/과’에 의한 중의성의 경우. 김준희(1999)에서 제시한 의미 자질인 [±유정물]을 
활용하여 해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리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우측 결합 원리를 통해서 처리될 수 있었다. 오배치로 인하여 중의성을 가진 문장의 
경우 대칭동사가 날 때 중의성 해소 양상이 더 복잡하였는데, 여기서 ‘-와/과’로 표
시된 필수 부사어의 경우 논항 통합이 가능하므로 집단적 해석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명사구 구성 방식에 따라 유발되는 중의성 해소의 원리로 생성 어휘부 
이론을 도입하여 설명하였다. 이러한 경우에서는 특질 구조, 그 중에서도 기능역과 
작인역을 통해서 명사들 사이에 가정될 수 있는 동사의 개수가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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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화용적 원리를 단서로 한 중의성 해소

  이 장에서는 화용적으로 어떤 구조적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중의성이 일어나더
라도 화자와 청자가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의 능력이나 문맥, 혹은 세상 지식을 통해
서 원래 의도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중의성을 지닌 문장들이 ‘문맥화’되
면 수월하게 해소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기는 하나, 그 설명이 다소 추
상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본장에서는 화용론의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을 바탕으로 하여, 이와 같은 추상적인 설명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5.1. 관련성 이론과 구조적 중의성의 관계
  Clark(2013)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관련성 이론이란 인간들이 세계와 인간의 관
계, 혹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서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설명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즉, 인지적 측면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세계를 인식
하는지를 연구하고,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을 표출하는지, 또 
이를 서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련성 이론의 핵심은 화
자로서 자기의 모든 발화 속에 있는 정보가 청자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
기를 기대하고 청자는 최소의 인지 노력으로 가장 확실한 효과나 적절성을 만들어
서 화자의 발화 해석 방법을 찾는다는 데에 있다(박영순 2007).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가령 
화자의 의도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고. 중의성 역시 이러한 의사소통 과정
에서 발생하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우리의 의식 구조
는 어떤 자극에 직면했을 때 자동적으로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장 인지적 효과를 낼 
것 같은 것을 고르는 경향이 있을 정도로 잘 조직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어떤 문장이나 발화가 복잡하거나 여러 가지 해석들을 들 수 있을 때에도 가장 쉽
게 처리될 수 있는 해석을 하는 것이 흔한 이유는 그러한 선택이 청자의 기대를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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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의성이 초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적합한 해석을 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
  Grice(1975)가 제시한 대화 격률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I. 양의 격률
Ÿ 청자를 위해 필요할 경우 되도록이면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하라.
Ÿ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지 말라.

II. 질의 격률
Ÿ 거짓이라고 믿는 것을 말하지 말라.
Ÿ 충분한 증거가 없는 말을 하지 말라.

III. 관련성의 격률
Ÿ 관련성이 있도록 하라.

IV. 태도의 격률
Ÿ 모호성을 피하라.
Ÿ 중의성을 피하라.
Ÿ 간략하게 말하라.
Ÿ 순서 있게 말하라.

<표 4> 대화 격률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태도의 격률에 ‘중의성을 피하라’는 대화 격률이 포함되
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Clark(2013)에서 설명하였듯이 중의성을 항상 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해소하기를 어려워하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는 뜻
으로 보아야 한다. Grice가 지적하듯이 청자가 두 가지 이상 해석을 들 때에는 어느 
해석이 더 적합한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이므로, 최대한 하나의 해석으로 해소될 
수 없는 발화를 피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rice에서 언급된 중의성 개념
은 화자의 의도된 의미를 파악하기 복잡한 경우를 모두 아우르는 듯하다. 즉 Grice
가 말하는 중의성은 구조적 중의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경우까지도 지적하
는 것이므로 화용론적 중의성에 소속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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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Sperber & Wilson (2005)에서는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전달자가 의사소통 
행위를 할 때 청자가 스스로 의도된 의미를 쉽게 파악하게 하려고 시도한다고 추정
하였다. 따라서 더 많은 인지적 노력이 하나의 현상의 자극을 처리하는 과정에 포함
될수록 자극이나 현상의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하였다.4) 즉, 이 처리 과정에는 여러 
가지의 논리적/언어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중의성도 그 중 일부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은 Wilson & Sperber (2004)에서 제시한, 관련성에 기반한 경험적 
방법의 이해(Relevance-guided comprehension heuristic)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청자 혹은 독자는 최소한의 인지적 노력으로 이해하고 청자나 독자의 기대
가 충족될 때 이해의 처리를 그만둔다. 즉 해석 과정에서 청자가 흔히 경험적
(heuristic)인 방법을 따르므로, 항상 가장 맞는 해석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
다. 청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취향이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화용적 측면에서 중의성을 지닌 표현들이 해소될 때에는 어떤 중의성인지에 
따라 그 방법이나 단서가 다를 수밖에 없다. Clark(201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
조적 중의성의 경우라면, 청자가 중의적 문장의 어떤 구조가 더 옳은지를 파악하기
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처리할 때에는 한 구조를 이해하고 이것을 재분석
하는 데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들인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
조적 중의성을 지닌 문장이나 발화에 직면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최소한의 인지적 
노력을 들여서 처리되는 해석 중 가장 적합하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5.2. 대용 관계에 의한 중의성의 해소 방법
  3.5에서 대용 관계가 통사적 제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해소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는데, 이는 화용적으로도 고려될 여지가 있다. 과연, 관련성 이론이 지시 대상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련성 이론에 
4) 이에 해당하는 원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more mental effort is involved in processing 

a stimulus of a phenomenon, the less relevant that stimulus or phenomenon is 
(Sperber&Wils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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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해 볼 때 기본적인 것은 Grice에서 제시한 ‘말해진 것’이 ‘축자적 의미’와 ‘외축
(explicature)’으로 구분된다는 것이다. 전자는 언어 표현이 지닌 내재적 의미를 가
리키는 반면에 후자는 언어 표현이 그 특정 맥락에서 나타내는 바를 가리킨다. 또한 
발화에 포함된 화시적 표현이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축자적 의미에는 포함되
지 않고 외축에 해당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칭 대명사, 조응 대
명사, 화시적 표현, 재귀 대명사 등은 모두 다 외축과 관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86) a. 그는 잘생겼다.
b. 여기야.

(86)은 항상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Sturt (2003)가 영어의 대명사에 대한 설명을 따르면 한국어의 ‘그’와 같은 대명사
는 대개 확실하게 남성 지시 대상을 가리킨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그’가 남성과 
여성을 모두 지칭할 수 있기 때문에, 남성 대상으로의 해석이 우세하다고 하더라도 
여성 지시 대상으로의 해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청자가 이러한 발화를 들었을 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확실하게 파악하
기 위해서는 발화 정보나 통사적 제약,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이용해야 
한다. 한편 Clark (2013)에서는 어떤 단어가 개념을 부호화하지 않는 경우에 무엇
을 가리키는지를 문맥을 통해서 해독할 수 있는 것이나, 청자가 어떤 발화를 듣자마
자 외축을 정하는 과정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은, 화자가 말하기 전에도 청자가 이미 
스스로 그 발화에 관한 가설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다시 
말해서, 문맥적 정보가 있다면 지시 대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지식과 
외축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아래의 (87)은 2.2.1에서 보였던 예문 (27)을 다시 가져온 것이다. 문맥과 세상 
지식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수월하게 지시 대상을 추론할 수 있음을 보인다.

(87) a, 철수가 영희를 살해하였다. 그의 장례식은 월요일에 진행하였다.
b. 철수가 영희를 살해하였다. 그의 공판이 월요일에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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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와 유사한 경우에, 청자나 독자가 가진 지식을 통해서 ‘그’의 지시 대상
을 알아보기가 쉽다고 볼 수 있다. 또한 Min Dae-Sik(1992)에 따르면 해당 특정한 
경우에, 세상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니와 대명사가 가리키는 선행 명
사가 자동적으로 일정한 통사적 위치나 인접성을 통해서 위치할 수 없다고 한다. 
  (25)의 예문을 화용적으로 고려할 때도 이와 유사한 설명을 시도할 수 있다.

(88) 철수가 영수를 총으로 쏘았고, 그는 얼마 뒤에 숨을 거두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문장에서 ‘그’는 ‘철수’를 가리키는 해석과 ‘영수’를 가리
키는 해석이 둘 다 허용될 뿐만 아니라 해석하는 데에 비슷한 인지적 비용이 든다
고 할 수 있다. 특정한 맥락 없이 ‘그=철수’라는 해석을 제외할 수는 없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세상 지식을 통해서 ‘그=영수’라는 해석이 가장 우세하다고 할 수 있
다. 요약하자면 대용 관계에 의한 중의성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하는 요소로서는 기
본적으로 ‘외축’, ‘맥락’, 그리고 ‘세상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듯하다.

5.3. 비교 구문에 의한 중의성의 해소 방법
  비교 구문에서 구조적 중의성이 일어나는 이유는 통사적 생략 현상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생략이 일어남으로써 어떤 구문이 생략되었는지를 파악하기가 복잡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보다’ 구문에서 정동사가 타동사일 때 ‘-보다’로 표시된 비교 
대상을 주어의 비교 대상이나 목적어의 비교 대상으로 간주해야 할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만큼’ 구문과 ‘-처럼’ 구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설명을 도입할 수 있음
을 2.3.1에서 확인한 바 있다.
  비교 구문을 관련성 이론의 범위에서 어떤 식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으나 한계가 있는 듯하다. 이에 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생략 현상이 관
련성 이론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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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현상은 흔히 문장에서 통사적 성분을 제외하는 것을 말하며, 생략된 부분은 해
석 과정에서 맥락 혹은 특정한 구조를 통해서 쉽게 복원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이  
‘축어적 회복성 (verbatim recoverability)’이 있을 때만 생략된 성분을 복원할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해 왔으나, Dallin (2010)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문장의 통
사적 구조가 갖는 특징뿐만 아니라 세상 지식을 실마리로 삼아서도 생략된 부분이
나 정보를 쉽게 복원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련성 이론과의 접촉점을 발견할 
수 있다. 
  Clark (2013)에 따르면 생략은 외축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현상이라고 한다. 
관련성 이론의 측면에서는 청자나 독자가 생략이 일어난 문장에 직면할 때 그 문장
을 만든 사람과 유사한 사고방식을 지니기 때문에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되었
다. 따라서 화자가 일부러 어떤 성분을 생략하기로 할 때는 청자가 자기 사고방식과 
비슷하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는 상태로서, 청자가 최소한의 인지적 노력으로 
가장 효과적인 해석을 찾아낼 것임을 가정하고 있다. 

(89) a. 철수가 아내보다 담배를 더 좋아한다.
b. 철수가 부모님보다 선생님을 더 존경한다.
c. 간호사가 환자보다 의사 선생님을 더 믿는다.

(90) a. 철수가 아내만큼 담배를 좋아한다.
b. 철수가 부모님만큼 선생님을 존경한다.
c. 간호사가 환자만큼 의사 선생님을 믿는다.

(91) a. 철수가 영희를 영수처럼 대했다.
b. 철수가 아내처럼 담배를 좋아한다.
c. 간호사가 환자처럼 의사 선생님을 믿는다.

 
청자가 위와 같은 문장을 만나게 되면 관련성에 기반한 경험적 방법의 이해
(Relevance-guided comprehension heuristic)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인지적 노력으
로 자기 기대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해석을 선택할 것이 기대된다. 이를 관련성 
이론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청자가 세상 지식을 이용하여 가장 우세한 해석을 만들
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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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a.  철수는 아내가 담배를 좋아하는 것보다 담배를 더 좋아한다.
b.  철수는 부모님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보다 선생님을 더 존경한다.
c.  간호사는 환자를 믿는 것보다 의사 선생님을 더 믿는다.

(93) a.  철수는 아내가 담배를 좋아하는 것만큼 담배를 좋아한다.
b.  철수는 부모님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만큼 선생님을 존경한다.
c.  간호사는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믿는 것만큼 의사 선생님을 믿는다.

(94) a. 철수가 영수를 대한 것처럼 영희를 대했다.
b. 아내가 담배를 좋아하는 것처럼 철수는 담배를 좋아한다.
c.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믿는 것처럼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을 믿는다.

왜 이와 같은 해석이 더 우세한가 하면 (92a)에서 일반적으로 ‘아내를 좋아하는 것
보다 철수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란 해석이 선호된다고 생각할 수 없고, (92b)에서
도 ‘철수가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92c)에서도 ‘간호사가 의사보다 환자를 더 믿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이와 마
찬가지로 (93)과 (94)의 해석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서로 해당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세상 지식
이 해소에 기여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는 하나, 맥락에 따라 적합한 해석이 달
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험적(heuristic)으로 말하자면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
일 수 있겠지만 결코 이를 절대시하면 안 된다. 

5.4. 소결
  지금까지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을 도입하여 화용적 측면에서 나머지 
구조적 중의성의 유형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일 먼저 관련성 
이론과 구조적 중의성의 사이에서 어떠한 관계나 접촉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분
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대용 관계에 의한 중의성을 해소하는 데에 외축, 세상 지식, 
문맥 등을 통해서 최소한의 인지적 노력으로 청자의 기대를 잘 맞출 수 있는 해석



- 62 -

에 도달하는 과정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비교 구문에 의한 중의성 해소에도 관련성 
이론을 연결 지어 볼 수 있었다. 특히 관련성 이론에서 생략이란 현상이 어떻게 다
루어지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해소 방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소 
방법은 매우 경험적(heuristic)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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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구조적 중의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어에서 
발견되는 구조적 중의성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다양한 유형의 구조적 중의
성을 통사·의미·화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본고의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을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구조적 중의성의 유형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을 발전시켜 한국어 구조적 중의성의 유형을 새로이 정리하고
자 하였다. 한국어 구조적 중의성의 양상을 영어 및 이탈리아어와 대조하여 유사점
과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었다. 구조적 중의성은 성분 구조와 의존 관계가 대응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데, 본 연구에서 구분한 한국어의 구조적 중의성 유형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수식 관계에 의한 중의성, 대용 관계에 의한 중의성, 서술어와 호응하는 
논항의 범위에 의한 중의성과 ‘-와/과’, ‘-나’의 결합 구조에 의한 중의성이다. 이 
중 마지막 유형은 그간 구조적 중의성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으나, 한국어에도 이러한 구조로 말미암아 구조적 중의성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
으므로 본고에서 추가하여 다루어 보았다.
  수식 관계에 의한 중의성 유형에는 여러 가지 하위 유형이 포함된다. 이 하위 유
형들의 공통점은 문장 성분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라
는 것이다. 복문에 나타나는 부사어에 의한 중의성의 경우, 부사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구조적 중의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
은 중의성이 일어나는 원인이, 영어의 구조적 중의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제시되어 
온 부사어의 오배치(misplacement)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속격 조사 ‘-의’가 포함된 명사구와 “명사+명사” 구성에서 일어나는 중의성의 경우,  
명사들 사이에 가정될 수 있는 용언의 다양성으로 인해 초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용언의 다양성은 속격(genitive)이 갖는 다양한 의미적 하위 유형으로써 설명
된다. 수식 관계에 의한 중의성의 경우, 유형론적인 점에서 고려하였을 때 어순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 없이 중의성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절 접속에 의한 중의성의 경우는 한국어의 특이한 유형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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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영어와 이탈리아와 비슷한 경우가 있지만 연결어미로 인하여 문장의 구
조를 분석하기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대용 관계에 의한 구조적 중의성의 경우. 대용어가 가리키는 지시 대상을 부여하
는 과정에서 중의성이 일어날 수 있다. 인칭 대명사, 재귀 대명사의 경우도 마찬가
지다. 인칭 대명사의 경우, 한국어 1인칭 복수형 대명사가 갖는 ‘청자를 포괄하는 
기능’으로 인하여 중의성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재귀 대명사의 경우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 재귀 대명사가 가리키는 지시 대상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무
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된다.
  서술어와 호응하는 논항의 범위에 의한 중의성의 경우, 문장 성분들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비교 구문에 
의한 중의성과 ‘-와/과’에 의한 중의성으로 구성된다. 전자에는 ‘-보다’ 구문, ‘-만
큼’ 구문, ‘-처럼’ 구문을 포함시킬 수 있다. SOV 어순에서는 비교 대상의 위치와 
상관없이 통사적 생략으로 인하여 비교 구문의 중의성이 보편적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와/과’에 의한 중의성의 경우, 문장에 대칭동사가 존재하는
지의 여부를 바탕으로 하여 구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에 대응하는 영어와 
이탈리아어 문장에서는 ‘and’나 with’ 등이 사용되어 중의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대칭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and’로 인하여 유사한 중의성
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사 ‘-와/과’, ‘-나’에 의하여 유발되는 중의성을 
다루었다. 조사 ‘-와/과’는 포괄적 또는 배타적인 기능을 지닐 수 있을뿐더러 ‘-나’
가 지닌 여러 가지 해석 때문에 문장 성분을 분석하기가 어려워진다.
  제3장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유형 중 어떤 유형을 우측 결합 원리(RAP)라는 통사
적 원리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우측 결합 원
리를 적용하면 거의 모든 수식 관계에 의한 중의문에서 제일 우세한 해석이 무엇인
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진다. Frazier(1978)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어의 수식
어와 피수식어 및 관계관형사절과 복문에 나타나는 부사어에 의한 중의성의 경우에
도 문장 성분을 추가할 때 열린 문장 성분과 관련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대용 관계에 의한 중의성의 경우에는 우측 결합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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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상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연결어미가 지닌 제약으로부터 중의성의 해소가 가능
하다. 재귀 대명사의 경우, 주어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선행 명사가 재귀 대명사
의 지시 대상이라는 해석이 비교적 우세하지만, 통사적 측면에서는 그 해석에 다소 
한계가 남아 있다.
  제4장에서는 어떤 구조적 중의성의 유형을 의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지를 살펴
보았다. 어휘 선호 규칙(RPL)을 바탕으로 하여 ‘-와/과’에 의한 중의성을 어느 정
도로 해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명사구 구성 방식에 의해 유발되는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생성어휘부 이론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
질 관계에 해당하는 기능역과 작인역을 통해서 명사구를 구성하는 명사들 간에 가
정될 수 있는 용언의 개수가 제한함으로써 중의성의 해소가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화용적인 원리인 관련성 이론의 측면에서 어떤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보았다. 모든 중의성이 문맥을 통해서 쉽게 해소될 수 있다는 사실
이 보고되어 있으나 그 설명이 다소 추상적이므로 이를 구체화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관련성 이론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언어 표현이 둘 이상의 해석을 가질 때 
청자가 세상 지식이나 문맥을 통해 자기 기대에 맞는 해석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된
다. 외축과 세상 지식은 대용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험적인(heuristic) 방법은 비교 구문에 의한 중의성을 해
소할 때 통사적 생략으로 인하여 생략된 문장 부분이 무엇인지를 복원하는 데에 중
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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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Korean Structural Ambiguity

Amadori Francesco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organize in a more systematic way those 
Korean grammar patters that can cause a sentence to evoke more than one 
possible interpretation, thus triggering the so called 'Structural Ambiguity'. The 
main scope of this paper is not only to reorganize and to throughly explain 
those elements that can cause structural ambiguity but also to depict which 
analogies and differences can be disclosed by comparing Korean structural 
ambiguity with other languages, such as Italian and English. This comparative 
analysis is illustrated in the second chapter. Nevertheless, the research 
proceeds in discussing how it is possible to disambiguate these categories 
through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principles and theories. Originally, 
disambiguation has always been an important and active issue to be analysed, 
and preliminary methods have been applied only to english or other languages, 
miscalculating if and how in Korean as well that universality could be found as 
well. Thus, how those principles can be applied to the given Korean structural 
ambiguity related categories  and  a different approach for a valuable struc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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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mbiguation will be discussed.
  Therefore, in the third chapter It will be discussed which Korean structural 
ambiguity categories can be solved through the syntactic principle known as 
'Right Association Principle (RAP)' and which limits can be found in its 
application and how can they be overcome.
  Similarly, chapter four focuses on which Korean structural ambiguity can be 
semantically resolved through the employment not only of the so called 'Lexical 
Preference Rule (LPR)' but also it has been shown the remarkable role of 
'Generative Lexicon Theory' in the disambiguating structural ambiguity caused 
by the use of the genitive particle as well as by noun phrases.
  Last but not least, in chapter five it is discussed which categories can be 
solved with a pragmatic approach by applying the Relevance Theory. Hence, it 
is known that any kind of ambiguity can be resolved by a given context 
however, it was needed a more concrete explanation on which categories are 
more likely to be dealt with within this domain.
In conclusion,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exhaustively explaining which Korean 
patterns can lead to structural ambiguity. By comparing Korean with English 
and Italian, it was possible to show Korean peculiar aspects as well as 
universal features. Furthermore, the thesis aims to show how those structural 
ambiguity categories can be resolve within syntactic, semantic and pragmatic 
domains.

Keywords:  structural ambiguity categories, structural ambiguity disambiguation, 
Right Association Principle (RAP), Lexical Preference Rule (LPR), Generative 
Lexicon Theory, Relavance Theory

Student Number: 2018-2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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